
 

 

평화에 굶주리다 
남수단에서의 기아와 분쟁 간의 연관관계 탐구 

 

 

 

 

 

 

 

 

 



서문 

남수단이 독립국가로 존속했던 기간은 짧다. 하지만 그 기간 대부분을 전쟁으로 보냈다. 2017년 

12월로 남수단은 치열한 분쟁을 겪은 지 4년이 되었고, 겨우 몇 달이 지난 오늘 다시 위기의 

순간을 겪고 있다. 이전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민들이 기아에 허덕이게 된 것이다. 

2018년 2월 ‘통합적인 식량 안보 단계 분류(Integrated Food Security Phase Classification/ 

IPC)1’를 기초한 기근이 선포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곧 남수단 사람들이 기아에 위협받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식량안보 단계 분류(IPC)에서 3등급 이상이라면 생존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630만 명의 사람들이 충분한 먹거리를 얻기 

힘들어 대부분 인도주의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IPC는 남수단이 분쟁이라는 명백한 원인으로 인해 식량 사정이 해마다 악화 추세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식량 부족 문제 외에 어떤 요인이 기아의 위기, 긴급성, 재난 수준 간에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지 보여주지는 않는다. 또한 가족들 내에서도 어떤 이들이 다른 이들에 비해 더욱 

위험한 상황임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한 숫자들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관심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위기 정도가 얼마로 평가되든지 간에 남수단 

사람들에게는 식량과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평화가 절실하다. 

분쟁과 기아 간의 연관관계는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점차 지원에 대한 필요가 긴박해져 

인도주의적 재정 지원과 정치적 지원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분쟁 당사자들과 국제 

사회가 남수단의 평화를 논의하기 위해 모이게 되면 정전(stop the war)이나 당사자들 간의 권력 

배분, 신뢰 메커니즘 등을 협상할 뿐 아니라 수백만 명의 시민들의 기아와 고통을 종식시킬 방안을 

협상하게 된다. 

 

 

 

 

 

 

 

 

 

 

                                                           
1 국가의 식량안보에 관련해 공식 자료로 활용됨 



IPC(통합식량 안보단계 분류)에 나타나는 현재 상황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남수단인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 

인도주의적 지원이 급등한다는 것은 2017년 중반까지 기근이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여전히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480만 명의 사람들이 지난 IPC 기간 동안(2017년 9-12월) 심각한 식량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사실 그 기간은 식량이 가장 풍부해야 할 때였다. 그러나, 수 개월이 

지난 현재 상황은 현저하게 악화되었다. 

IPC 자료들을 단순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식량 위기 규모에 대해 파악하기 힘들다. 매년 농사철에 

해당하는 자료를 비교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전 IPC 등급 평가 이후 식량 상황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추수 직후의 기아 수준과 식량이 점차 부족해지는 시기와의 수준을 비교해 

봄으로써 파악해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2017년 2월 기아가 선언되고 1년이 

지난 현재 130만 명이 추가로 기아 상태에 빠졌다. 

 

IPC 3등급 이상은 생존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IPC에 따르면 최대 5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현재 가장 심각한 단계인 극심한 식량 불안정(IPC 5) 

상태에 놓여 있다. 이들의 각 가정에는 굶주림과 빈곤, 심지어 사망까지도 나타나며,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기아 상태가 선언되기 위해서는 특정 지구 내 인구의 20퍼센트가 이같은 재앙 수준의 식량 불안정 

상황에 놓여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근이 선언되기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준하는 상황을 

겪을 수 있다. 단지 기근 선언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인구 비율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전국에 걸친 식량 지원에 대한 수요 전체를 반영하지는 않는다. IPC 3등급 

이상에 속한 경우 인도주의적 지원에 의존해야 한다. 이는 곧 지원이 없다면 2018년 5월까지  

인구의 약 3분의 2에 달하는 사람들이 극심한 기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지도는 2017년 2월(좌측)과 2018년 2월(우측) 남수단의 기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색깔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주황색 – IPC 3(위기), 빨간색 - IPC 4(긴급), 진홍색 - IPC 5(기아) 



분쟁이 길어질수록 상황은 악화될 것이며,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올해에도 강수량은 높지 않았다. 특히 지난 해 장기간의 건기를 겪었기 때문에 비가 더욱 

간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뭄은 지속되었다. 게다가 지속적인 식량 불안정과 주민들의 이주로 

생산성이 최하 수준으로 곤두박질쳤고, 다음 추수기까지 버티기엔 식량과 노동력이 충분치 않은 

상태다. 

