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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근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어떻게
식량난을 심화시키고 있는가
코로나19는 굶주림에 가장 취약한 곳에서 기근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마치 지진의 새로운 진원지인
마냥 전 세계 곳곳에서 기근 현상을 확산시키고 있다. 어쩌면 올해 말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기근으로 하루에
12,000명까지 사망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도 굶주림에 의해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분쟁, 기후변화, 불평등, 붕괴된 식량체계 등으로 이미 수백만 명의 식량 생산자와
노동자가 빈곤층으로 전락했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이들에게 최후의 결정타가 되었다. 이 가운데도
부자들은 계속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세계 최대 식음료 기업 중 8곳은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에도 1월부터 주주들에게 180억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이는 유엔이 코로나19로 인해
기아문제 퇴치를 위해 요청한 금액보다 10배 가량 큰 금액이다. 전 세계가 이 치명적인 질병 확산을 막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하고, 옥스팜 또한 기근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공정하고 견고한 지속가능한 식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다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우유를 판매하는 일에 생계가 달려 있는데, 시장이 문을 닫는 바람에 우유를 팔지
못하게 되었어요. 우유를 팔지 못하면 우리 가족은 굶주리게 돼요.’
카디디아 디알로, 부르키나파소의 우유 생산자

코로나19 이전에도 기근은 확산되고 있었지만, 팬데믹까지 덮치면서 식량난이 심화되고 있다. 2019년에는
8억 2,100만 명의 인구가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중 1억 4,900만 명은 심각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코로나19는 분쟁과 불평등,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등으로 이미 붕괴된 전
세계 식량체계를 악화시켰고,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의 인구가 굶주림을 직면하게 되었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 코로나19로 심각한 수준의 기근을 겪게 될 인구가 올해 말까지 2억 7천 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2019년 대비 82% 증가한 것이며,2 연말까지 기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하루에 6,000명에서 12,000명까지 사망할 수 있다는 의미다.3 그 때에는 질병으로 인한 일일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4
이 보고서는 코로나19가 어떻게 식량난을 심화시키고 있는지 알아본다. 식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예멘, 콩고민주공화국,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
에티오피아, 수단, 남수단, 시리아, 아이티 등 10개의 식량위기 지역을 자세히 살펴본다. 10개 국가와
지역에서는 전 세계 식량난을 겪고 있는 인구 중 65%가 살고 있다(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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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식량위기 지역도 발생하고 있다.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중소득 국가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식량난을 겪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선진국 또한 안전하지 않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봉쇄령이 시행된 첫 몇 주 동안에는 약 770만 명의 성인이 1회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하지 않았으며,
최대 370만 명의 성인들이 무료로 제공되는 음식 또는 푸드뱅크를 활용했다.5
이 보고서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난에 시달리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취약한지 알아본다. 또한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이 제공되는 지구에 살면서도 수백만 명은 배고픔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식량체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6 불평등한 식량체계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식음료 기업 8곳이 주주들에게 180억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으며,7 이는 유엔이 코로나19로 인한 기아문제 퇴치를 위해 요청한 금액보다 10배 가량 큰 금액이다.8
옥스팜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긴급 조치에 대한 필요성도 인지하고 있지만, 이를 넘어 각국의
정부들이 지금 당장 기근을 퇴치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 국의 정부가 아래의
조치를 즉시 따라야 한다: (1) 유엔의 인도주의적 긴급 지원금 전액 지원, (2) 10월에 개최되는
세계식량안보위원회의 세계식량위기 고위급 간담회를 시작으로 보다 공정하고 유연한 지속가능한 식량체계
구축, (3) 붕괴된 식량체계를 개선하는데 있어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 도모, (4) 저소득 국가들이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부채 탕감, (5) 유엔의 전 세계적 휴전 촉구 지지,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 조치 실행.

표 1: 식량위기 지역
2019 년에 위기 수준

2019 년에 위기 수준

지역

혹은 그 이상의 기근을
겪는 사람들(백만 단위)

혹은 그 이상의 기근을
겪는 인구 비율

예멘

15.9

콩고민주공화국

세계 보건 준비성

코로나 19

순위(195 개국)

확진자 수9

53%

190

941

15.6

26%

161

5,826

아프가니스탄

11.3

37%

130

29,143

베네수엘라

9.3

32%

176

3,917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

9.8

5%

−

33,846

에티오피아

8.0

27%

84

4,532

남수단

7.0

61%

180

1,892

시리아

6.6

36%

188

204

수단

5.9

14%

163

8,580

아이티

3.7

35%

138

5,211

*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은 부르키나파소, 말리, 모리타니아, 니제르, 차드, 세네갈, 나이지리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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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10개국의 현황을 나타낸다.10 기근을 겪는 인구 비율과
2020년 6월 22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치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 나라들의 공중보건과 코로나
검진능력 수준을 고려하면, 이 수치들은 현재 상황을 현저히 과소평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11
세계보건보안지수는 각 국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대응 능력과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능력을 평가한다.12 의료
서비스 부족은 생계유지와 식량생산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열악한 의료 시스템은 결국 기근으로
이어지기 쉽다.