중앙 에콰토리아 주(남수단의 농업 ‘그린벨트’ 일부)에서는 지속적인 분쟁으로 인해 식량 생산량이 

급락했다. 먼 곳으로 이주할 경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자신의 농가에 남았던 농부들도 자신의 

농가 주위의 좁은 지역에서만 경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았다. 

UN에 따르면, 2017년 UN 평화유지군(UNMISS) 또는 다른 인도주의적 단체들의 조사 결과 중앙 

에콰토리아 주(Central Equatoria State)의 거의 모든 마을들이 분쟁으로 불타버렸다.
2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들의 집과 생활은 하루 아침에 재건될 수 없다.  

만약 남수단에서 내년 이맘 때까지 인도주의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평화가 요원한 

상태라면 더욱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분쟁과 그로 인한 주민들의 이주는 

분쟁이 종식되더라도 수 개월 동안이나 식량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인도주의적 재정 지원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기아 선언에 대응하기 보다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기가 

닥치기 전에 인도주의적 지원에 효과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높이고, 위기 

상황의 여파를 줄일 수 있다. 기아 선언이 발표될 때까지 인도주의적 지원을 보류한다면 이미 너무 

늦어버릴 수 있다. 

 

IPC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 기아는 식량에 관한 것 

이상이다. 

가족들 내에도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에 비해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가족들 내에서도 위험의 정도는 또 다르다.  

보통 여성과 소녀들은 남성에 비해 식량 불안정에 취약하다.3 식사를 나중에, 가장 적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문화적, 사회적 역할에 따라 그들은 가정을 돌보고 먹이고, 심지어 필요한 

경우 스스로를 희생해야 하기까지 한다. 일반적으로 지역의 문화 특성상 남성들이 먼저 식사하고, 

식사량도 많으며, 남성들의 식사 이후 자녀들과 부양 식구들이 식사하게 된다. 

                                                           
2 UNHCR (2018), South Sudan Regional Refugee Response Plan January-December 2018. 
3 Oxfam Gender Analysis (March 2017), https://policy-practice.oxfam.org.uk/publications/south- sudan-gender-analysis-a-snapshot-
situation-analysis-of-the-differential-i-620207 



 

또한 여성과 소녀들은 대개 식량을 구하는 일을 맡게 된다. 이는 극심한 육체활동을 요구하는데, 

최소 4시간에서 최대 하루 종일이 걸리는 일이다. 음식을 구하기 위해 폭행이나 강간, 살해의 

위협에 놓이기도 한다.
4
 말라칼(이전 나일 상부의 주)에서는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혼잡한 

민간인 보호구역(Protection of Civilians / POC)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도주의적 지원 단체들이 

존재하지만, 현재의 지원 수준은 거주민 모두의 생활과 영양상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덴마크 

난민 위원회(Danish Refugee Council / DRC)에 따르면, 남성들은 그곳을 떠날 경우 죽음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여성들은 가족을 위해 돈이나 식량을 구하기 위해 강간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5
  

이러한 상황과 여성 역량강화 간에는 분명한 연관 관계가 있다. 의사 결정 과정에 여성을 

참여시키면 사회 내에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개혁적인 공공 정책을 채택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행복 수준을 폭넓게 향상시킬 수 있다.6  현재 정부 기관 여성 참여 할당 비율인 

25퍼센트외에7 남수단 정부는 즉시 중앙 정부와 주 정부, 지방 단위 기관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와 대표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후원자들 또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식량 

불안정성과 교육, 생활, 보건, 보호, 거버넌스, 식수, 위생 등 전반에 걸쳐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는데 재정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지지해야 한다.  

 

분쟁은 경제를 바닥으로 추락시키고, 이는 곧 기아를 낳는다. 

분쟁과 이주로 인해 경작과 추수는 악영향을 받았고, 지속되는 분쟁으로 인한 촉발된 경제 위기는 

시장을 거의 완전히 붕괴시켰으며,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 제한적인 식량 공급은 식량의 가격 

상승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고 있다. 