식량난을 심화시키는 코로나19
해마다 분쟁, 기후위기, 불평등, 붕괴된 식량체계로 수백만 명의 인구가 식량난을 경험하거나, 혹은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급증하는 실업률과 경제적 혼란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식량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대량 실업
엄격한 이동제한과 함께 세계 경제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지난 몇 달간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소득이나 사회적 지원 없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약 3억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특히 여성과 젊은 층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13 그 결과 최대 5억 명의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다.14
전 세계적으로 61%의 사람들이 비공식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다.15 40%가 여성이고 대다수는 연령대가
낮다. 사실 젊은 층의 75%는 비공식 노동시장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16 가정부, 노점상, 배달부,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 등이 비공식 노동시장에 포함되는데, 이들은 고용을 보장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등
정규직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더 큰 타격을 입었다.17
다수의 저소득층 가정은 늘어나는 실업률과 감소한 송금 흐름(이주노동자가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자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9년 전 세계 송금액은 5,540억 달러를 기록했고,18 이는 빈곤으로
허덕이는 몇 백만 가구에게 생명줄과도 같다.19 세계 은행은 코로나19로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 송금되는
금액이 2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1,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이다.20
각 국의 정부는 이런 예측불허의 경제적 혼란 상태에 대해 임시적 사회보호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그
범위와 규모는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다.21 수많은 부유한 국가들은 기업과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도입했지만, 대부분의 저소득 국가들은 이와 같이 하기에는 경제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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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1: 여성, 식량, 기근
여성은 농장과 가공 공장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로 전 세계 식량체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가족을 위해 식재료를 구매하고 먹거리를 준비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대륙의 식량 불안정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높이 나타난다. 격차가 가장 큰 대륙은 중남미다. 23
코로나19가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해 놓은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24 수십 년간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경기 침체와 식량 불안정 시기에는 여성과 아이들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아 왔다.
여성은 비공식 노동과 소규모 생산 분야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는데25 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직종이기도 하다. 또한 해당 업종 내에서도 토지 소유권과 급여 등 제도적 장벽으로 인한
차별과 싱글 부모, 미혼모, 성폭행 피해자 등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여성은 더욱 취약한 경우가 많다. 26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생산적 자원을 가질 경우, 수확량을 30%까지 늘릴
수 있고 전 세계 기아 인구도 17%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27
또한 여성에게는 무급의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의 책임도 있다. 코로나19 전에도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이사의 무급의 돌봄 업무를 부담했고, 최근 몇 달 동안 질병 확산과 휴교로 인해 그 부담은
급격히 늘어났다. 나이로비의 임시 거주지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42%가 코로나19로
가정 내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이 늘어나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고 답했다.28
먹거리가 부족할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적은 양을 먹거나, 식사를 거르는
사람이 바로 여성이라는 것을 비추어보면, 가장 먼저 배고픔을 겪는 것이 여성인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는 단지 여성의 건강뿐 아니라 자녀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식단에 철분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빈혈은 전 세계 저소득 국가의 모성 사망의 주요 원인이다. 2014년 인도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빈혈이 산모 사망의 50%를 차지한다.29

벼랑 끝으로 몰린 식량 생산자
여성은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생산 분야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식량체계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여성이 식량 생산과 일자리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식량난에는 가장 취약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이동제한 조치로 많은 농부들이 농작물을 심거나 수확하지 못하게
되었고, 농작물을 판매하거나 종자와 농업에 필요한 도구를 구매하기 위해 시장을 가는 일조차 어려워졌다.
30

목축업자 또한 가축을 식량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어려워져, 가축의 상태는 악화되고 판매

가치도 떨어지고 있다.31
많은 국가들이 봉쇄령을 완화하고 있지만 식량 생산자들은 또 다른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많은 소농민들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수확을 실패하거나 못하게 될 경우 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이동제한 조치로 적절한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도 토지거래 상담이 계속되는 등 토지를 수탈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32 우간다 정부는 봉쇄령이 시행되는 기간 중 퇴거 명령을 금지시켰지만 토지 수탈은
계속되었다. 20개 마을에서 약 35,000 명의 사람들이 퇴거를 당한 후 거주할 집과 식량을 재배할 토지를
갖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33
일부 기업들은 코로나19를 악용해 소비자를 이용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슈퍼마켓과 소매업자들이 지불하는 주요 농산물 가격을 추적하여 세계식량가격지수를 발표하는데, 2020년
1월부터 수치가 서서히 낮아지고 있다.34 그러나 지역 생산 공급망 붕괴, 인플레이션, 사재기, 가격
부풀리기(제품이 합리적인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리는 현상) 등으로 많은 나라의 소비자 물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추세다.35 미국에서는 식료품 가격이 평균 2.6% 상승했지만36 농가 소득은 감소했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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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2: 소작농 타격
우간다, 홍콩, 네팔, 과테말라, 잠비아의 소작농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38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련한 조치가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 수 있다.
잠비아의 소작농은 시장이 문을 닫거나, 시장에서 전염병이 감염 될 것을 우려해 농작물을 판매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시장을 이용한 농부들은 평소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농작물을 판매했다.
네팔에서는 농장에서 채소를 받아 시장에 판매하는 중간 상인들이 이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많은
소작농의 필수 수입원이 없어진 상황이다.
우간다에서는 봉쇄령과 모내기하는 시기가 겹쳤고, 지역사회에서는 시장을 폐쇄하는 바람에 수많은
농부들이 종자를 구입할 수 없게 되었다. “여럿이 같이 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0명이 동시에
같은 곳에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모내기가 지연될 것 입니다”라고 소작농 아레오 조이스는 말했다.

옥스팜은 ‘씨뿌리기 다양성 = 재배 안정성’ 프로그램을 통해 소작농과 함께 식량안보를 보장하고 균형
있는 영양섭취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www.sdhsprogram.org

인도주의적 지원 축소
코로나19로 인도주의적 지원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사람과 재화의 이동이 제한되고 구호활동 중에도
안전을 위해 지켜야하는 추가적인 조치는 식량 지원을 더디게 한다. 서아프리카의 차드와 모리타니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구호단체들이 인도주의적 지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중단해야만 했다.39
73억 달러가 요구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글로벌인도주의대응계획(GHRP)’에 현재까지 24%의 자금이
조달되었다.40 이 중 점점 확대되는 식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9%만이 확보된 상황이다.41
유엔세계식량계획은 예멘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850만 명에게 식량 배급량을 절반으로 축소했고,42
아프가니스탄은 6천만 달러가 필요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식량안보 프로그램에 단 6%만 지원을
받았다.43
코로나19로 인도주의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러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축소는 옥스팜 등의 구호단체
대응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관 후원금도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데 오랜 시간이 요구되고,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현지의 인도주의적 단체들은 자금 지원을 거의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따라야하는 정부의 제한조치는 인도주의적 활동가들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옥스팜과 현지
파트너는 현금이체, 깨끗한 물, 옥스팜이 미리 지불한 돈으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ATM을 제공하고,
초인플레이션으로 현금지원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등 취약계층에게 접근 가능한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옥스팜은 62개국 344개 파트너와 협력하며 전 세계 450만 명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식량과 깨끗한 물을 제공했다. 옥스팜은 1억 유로를 모금하여 1,400만 명의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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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된 식량체계
코로나19 이전에도 농업 분야의 산업 모델은 수출을 위한 단일 작물 대량생산으로 화학 성분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식량안보 확보와 수백만 인구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실패했다.
거대한 불평등은 소작농과45농장, 어선, 제조공장 등에서 일하는 17억 명의 사람들에게46 식량난과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식량 생산과 소득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들이 생산하는 식량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에 사는 인구 70%가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의 문제는 이어진다.
수십 년간 저소득 국가의 정부는 농업과 농촌 경제에 투자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소작농은 시장 활용 능력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못했고, 점점 악화되는 기후 환경에 필요한 인프라, 정보, 기술 등도 제대로 갖출
수가 없었다.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아프리카의 8개국만이 예산의 10% 이상을 농업에 지속적으로
지출했다.47 하지만 저소득 국가의 소작농은 정부로부터 상당한 보조금을 받는 부유한 국가의 농부들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식품업계를 장악하는 영향력 있는 농업상인, 식음료 기업, 대형마트 등이 식품 거래에 있어 가격과
조건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 그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 극대화에 주력한다는 것은 생산자와 노동자가
매우 낮은 임금을 받는 동시에 식량 생산의 위험 요소는 가장 많이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9년 옥스팜이 인도 아삼 지역의 차 재배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동자 절반 이상이 임금만으로 먹고 살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의 무려
58%를 인도의 차 브랜드가 가져갔다.48
결과적으로 수백만 명의 소작농과 식량 생산자는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식량안보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기후위기
기후위기는 모든 식량위기 지역의 식량 불안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연평균 기온 상승, 가뭄과 홍수 같은
극단적 이상기후, 예측불허의 기상 현상은 식량 생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 기후위기로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식량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PC)는 기후변화로 2050년까지 최대 1억 8,300만 명이 추가로 기근을 겪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49
기후변화는 생산자들이 기존에 직면하고 있던 어려움을 더욱 극대화시킨다. 중동, 동·중앙아프리카, 그리고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는 기후변화로 메뚜기떼가 번식하기 좋은 습한 환경이 형성되면서, 메뚜기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농부들이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메뚜기떼와 사투를 벌이는 상황이 발생했다. 메뚜기떼의
습격을 받은 지역에서는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심각한 수준의 식량난을 겪고 있다.50 에티오피아에서만
현재까지 약 35만 6천 톤의 농작물과 130만 헥타르의 목초지가 메뚜기떼의 공격으로 유실되었으며
앞으로도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 사태로 100만여 명의 에티오피아인들은 식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51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 조치는 메뚜기떼를 퇴치하고, 메뚜기떼가 들판을 황폐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속도를 더욱 늦추고 있다.52

불평등
우리는 극심한 불평등 시대에 살고 있다. 전 세계 인구 절반이 하루에 5.5 달러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반면
2,200명의 억만장자들은 46억 명의 부를 합친 것 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53 일자리와 수입이
없어질 경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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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가난과 빈곤으로 몰아 넣고 있다. 말라위에서는 부유한 가정이 가난한
가정보다 세 배나 많은 칼로리를 소비한다.55 식재료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부유한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소득이 줄어들어도 식재료 구입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가계지출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식비로 지출하는 극빈층 가정에서는56 식재료의 가격이
조금 상승하거나 소득이 감소하면, 끼니를 거르거나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극심한 불평등은 식량 생산량이 부족해서 발생하기 보다는 식량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 기회로 인해 발생하며, 기근으로 이어지는 식량체계에도 영향을 끼친다.57 대부분 대규모
기업식 농업에 대한 금융 투자는 우선시되고, 소작농에 대한 투자는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다.58 한편
대형마트와 식음료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제품에 지불하는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가져가고 있다.

분쟁
분쟁은 식량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이자 결과이기 때문에 옥스팜이 파악한 극심한 식량위기 지역 10곳 중
8곳이 폭력과 불안정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전 세계 8억 2,100만 명 중 60%가 식량
부족을 겪고 있으며, 발육이 좋지 않은 아이들의 80%가59 분쟁지역에서 살고 있다.60
분쟁 지역으로부터 도망쳐야 하는 사람들은 대게 입고 있는 옷가지만 겨우 챙겨갈 수 있기에 특히 취약한
상황이다.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식량은 늘 부족하다. 농사를 짓기에는 농부들이 공격을 당하거나
농장을 약탈당할 수 있고, 시장을 오가는 데에도 위험 요소가 많다. 생산량이 부족하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동시에 분쟁은 경제 시스템을 파괴하고 식량을 구입할 돈조차 마련할 수 없게 만든다.
또한 식량난은 전쟁의 무기로 이용될 수 있다. 전쟁 중에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서로의 시장과 창고를
파괴하고, 식량 수입을 중단시키며 교통 수단도 끊을 수도 있다. 전쟁이 발생하기 전 예멘은 90%의 식량과
대부분의 연료를 수입에 의존했는데, 분쟁으로 육지, 바다, 하늘 길이 끊기면서 식량 가격과 접근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폭 축소된 기금과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더욱 악화된다.
박스3: 분쟁으로 인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식량난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은 자연과 식물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2004년부터 지속되어온 분쟁과
불안정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세계기아지수에서 117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했으며,61 2명 중 1명은
식량 부족을 겪고 있고 1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기근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62
식량 부족은 분쟁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수천 명의 농부들은 어쩔 수
없이 농장을 떠나거나63 농작물과 가축이 타오르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유엔 평화유지군 또한
이 모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코로나19는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동제한 조치와 더불어 카메룬과 콩고민주공화국 사이의
국경이 일부 폐쇄되면서 수입 식량의 가격이 급등했다. 쌀과 콩의 가격은 작년 대비 80% 인상되었고,
2020년 4월에는 옥수수, 카사바, 수수 등 현지에서 생산되는 곡물도 전년도 동기간 대비 50% 가량
인상되었다.64
옥스팜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에서의 구호활동을 확대하고, 54,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식량과 씨앗을 제공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해 비누와 천 마스크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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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위기 지역
예멘
‘지난 몇 달 동안 미용실을 찾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두 달치 월세도 다 못 냈고 음식도 외상으로
사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현금지원으로 도움을 주던 사람들도 이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소식이 나온 후로는 더이상 도와주지 않아요.’
사나 지역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네 명의 자녀를 둔 미혼모