                                                           
4 AU (October 2014), Final Report of the African Union Commission of Inquiry on South Sudan, 
http://www.peaceau.org/uploads/auciss.final.report.pdf; UNMISS (May 2014), Conflict in South Sudan: A Human Rights Report,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UNMISS%20Conflict%20in%20South%20 Sudan%20-
%20A%20Human%20Rights%20Report.pdf 
5  Danish Refugee Council (2017), Congestion in the Malakal Protection of Civilian Site, South Sudan, 
https://drc.ngo/media/3339916/malakal-congestion-report-final-pdf-03052017.pdf 
6 UN Women (2013), In Brief: Women’s Leadership and Political Participation, 
http://www.unwomen.org/~/media/headquarters/attachments/sections/library/publications/2013/ 
12/un%20womenlgthembriefuswebrev2%20pdf.ashx 
7 Transitional Constitution of South Sudan (2011); South Sudan Ministry of Gender, Child & Social Welfare (2012), National Gender Policy, 
http://mgcswss.org/wp-content/uploads/National- Gender-Policy.pdf 

“먹을 것이 전혀 없을 때도 많아요. 아니면 아주 적죠. 아이들을 먹이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뭐라도 남으면 먹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먹이는 것이에요. 제가 먹을 

것이 얼마 없을 때가 많지만, 아이들까지 먹을 수 있다면 괜찮아요.”           - 랜킨지역의 익명의 여성 



과거 많은 남수단인들은 다양한 식료품을 구입할 여력이 있었다. 하지만 분쟁으로 인해 시장이 

붕괴하고 급속도로 남수단 파운드(SSP)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운송 비용과 식품 가격을 급상승 

시켰다. 그리고 결국 이는 소비자들이 감당할 몫이 되었다. 

 

 

 

 

 

 

 

 

 

 

[그림 설명] 2018년 1월 수수(남수단의 주식인 곡물) 1kg의 소매가는 주바(Juba)에서 105 SSP로 지난 해의 가격에 

비해 34% 상승했다.
8
 그동안 일반 노동자의 급여 평균은 약 346 SSP ($2 USD/1일 이하)였다. 이는 주바(Juba)에서 

24시간을 일해도 겨우 가족이 하루 먹을 만큼의 식량을 살 수 있다는 의미이다.
9
 그러나 학비와 의료비, 전기 사용료 등 

다른 생활비는 낼 수 없다. 

 

이는 열악한 생활환경과 맞물려서 수도에 거주하는 이들(어린이 포함) 가운데 많은 이들을 점차 

구걸하도록 내몰고 있다. 각 국의 수도는 경제 성장의 중심지이며, 대부분의 거주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주바와(Juba) 인근 지역은 식량 불안정의 위기 

단계(IPC 3)에 처해 있으며, 인도주의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이다. 

 

안전하지 않은 물, 형편없는 위생 상태가 기아와 동반될 경우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남수단에서는 아사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리 큰 규모는 아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식량이 

있더라도 그 식량을 먹을 수 있는 힘이 없어 죽어가고 있다. 안전한 식수는 생존에 가장 기본적인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긴급 상황에서는 마시고 음식을 만들며 위생 활동을 하기 위해 1인당 

최소한 15L의 물이 필요하다.10 안전하지 않은 물과 형편없는 위생 상태는 전염병 확산과 

                                                           
8 WFP Internal Data Collection (January 2018/January 2017) 
9 1 일 1 인당 적정량은 400g 이고, 하루의 노동을 통해 수수를 3.5kg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남수단의 평균 가족 규모는 7 명입니다.  
10 WHO (2018),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http://www.who.int/water_sanitation_health/emergencies/qa/emergencies_qa5/en/ 



영양부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오염된 물 때문에 설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곧 탈수증을 

일으키고,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이 빠져나가게 하며, 결국 영양부족 상태에 이르게 한다. 

웨이즈철(이전에 종레이 주) 지역은 인근의 군사 행동으로부터 피난을 온 사람들을 수용하느라 인구가 4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물 부족의 상황으로 이주민들과 원주민들(대부분 여성과 소녀들)은 물을 얻기 위해 4~5시간을 기다려서 

1인당 7.5리터 이하를 얻는다.
11

 (사진: 세르바시우스 콜리/옥스팜) 

 

영양부족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육체를 약하게 만들어 전염병에 취약하게 만들고, 결국 근육과 

지방 조직이 사라지게 한다. 최신 IPC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까지 여러 지역이 심각한 수준의 

영양 부족 상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며,12 10개의 이전 주 가운데 4개 주 내의 대부분 지역이 

위태로운 수준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13  

니알(이전의 유니티 주)에서의 식생활에 관한 옥스팜의 최근 보고서14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야생 식물을 채취하여 먹을 것으로 삼고 있다. 분쟁과 주민들의 이주로 인해 발생한 농업 위기와 

붕괴한 시장 때문에 주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 밖에서 직접 먹을 것을 찾아야만 한다.15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구하기도 힘들고 요리하기도 힘들며, 맛도 없고,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는 야생 식물을 

구해서 먹어야 한다. 게다가 그런 것들을 더욱 자주 먹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식물들이 배고픔으로 

인한 고통은 줄여줄 수 있겠지만, 영양분은 거의 없다. 이 보고서는 이런 식단을 통해 대부분의 

                                                           
11 Inter-Cluster Assessment Mission Report (September 2017). 
12 리어와 마옌딧(이전의 유니티 주), 롱고축과 렝크(이전의 나일 상부 주). 

13 이전의 상부 나일, 북부 바르 엘 가자이, 와랖, 동부 에콰토리아. 
14 Oxfam (2017), Everything Except the Soil: Understanding wild food consumption during the lean season in South Sudan, https://policy-
practice.oxfam.org.uk/publications/everything-except-the- soil-understanding-wild-food-consumption-during-the-lean-620360 

15 위의 책. 