5년 이상 지속된 전쟁으로 현재 예멘은 세계에서 최악의 인도주의적 지원 위기와 식량안보 위기를 겪고 있다.
인구의 3분의 2에 달하는 2천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으며, 150만 가구는 생존을 위해 식량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65 이 암울한 상황 속에도 임신 중이거나 모유수유 중인 여성이 140만 명에 이르며, 중증 또는
극심한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어린이가 200만 명 이상으로 여성과 아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66, 67
계속되는 분쟁은 국가의 인프라를 파괴하고 식량 수입도 제한했으며, 이는 대량 실업난으로 이어졌다.
전쟁이 시작되면서 의료 종사자들은 급여를 받지도 못했고,68 전쟁으로 인해 퇴치하지 못한 메뚜기떼는
식량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6월 말 예멘에서는 9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250명 이상이 사망했다.69 하지만 국가
의료체계의 절반만이 제대로 작동하고70 코로나19 검진에 필요한 역량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실제보다 현저히 낮을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가 예멘의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명확하다. 봉쇄령과 저유가에서 비롯된 부유한 중동
산유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2020년 첫 4개월 동안 송금액이 80% 감소했다.71 이것은 빈곤과 식량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예멘으로 송금된 금액은 38억 달러로 예멘의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국경과 공급망이 폐쇄되면서 식량의 90%를 수입에 의존하는 예멘과 같은 국가는 식량
공급망에 큰 지장을 주었다.72 이는 식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특히 밀가루와 설탕의 가격이
상승했다.73 식량 수입은 2019년 같은 달 대비 3월은 43%, 4월은 39%로 각각 감소했다.74
유엔의 전 세계적 휴전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분쟁은 인도주의적 접근을 방해하고 있으며, 2019년
1,520만 명을 지원한 것에 비해 올해는 1,350만 명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코로나 사태 전부터 이미
줄어들고 있었던 인도주의적 지원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2020년 3월 미국은 예멘에 대한 원조금 중
7,300만 달러를 삭감했고,75 예멘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6월에 개최된 기부서약회의에서는
목표 금액인 24억 달러 중13억 5천만 달러만이 모금되었다.76
옥스팜은 아덴 지역의 주요 병원 중 한 곳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재건 중이며, 예멘 남쪽 지역에서는 홍수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 봉사자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위생과 손 씻기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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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빈곤은 또 다른 차원의 질병이며 바이러스만큼 위험합니다. 이렇게 집에만 계속 있으면 많은
가정들이 굶주림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3분의 1인 1,130만 명은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고, 이 중 400만 명이 빈곤 수준에
처했다.77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41%는 영양실조로 인해 발육이 부진하다.78
40년 간의 분쟁으로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떠나야 했고,79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며,
노동자의 4분의 1은 일자리를 잃었다. 2018년부터 계속된 극심한 가뭄과 코로나19 사태 전부터 이란의
경기 침체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으로 송금되는 금액이 줄어든 상황이라 회복은 더욱 지연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가난과 굶주림으로 몰아 넣었다.80 빈곤 수준에 달한 인구는 2019년 9월
250만 명에서 2020년 5월 350만 명으로 급증했다.81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는 위태로운 아프가니스탄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입히고, 국고 수입도
8억 달러가 줄어들며 2019년 대비 30%가 감소되었다.82 가구의 70%는 소득이 줄어들고 송금도
끊어지면서 2020년 6월까지 총 가구의 93%를 차지하는 3,500만여 명의 사람들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83 옥스팜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4%가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경 폐쇄로 식량과 생필품 공급망이 막혔고, 이로 인해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3월 중순부터 5월 마지막
주 사이에 식용유 평균 가격이 37%, 밀가루는 18%, 설탕은 19%가 각각 올랐다.84
2020년 1월부터 옥스팜은 아프가니스탄인 2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현금과 식량을 비롯해 씨앗과 비료 등
농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했다.

남수단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도 남수단 인구의 60%는 이미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었고,85 5명 중 4명은
빈곤선에도 못 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86
7년 동안 지속된 분쟁과 폭력적인 극단주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집에서 내몰았고, 국민의 80%가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남수단의 식량 생산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87보복 살인과 가축 습격 등은
지속가능한 생계 유지를 위한 농부들의 노력을 방해하고, 계속되는 분쟁으로 인도주의 단체의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다.
기후위기는 식량위기를 심화시킨다. 계속되는 가뭄과 홍수는 농작물과 가축에 피해를 입히며,88 550만 명의
사람들이 기근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유엔은 경고했다. 최근에는 사막 메뚜기떼가 농작물과 목초지를 먹어
치우고 있으며 전염병 또한 더욱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남수단에서 코로나19가 얼마나 확산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경제적 타격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GDP의 98%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폭락은 남수단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 석유 수출
수입의 막대한 손실은 1,5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로 확대되어, 경제를 더욱 무력화시키고 빈곤과
굶주림도 악화될 것이다.89
최근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봉쇄령으로 식량 공급에 큰 차질이 생겼다. 남수단 정부는 우간다와 케냐와
맺은 협정으로 식량과 필수품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화물차 운전사들의 격리 조치는 공급 지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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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졌고, 이로 인해 식량 가격이 40% 가까이 급등했다.90 750만 명이 생존을 위해 인도주의적 지원에
의존하는 남수단에서 지원이 축소된다면 식량 공급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91
옥스팜은 남수단의 식량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5만 3천명
이상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량과 비누, 세정제 등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50만 명 지원을 목표로 코로나19에 취약한 지역사회에 깨끗한 물과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
지난 11년간 부르키나파소, 차드, 말리, 모리타니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등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기근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92
2020년 3월부터 5월 동안 약 1,340만 명의 사람들이 식량 지원이 당장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93
분쟁과 기후위기, 그리고 정부의 소작농 지원과 부의 균등한 분배 등이 실패한 탓에 많은 사람들이 빈곤으로
내몰렸다.
분쟁으로 430만 명이 집을 떠나야 했고,94 2,400만 명은 긴급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까지
이르렀으며, 이 중 절반은 아이들이다.95 특히 차드,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북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기후위기로 평균보다1.5배 빠른 기온상승과 잦은 홍수와 가뭄96은 농가 소득에도 큰 영향을 끼쳤고,
결과적으로 물과 사료 등 천연자원의 감소로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어 식량안보를 더욱 위협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시장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식량 생산성과 가격에도 영향을 끼쳤다.
국경 폐쇄로 평균 물가가 말리는 10%, 나이지리아는 30% 가량 오르는 등 지역 전역에서 수입한 식재료와
농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97
많은 도시에서 시행된 봉쇄령은 시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생산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생산자 중 다수는
여성이고, 이들이 생산한 과일, 채소, 우유 등 부패하기 쉬운 제품들은 버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동제한 조치로 수백만 명의 목축업자가 3월과 6월 사이에 먹이를 찾아 남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막혔고 가축들은 폐사할 위기에 처했다. 겨울까지 가축을 먹일 수 있도록 정부의 조치가 없다면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규제가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침체기를 대비하기 위한 역량은 매우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5,000만 명 이상이 식량 위기를 겪고 영양 결핍의 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98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의 인도주의적 대응에 필요한 28억 달러 중 26%만이99 확보된 상황이다. 이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조차 먹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불안정한 수입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자녀를 먹이려고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있다.
옥스팜은 분쟁을 피해 탈출한 사람들을 위해 부르키나파소에 107개의 물 펌프를 설치하는 등 사헬 지역
40만 명의 취약계층이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세네갈에서는 위생용품, 식량, 현금을
지급하고, 손 씻기와 같은 전염병 예방수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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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7년째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코로나19 사태를 대응할 역량이 부족하다.
코로나19 전에도 중남미에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베네수엘라에 거주하고 있었다.100
지난해 930만 명이 대량 실업, 수입 감소, 인도주의적 지원의 낮은 접근성 등으로 식량난을 겪었다.101 계란
한 상자를 사기도 충분하지 않은 월 4달러의 최저 임금을 받는 수백만 명의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일거리를
찾아 다른 나라로 떠났다.
공식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코로나19가 베네수엘라 식량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3월 13일 전국적으로 봉쇄령이 시행된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이 육류, 유제품, 채소 등 양질의
식단 대신 시리얼과 같이 값싼 음식으로 식사를 대체하고 있다.102
봉쇄령으로 인해 연료 부족 현상은 심화되었고,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과 식량 생산 및 유통에도 타격을
주었다. 일부 농민조합은 주요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식량 수요량의 단 15%만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103
중남미 전역으로 확산된 경기 침체는 베네수엘라의 식량안보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콜롬비아에 거주하는
160만 명의 베네수엘라 이민자 중 60%는 정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비공식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직업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104 설문조사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이민자 385명 중
42%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었고, 25%는 식량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05
이는 200만 가구가 해외에서 송금되는 돈으로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106 콜롬비아의 낮은 고용율과 열악한 환경으로 8만 명의 베네수엘라 이민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107
특히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토착민, 그 중 노약자와 어린이다. 많은 토착민 지역사회는 시골에
위치하여 의료시설을 비롯해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 봉쇄령으로 대중교통 운행까지
중단되면서 식량과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는 며칠 동안 수 킬로미터를 걷거나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가야하는 상황이다.108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민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식량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4월 1일 기준 46개의 이동식 병원이 설치되었고, 수천 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이 시작되었다.109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빈약한 의료체계는110 코로나19를
대응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항이다.
옥스팜은 현지 단체들과 함께 식량과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를 위해 손 씻기 등 전염병 예방수칙을 장려하고,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옥스팜은 베네수엘라로 다시 귀국한 이민자들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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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식량위기 지역
브라질
2014년 브라질 정부는 소규모 생산자를 투자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국가식량안보협의회(CONSEA)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조치를 취하며 기근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 있었다.111
그러나 2015년에는 경제 위기를 맞으며 긴축재정이 불가피하여 상황을 초래했다. 2018년 식량난을 겪는
인구가 520만 명으로 10만 명이나 증가했고, 112 빈곤, 113 실업, 114 농업 및 사회보장에 대한 예산 삭감이
주요 원인이었다. 빈곤 퇴치에 큰 효과로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던 브라질의 저소득층 생계지원 프로그램
‘볼사 파밀리아’에 대한 예산 삭감과 2019년부터 국가식량안보협회를 비롯해 역대 정부가 도입한 성공적인
정책과 기구들이 해체된 점도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혼동 속에서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브라질의 가난과 기근 문제가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 또한
전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 조치의 일환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경제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저축이나 보조금이 거의 없는 수백만 명의 가난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는 상황이다.115
하지만 브라질 정부는 6월 말까지 노동자와 기업에게 긴급고용지원 프로그램(PESE)을 통해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의 10%만 배분했고, 오히려 중소기업과 노동자보다는 대기업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주었다. 또한 7월
초까지 취약계층 긴급 지원을 위해 마련된 보조금의 47.9%만이 배분된 상황이다.116
브라질 정부는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지원 요청에 대한 응대가 오래 걸리고, 타당한 이유 없이도 지원이 불가한 사례도
있었으며,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인터넷, 이메일 주소가 필요한 점 등이 장애요소로 작용했다.117
코로나19가 발생한지 3개월이 지나 통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정부는 보조금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하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118
옥스팜은 24만 달러 지원을 목표로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레시페 등 취약계층 1,000 가구를 대상으로
4개월간 매월 6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여 식량과 생필품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인도
“저는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지만 봉쇄령이 시행된 후 일자리를 잃었어요. 한 달 정도는 저축해둔
돈으로 버텼지만 지금은 저희 모두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견디고 있어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며칠 안에 아무것도 먹지 못할 날이 올까 걱정돼요. 월세와 전기세도 못 내서 집주인이 쫓아낼까
두려워요.”
비하르 지역의 수도 파트나에 사는 구디야 데비와 12살 된 아들