사람들이 권장량인 하루 2,100 kcal에 훨씬 못 미치는 하루 1,000 kcal 이하를 얻는 것으로 

파악한다.16  

이러한 환경에다 보건 서비스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전염병이 발생하기도 

한다.17 예를 들어 콜레라는 영양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전염되기 쉽고, 콜레라에 걸리면 이미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영양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2017년도에 남수단에는 독립 이후 가장 

치명적인 콜레라가 발발했다. 이전 콜레라 발발 사례들은 평균 6개월간 지속되었는데, 지난해 

콜레라는 19개월 이상 지속되며 436명의 사망자를 낸 후 연말에 종식되었다.
18

 게다가 올해 다시 

발발할 조건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식량 불안정 문제를 식량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만 고려하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대응해야 할 긴급한 필요를 파악하기 어렵다. 2017년도에 식량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재정 가운데 

68.4퍼센트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었는데, 64퍼센트는 영양에, 35퍼센트는 식수와 위생에, 

그리고 오직 26퍼센트만이 보건에 할당되었다.
19

 후원자들은 식량 안정에 대해 여러 영역의 

필요를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부적절한 재정 지원은 식량 원조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IPC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 원조는 생명을 살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사람들은 분쟁 뿐 아니라 배고픔 때문에도 탈출한다. 

남수단 인구의 3분의 1이 자신의 집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다. 180만 명은 국내에 다른 

곳으로 이주했고, 240만 명은 국경을 넘어 이웃 국가로 향했다.20  

최근 아코보(이전에 종레이 주)에서 옥스팜 직원의 보고에 따르면 주변 지역의 전투가 일시적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을 때에도 이주민들은 굶주림 때문에 계속해서 에티오피아로 넘어간다고 

한다. 식량을 구하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섭씨 40도에 달하는 무더위 속에서도 7일을 

걸어가야한다. 그들은 이동 중에 겪을 수 있는 강도와 성폭행 등의 폭행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한다. 

이웃 국으로 난민했을 경우, 분쟁으로부터는 안전할 수 있지만 반드시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엄청난 숫자의 남수단 난민 유입과 재정 부족으로 인도주의 단체들은 식량 보급을 

                                                           
16 Humanitarian Charter and Minimum Standards in Humanitarian Response (2011), Food security-food transfers standard 1: General 
nutrition requirements, http://www.spherehandbook.org/en/food-security-food-transfers-standard-1-general-nutrition- requirements/ 
17 MSF (2016), South Sudan: Access to essential healthcare dramatically reduced to increased violence, 
http://www.msf.org/en/article/south-sudan-access-essential-healthcare-dramatically- reduced-due-increased-violence 
18 UNICEF (December 2017), South Sudan Humanitarian Situation Report, 1 January to 31 December 2017, 
https://reliefweb.int/report/south-sudan/unicef-south-sudan-humanitarian- situation-report-1-january-2017-31-december-2017 
19 OCHA (2017) Financial Tracking Service: Republic of South Sudan 2017 Humanitarian Response Plan, 
https://fts.unocha.org/appeals/538/summary 
20 OCHA (January 2018), South Sudan: Humanitarian Snapshot, https://reliefweb.int/report/south- sudan/south-sudan-humanitarian-
snapshot-january-2018 



여러 차례 중단해야만 했다. 2017 난민 대응 계획은 필요한 금액의 33%만 지원받을 수 있었고,
21

 

이미 국내와 국경을 넘어 발생한 난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은 해결할 수 없는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2017년도에 70만 명에 달하는 남수단 난민들이 국경을 넘었고,
22

 이는 1 분에 

1명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 한 해 동안 인도주의적 지원을 진행하는 것은, 이전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일이었다. 

남수단은 인도주의 구조활동가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가운데 하나로 불리운다. 