인도는 오랜 기간 기근과 싸워왔다. 2019년에는 인도 국민 중 14.5%인 1억 9,500만 명이 영양실조를 겪고
있었다.119 극심한 불평등과 인구의 70%가 거주하는 농촌 지역에 대한 인도 정부의 낮은 지원 수준,120
빈곤에 허덕이는 노동자에 대한 미흡한 보호장치, 식량 지원과 사회적 지원에 있어 부패하고 비효율적인
관행, 예측할 수 없는 극심한 이상기후 현상 등이 기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인도 정부는 3월 23일 오후 8시에 21일 간의 전국적인 봉쇄령 조치를 시행하기 단 4시간 전에
갑자기 발표했다. 갑작스러운 봉쇄령 조치로 농촌 지역사회, 취약계층, 소수집단, 여성과 아이들 등 이미
기근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도 못한 채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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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부, 노점상,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 등 4천여만 명의 취약계층 이주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다.121 이들은 인구밀도가 높은 슬럼가에 거주하며 식량난과 질병을 직면해야 했고, 대중교통 운행도
중단되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의 거리를 걷기도 해야 했다.122
엄격한 이동제한 조치로 수확기에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농부들은 수확하지 못한 농작물을
들판에서 썩도록 방치할 수 밖에 없었으며, 농부들의 소득은 물론 지역사회 식량안보에도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 소수 부족과 삼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타마린드 또는 카란지 씨앗 등 임산물 판매가 연간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제한 조치로 수확기 동안 중간 상인들의 접근이 제한되면서 판매
수입이 끊어졌다.123
봉쇄령이 시행된 지 5주가 지난 후, 12개 지역 시골에 위치한 5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은 끼니를 줄이고, 4분의 1은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부탁해야 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22%는
가축을 팔고, 16%는 고리대금 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많은 가구가 빚을 지고 있거나 자산을 팔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124
인도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과 취약계층을 위한 225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125
하지만 부정부패와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으로 수백만 명의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동보호센터가 갑자기 운영을 중단하면서 빈곤 지역에 거주하는 9천 5백만 명이 넘은 아이들이 낮에는
식사를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했다.126
옥스팜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인도 14개 지역에서 이주노동자, 건설현장 노동자, 노숙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량, 식사, 물 등을 제공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도 남아공의 1,370만 명의 사람들은 높은 실업률, 토지거래 및 어업허가 등
자산에 대한 접근성 부족, 식량과 생필품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식량난을 겪고 있었다.127 불평등과 차별은
남성에 비해 평균 수입이 27% 적은 여성 등 특정 집단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고, 이들은 기근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다.128
봉쇄령 이후 매주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실업과 소득 손실이 식량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3명 중 1명은 굶주린 채 잠이 들며, 5명 중 1명은 식량 부족으로 체중이 줄었다.129
도시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 수백만 명의 비공식 노동자들은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고, 병가 수당 및 실업 수당
또한 받을 수 없었다. 한편 슈퍼마켓과 유통업자들이 식량을 대량으로 사재기하고 가격을 크게 올리면서
식량과 생필품 가격이 급등했다.130 50여만 명의 생계와 70%의 가정이 먹을 식재료를 책임지던 노점상들이
판매를 중단하게 되면서 식재료를 공급하던 농부가 타격을 입었다. 또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덜 소비하고
덜 섭취하는 등 사람들은 식단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131
남아공 정부의 28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지원금이 실업자, 이민자, 난민 등에게
제공되지만, 40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식량지원 프로그램 또한
수많은 지원 요청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부정부패와 절도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32
옥스팜은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파트너들과 함께 요하네스버그와 웨스턴 케이프에서 노숙자를
대상으로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식량을 배분하고, 토지개혁을
비롯해 소작농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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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사항
각국의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대응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긴급한 조치는 점점
심화되는 식량난을 대비하고 모든 사람과 지구를 위해 보다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식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생계를 위한 긴급지원
각국의 정부는 여성, 이주노동자, 실향민 등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이 제시한
코로나19 긴급 지원금을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식량 생산자들이 안전하게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부와 농업 종사자들의 원활한 이동과 시장 개방, 농업에 필요한 기자재에 대한
접근성 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소작농과 목축업자들이 다음 모내기 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식량체계 구축
각국의 정부는 올해10월 로마에서 개최되는 세계식량안보위원회의 세계식량위기 고위급 간담회에
참여하여,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보다 공정하고 성차별이 없는,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식량체계를 만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 단체는 소규모 식량 생산과 생태학적 재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최저
가격과 지원 체계 등을 마련하여 생산자에게는 소득을, 근로자에게는 최저 생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 도모
붕괴된 식량체계를 개선하는데 있어 여성이 참여하고 리더십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여성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별의 따른 상황을 잘 나타내는
자료를 통해 대처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여성 식량 생산자가 차별로 인해 겪는 토지, 정보, 신용, 기술
등에 대한 낮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의 사회적보장제도 마련을 위한 부채 탕감
국제사회는 저소득, 중소득 국가와 개인 채권자가 진 민간 부채, 양자간 부채, 다자간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채무 면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마련된 1조 달러는 개발도상국이 중소기업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도입하고, 생계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제공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유엔의 전 세계적 휴전 촉구 지지
옥스팜은 분쟁 중인 모든 국가들이 유엔 사무총장의 전 세계적 휴전 요청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평화를 위한 노력이 진전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분쟁과 무기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13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 조치 실행
탄소배출량을 대폭 줄이고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소규모 생산자들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고, 주로 산림
벌채, 가축 생산 및 비료 사용이 수반되는 농업 분야에 대한 조치도 포함되어야 한다.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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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1

In April 2020, the Food Security Information Network estimated that 135m people were in crisis level
hunger in 2019, based on data from 55 countries, see: https://docs.wfp.org/api/documents/WFP0000114546/download/?_ga=2.192541098.16518084.1593024973-194571371.1591298594. In July
2020 the WFP revised that estimate to approximately 149m based on data from 79 countries Crisis
level hunger is where households have large food consumption gaps which are reflected in very high
acute malnutrition and excess mortality or are able to mitigate food consumption gaps by employing
emergency strategies such as the selling off of assets. (see: Table 9,
http://www.ipcinfo.org/fileadmin/user_upload/ipcinfo/manual/IPC_Technical_Manual_3_Final.pdf

2

https://www.wfp.org/news/world-food-programme-assist-largest-number-hungry-people-evercoronavirus-devastates-poor

3

The WFP estimates that the number of people in crisis level hunger − defined as IPC level 3 or above
− will increase by approximately 121 million this year as a result of the socio-economic impacts of the
pandemic. The estimated daily mortality rate for IPC level 3 and above is 0.5−1 per 10,000 people,
equating to 6,050−12,100 deaths per day due to hunger as a result of the pandemic before the end of
2020.

4

The global observed daily mortality rate for COVID-19 reached its highest recorded point in April 2020
at just over 10,000 deaths per day and has ranged from approximately 5,000 to 7,000 deaths per day
in the months since then (based on data from John Hopkins University −
https://www.covidtracker.com). While there can be no certainty about future projections, if there is no
significant departure from these observed trends during the rest of the year, and if the WFP estimates
for increasing numbers of people experiencing crisis level hunger hold, then it is likely that daily deaths
from hunger as a result of the socio-economic impacts of the pandemic will be higher than those from
the disease before the end of 2020.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re is some overlap between these
numbers given that some deaths due to COVID-19 could be linked to malnutrition. For comparative
context see also: https://www.weforum.org/agenda/2020/05/how-many-people-die-each-day-covid-19coronavirus/.

5

https://www.food.gov.uk/research/research-projects/the-covid-19-consumer-tracker

6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FAOSTAT: Food Supply—Livestock
and Fish Primary Equivalent, 2016. http://www.fao.org/faostat/en/#data/CL. accessed June 2016

7

Oxfam gathered information on dividend payments of eight of the world’s biggest food and beverage
companies up to the beginning of July 2020, using a mixture of company, NASDAQ, and Bloomberg
websites. Numbers are rounded to the nearest million: Coca-Cola ($3,522m), Danone ($1,348m),
General Mills ($594m), Kellogg ($391m), Mondelez ($408m), Nestlé ($8,248m for entire year),
PepsiCo ($2,749m) and Unilever (estimated $1,180m). Many of these companies are pursuing efforts
to address COVID-19 and/or global hunger.

8

https://fts.unocha.org/appeals/952/summary

9

Confirmed cases as of 22 June 2020. Source: John Hopkins University.
https://coronavirus.jhu.edu/map.html

10

http://www.ipcinfo.org/. Figures based on numbers in IPC Level 3 or above.

11

COVID-19 Dashboard https://coronavirus.jhu.edu/map.html

12

https://www.ghsindex.org/

13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dcomm/documents/briefingnote/wcms_745963.pdf

14

https://assets.oxfamamerica.org/media/documents/mb-dignity_not_destitution-an-economic-rescueplan-for-all-090420-en.pdf

15

https://www.ilo.org/global/about-the-ilo/newsroom/news/WCMS_627189/lang--en/index.htm

16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dcomm/documents/publication/wcms_626831.pdf and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dcomm/documents/briefingnote/wcms_745963.pdf

17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protect/---protrav/--travail/documents/briefingnote/wcms_743623.pdf

18

https://www.knomad.org/publication/migration-and-development-brief-32-covid-19-crisis-throughmigration-lens

19

https://www.ifad.org/documents/38714170/40187309/gpfi.pdf/58ce7a06-7ec0-42e8-82dcc069227edb79;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28761465_The_Impact_of_Remittances_on_Food_Security
_Status_in_the_Global_South

20

https://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20/04/22/world-bank-predicts-sharpest-decline-ofremittances-in-recent-history

15

21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590531592231143435/pdf/Social-Protection-and-JobsResponses-to-COVID-19-A-Real-Time-Review-of-Country-Measures-June-12-2020.pdf

22

https://oxfamilibrary.openrepository.com/bitstream/handle/10546/620976/mbdignity%20not%20destitution-an-economic-rescue-plan-for-all-090420-en.pdf

23

http://www.fao.org/3/ca5162en/ca5162en.pdf

24

https://www.care.org/sites/default/files/global_rga_covid_rdm_3.31.20_final.pdf

25

Women are responsible for an average of 40% of crop production across countries such as Ethiopia
and Nigeria − https://www.worldbank.org/en/programs/africa-myths-and-facts/publication/womenagriculture-and-work-in-africa

26

https://www.un.org/sexualviolenceinconflict/wp-content/uploads/2019/04/report/s-2019-280/Annualreport-2018.pdf

27

http://www.fao.org/3/i2050e/i2050e01.pdf

28

https://www.oxfam.org/en/press-releases/close-half-women-are-feeling-more-anxious-depressedisolated-overworked-or-ill

29

https://pubmed.ncbi.nlm.nih.gov/24984990/

30

See for example: https://www.rfa.org/english/news/myanmar/melons-rot-05142020185209.html and
https://www.rferl.org/a/romanian-migrants-get-covid-19-as-pandemic-exposes-bad-conditions-for-easteuropean-workers/30643195.html

31

https://www.oxfam.org/en/press-releases/covid-19-50-million-people-threatened-hunger-west-africa

32

https://landportal.org/blog-post/2020/06/addressing-land-and-policy-grabs-shadow-covid19?utm_source=Land+Portal+Newsletter&utm_campaign=ce30409681EMAIL_CAMPAIGN_2018_01_23_COPY_01&utm_medium=email&utm_term=0_8b8de3bf56ce30409681-346401765

33

https://www.farmlandgrab.org/post/view/29498-uganda-35-000-left-homeless-as-private-firms-sharekiryandongo-land

34

http://www.fao.org/worldfoodsituation/foodpricesindex/en/

35

http://www.fao.org/giews/food-prices/home/en/ and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congo-food-price/profiteers-pounce-as-covid-19-threatens-congo-food-supplyidUSKBN22G16D

36

https://www.ers.usda.gov/data-products/food-price-outlook/

37

https://thefern.org/ag_insider/as-coronavirus-drives-down-commodity-prices-farm-groups-ask-for-aid/

38

The surveys were conducted from May to June 2020 through partner organizations in the ‘Sowing
Diversity = Harvesting Security’ (SD=HS) programme countrie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Oxfam’s SD=HS team via sdhsprogram@oxfamnovib.nl.

39

https://oxfamilibrary.openrepository.com/bitstream/handle/10546/620983/bp-conflict-coronavirusglobal-ceasefire-120520-en.pdf

40

https://fts.unocha.org/appeals/952/summaryhttps://fts.unocha.org/appeals/952/summary

41

https://fts.unocha.org/appeals/952/summary

42

According to UNOCHA, Yemen has received only 17% of all funding to date.
https://fts.unocha.org/countries/248/summary/2020

43

OCHA 2020 figures. https://fts.unocha.org/appeals/929/summary

44

https://oi-files-d8-prod.s3.eu-west-2.amazonaws.com/s3fs-public/202006/Oxfam%20Global%20COVID%20Response%20Report%20-%20Full.pdf

45

https://iopscience.iop.org/article/10.1088/1748-9326/11/12/124010/pdf

46

https://www.un.org/sites/un2.un.org/files/sg_policy_brief_on_covid_impact_on_food_security.pdf

47

Eight countries have achieved the Comprehensive Africa Agriculture Development Programme
spending target (10% of government budget spent on the agriculture sector). See:
http://ebrary.ifpri.org/utils/getfile/collection/p15738coll2/id/133463/filename/133672.pdf

48

https://oxfamilibrary.openrepository.com/bitstream/handle/10546/620877/bn-workers-rightssupermarket-supply-chains-101019-en.pdf

49

https://www.ipcc.ch/srccl/chapter/chapter-5/

50

More than six million people in locust-affected areas are suffering from crisis levels of hunger.
http://www.fao.org/ethiopia/news/detail-events/en/c/1270924/

51https://www.humanitarianresponse.info/sites/www.humanitarianresponse.info/files/assessments/desert_l

ocust_impact_assessment_report_for_ethiopi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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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http://www.fao.org/fileadmin/user_upload/emergencies/docs/Desert%20Locust%20Crisis%20-%20
Appeal%20for%20rapid%20response%20and%20anticipatory%20action%20in%20the%20Greater%20
Horn%20of%20Africa%20January%20-%20December%202020%20.pdf

53

https://www.oxfam.org/en/press-releases/worlds-billionaires-have-more-wealth-46-billion-people