대통령의 선언과 정전협정, 평화협정(2015)에도 불구하고
23

 더욱 지원이 절박해지는 

남수단인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은 쉽지 않다. 2017년도에는 인도주의적 활동가에 대한 사고가 

1,159건 보고되었고, 이는 전년도의 908건보다 훨씬 많은 수치였다. 그 가운데 거의 절반이 

인도주의적 지원 담당관과 지원 활동가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폭력과 연관되어 있다.24 분쟁 발발 

이후 최소 97명의 인도주의적 지원 담당관이 살해 당했고, 그들 중 대다수는 남수단 

현지인들이었다. 행정적 어려움과 압박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안전 문제 또한 더욱 악화되자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기아가 증가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방해 받지 않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긴급하게 요구된다. 

후원자들은 인도주의적 지원에 접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장에서의 접근성을 협상하는 것은 원조 기관이 담당해야 하는 부분이다. 주바(Juba)를 비롯한 

                                                           
21 OCHA (2017), South Sudan Regional Refugee Response Plan 2017, https://fts.unocha.org/content/south-sudan-regional-refugee-
response-plan-2017 
22 OCHA (January 2018), Humanitarian Bulletin South Sudan: Issue 01,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SS_180118_OCHA_SouthSudan_Humani tarian_Bulletin01.pdf 
23 Customary IHL Rule 55: Access for Humanitarian Relief to Civilians in Need, https://ihl- databases.icrc.org/customary-
ihl/eng/docs/v1_rul_rule55; Customary IHL Rule 1: The Principle of Distinction Between Civilians and Combatants, https://ihl-
databases.icrc.org/customary- ihl/eng/docs/v1_cha_chapter1_rule1; Customary IHL Rule 7: The Principle of Distinction between Civilian 
Objections and Military Objectives, https://ihl-databases.icrc.org/customary- ihl/eng/docs/v1_rul_rule7 

24 21 번을 보라. 

옥스팜 식량 분배 담당 벤자민 플로모(Benjamin Plomo)는 종레이 주에서의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면서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2017 년 4 월 아코보 서부와 중부(유아이, 

와트 및 다른 지역 주위)에서 무력 충돌이 심화되었을 때, 수천 명의 이주민들이 아코보 동부로 가서 

식량과 다른 지원을 구했습니다. 이 때 다른 사람들은 에티오피아로 넘어가고자 했습니다. 분쟁 

심화로 원조 담당 직원들은 대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활주로에서 원조 

담당관들이 대피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은 저에게 몹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중 몇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대피한 우리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아 

있었다면 살해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수도에서 협상 등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좀 더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있다. 

외교관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놓고 

임하지 않는다면, 취약한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있는 원조 담당관/활동가들에게 위협을 

전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남수단인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분쟁을 끝내는 것이다. 

와우 지역(이전에 서부 바르 엘 가잘 주)에서 발생한 심각한 기아는 분쟁과 식량 불안정 간의 

분명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와우 지역은 과거에 도로와 체육관, 호텔, 송전탑(현재는 작동하지 않는) 등을 갖춘 남수단의 ‘제 2의 도시’로 여겨졌다.  

(사진: 팀 비얼리/옥스팜) 

 

이 도시는 지속적인 폭력에 의해 상당한 타격을 받았고,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접근은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시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는 제한되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인도주의적 단체에 대한 접근이 개선된 것은 상황이 약간 호전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심각한 식량 불안정 상태에 놓인 것으로 추산된다. 향후 수개월간 이러한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만 상황 악화(5,000명이 기아 수준의 상태를 가정에서 겪는 것 

포함(IPC 5))를 방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아와 폭력의 악순환은 끝나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수단은 농부들이 다시금 

자신의 땅을 경작하고, 시장을 회복시키며 사람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구적인(지속가능한)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 

2018년 2월에 열린 고위급 재활성화 포럼에서 열린 평화 회담은 합의 없이 막을 내렸고, 12월에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한 정전 협정은 반복적으로 깨졌다. 따라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대화가 



필요하며, 리더들은 보다 진지하게 이러한 협상에 임함으로써 적대 행위를 완전히 중단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이 방해 받지 않도록 촉구해야 한다.  

이러한 위기를 국제 사회가 유발한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국제사회가 긴급한 필요에 지속적으로 

반응해 온 것도 아니다. 지역 단위의, 그리고 더 넓은 범위의 국제 사회는 평화를 위한 유인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들이 정전 협정을 어기고 인권을 침해하며 국제 인도주의 법을 어기는 것을 

막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시금 기울여야 한다. 아프리카 정부간 개발기구(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는 고위급 재활성화 포럼의 현재 모멘텀을 유지하여 구속력 있고 

실행가능한 계획을 발전시켜 평화 협정의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원조는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평화만이 그들에게 미래를 제공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