54

https://www.weforum.org/agenda/2020/05/pandemics-poor-rich-economics-coronavirus-covid19/

55

The poorest 20% of the population consume 1,217 calories a day, on average. The richest 20%
consume almost three times as many, 3,294 calories a day, on average.
https://books.google.co.ke/books?id=WZjFDwAAQBAJ&pg=PA16&lpg=PA16&dq=calories+per+quintil
e+malawi&source=bl&ots=AopYix79XB&sig=ACfU3U1xMr7FiL9SQi8vMEDyuE6adOoyRw&hl=en&sa=
X&ved=2ahUKEwihybDi1IrqAhXDDOwKHUjtBxUQ6AEwAnoECAgQAQ#v=onepage&q=calories%20p
er%20quintile%20malawi&f=false

56

https://www.ft.com/content/cdd62792-0e85-11e9-acdc-4d9976f1533b

57

https://www.fantaproject.org/sites/default/files/resources/PROFILES-brief-stunting-learningFeb2016.pdf

58

https://www.oxfamamerica.org/explore/issues/food-farming-and-hunger/behind-the-barcodes/

59

WFP Hunger and Conflict Factsheet − June 2019.

60

http://www.fao.org/3/I9553EN/i9553en.pdf

61

CAR ranks 117 out of 117 countries on the 2019 Global Hunger Index.
https://www.globalhungerindex.org/pdf/en/2019.pdf

62

Projection from May to September 2020 of IPC.

63

Data as of April 30 2020. Source: the Population Movement Commission.

64

GIEWS − Global Information and Early Warning System.

65

UNOHC – Yemen Humanitarian Response Plan 2020.

66

UN YHNO 2019–December 2018; and UNOHC Yemen Humanitarian Response Plan 2020.

67

FAO http://www.fao.org/3/ca7557en/ca7557en.pdf

68

https://news.un.org/en/story/2020/03/1058591

69

Source: John Hopkins University – 17 June 2020.

70

UNOCHA Yemen Humanitarian Response Plan (Extension) June−Dec 2020, p. 5.

71

Oxfam Remittance Report, published 1 June 2020.

72

http://www.fao.org/news/story/en/item/380653/icode/

73

FAO monthly market monitoring bulletin #56 (March 2020), p.1.

74

Source: OCHA May Update, p.4.

75

https://www.nytimes.com/2020/03/27/world/middleeast/yemen-health-care-aid-coronavirus.html

76

https://www.middleeastmonitor.com/20200603-donors-promise-yemen-1-35-billion-falling-short-of-untarget-to-save-aid-operations/

77

In total, 35 million people (93% of the population) are living below the international poverty line of $2
per day. Source: Afghanistan HRP 2020 (revision from June, 2020), p. 7.

78

The Global Report on Food Crisis 2020, p.25.

79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s Displacement Tracking Matrix (DTM)
Baseline Mobility Assessment for 2019.

80

According to the World Bank and the UN OCHA Afghanistan Humanitarian Response Plan 2018−2021

81

September 2019 report and May 2020 report.

82

HRP https://www.who.int/health-cluster/countries/afghanistan/Afghanistan-Humanitarian-ResponsePlan-COVID-19-June-2020.pdf?ua=1 . P15

83

OCHA Afghanistan Humanitarian Response Plan 2018−2021 – June 2020 revision, p.5.

84

World Food Programme, Afghanistan weekly market price bulletin, 10 June 2020.

85

World Food Programme, Global Report on Food Crisis 2020, p.21.

86

World Bank South Sudan, Poverty and Vulnerability in a Fragile Environment, March 2020.

87

http://www.fao.org/fileadmin/user_upload/emergencies/docs/FAOFamineresponse&prevention.pdf

88

https://news.un.org/en/story/2019/12/105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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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Food Programme, Impact of the pandemic on markets in South Sudan, March 2020.

90

Ibid.

91

https://reliefweb.int/report/south-sudan/south-sudan-humanitarian-snapshot-may-2020

92

State of Food Security 2018 report produced by FAO.

93

As of June 2020, http://www.food-security.net/en/topic/food-and-nutrition-crisis-2020/

94

OCHA, https://www.unocha.org/sahel

95

OCHA, Humanitarian Overview February 2020.

96

https://www.climatelinks.org/resources/climate-change-risk-profile-west-africasahel#:~:text=The%20West%20Africa%20Sahel%20is,the%20rest%20of%20the%20world.

97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Food and Nutrition Security in the Sahel and West Africa, May
20 Newsletter, p4.

98

Source: Analyses of the Harmonized Framework / Cadre Harmonisé, March 2020.

99

According to OCHA. https://www.unocha.org/sahel

100

Global Report on Food Crises, p.47. http://www.fightfoodcrises.net/food-crises-and-covid-19/en/

101

Global Report on Food Crises, p.47. http://www.fightfoodcrises.net/food-crises-and-covid-19/en/

102

Draft Venezuela HNO/HRP 2020, p.12. Also WFP needs assessment:
https://reliefweb.int/report/venezuela-bolivarian-republic/wfp-venezuela-evaluaci-n-de-seguridadalimentaria-principales

103

Covid-19: Mapping the impact of March 2020 fuel crisis on agricultural production, distribution and food
security. Venezuela Analysis Team, p.4.

104

UNHCR, February 2020. https://www.unhcr.org/news/briefing/2020/2/5e3930db4/unhcr-welcomescolombias-decision-regularize-stay-venezuelans-country.html

105

https://assets.website-files.com/5caccaedb32e39d3c7d6819e/5ece7d886b16496aaa1888c5_OVMReporte-Covid19-Mayo_.pdf, p.4.

106

Orozco, M. and Klaas, K. (2020), Money transfer to Venezuela. Remittance Flows Amidst Evolving
Foreign Exchange, Migration, Remittances and Development Program at the Inter-American Di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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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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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Public statement signed by several indigenous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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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fam France (www.oxfamfrance.org)
Oxfam Germany (www.oxfam.de)
Oxfam GB (www.oxfam.org.uk)

Oxfam Italy (www.oxfamitalia.org)
Oxfam Mexico (www.oxfammexico.org)
Oxfam New Zealand (www.oxfam.org.nz)
Oxfam Novib (Netherlands) (www.oxfamnovib.nl)
Oxfam Québec (www.oxfam.qc.ca)

Oxfam Hong Kong (www.oxfam.org.hk)
Oxfam IBIS (Denmark) (www.oxfamibis.dk)

Oxfam South Africa (www.oxfam.org.za)
KEDV (www.kedv.org.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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