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3.3.

FAO, 외부식량지원 필요국가로 북한 등 37개국 지정1)
<< 식량불안 심화는 주로 내전, 기상 관련 충격 등에 기인 >>
❙ 주요 내용 ❙
➲ FAO 외부식량지원 필요국가
▸ FAO는 북한을 포함한 37개국을 외부식량지원 필요국가로 지정, 식량불안 심화의 주요 원인에는 내전, 기상
관련 충격 등 포함
-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남수단, 예멘의 식량불안인구는 총 2,000만명을 넘어섰으며, 최근 남수단은 공식적으로
긴급 기근 사태 선포

외부식량지원 필요국가(37개국)

국가

내용
아프리카(28개국)

내전, 난민, 공급량 부족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1월 중순 국내난민은 41만2,000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중·남부에서 재발한 폭력사태로 난민이 15만명
늘어난 2016년 11월 말의 43만4,000명에서 소폭 줄어든 수준
• 수확량이 3년 연속 감소하고 시장 붕괴와 구매력 감소로 식량 접근성이 제한됨에 따라 총 인구의 약
40%(200만명)가 긴급지원(IPC 3~4단계)을 필요로 함

1) 이 자료는 FAO가 2017년 3월 2일 발표한 ‘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No.1, March 2017'의 ‘Countries requiring external
assistance for food’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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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3.
곡물 공급량 부족 및 식량가격 상승
말라위

• 2016년 수확량 감소와 식량가격 상승으로 약 670만명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함. 2017년 작황은 전반
적으로 양호하나 조밤나방 감염과 국지성 홍수는 일부 지역의 생산량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음

2016년 곡물 생산량 급감
짐바브웨

• 농촌인구의 44%(약 407만명)가 식량불안에 놓여 있으며, 이는 2016년 가뭄으로 농업 생산량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
• 2017년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나, 조밤나방은 일부 지역의 생산량에 피해를 입혀
식량안보 상황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

사회적 불안 및 경기 침체
브룬디

• 시장·농업활동·생계 불안정, 인도주의적 지원 부족, 식량 수입 역량 감소가 맞물리면서 Kirundo,
Muyinga, Rutada, Makamba, Bujumbura 농촌지역 등의 식량불안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
• 극심한 식량불안 인구는 150만명으로 추정

난민 발생 및 사회적 불안
차드

• 국외난민(39만3,000명)과 국내난민(10만8,000명), 귀향한 차드 난민(11만5,000명) 유입에 따라 국내
식량 공급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식량안보 악화
• 식량지원 필요인구는 약 45만6,000명으로 추정

동부지역 내전 및 난민 발생으로 부담 가중
콩고민주공화국

• 2016.12월말 기준, 국내난민은 220만명으로 9월말 추정치 대비 30만명 증가. 극심한 식량불안과 생계
위기에 처한 인구는 약 600만명으로 추정(IPC 3~4단계)
• 콩고민주공화국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난민 10만2,500명, 남수단 난민 6만6,700명, 부룬디 난민 3만
6,300명을 수용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레소토

강우량 부족으로 인한 목축 농가 피해 지속
• 약 19만7,000명(주로 Obock, Dikhil 지역의 목축민)이 심각한 식량불안 상황에 놓임

경제적 제약으로 인한 식량불안에 대한 취약성 심화
2015년도 심각한 가뭄의 영향 지속
• 가뭄은 남부·동남부 지역의 이기작 작물 및 목축농가에 피해를 입힘. 식량불안인구는 560만명으로 집계

국내 공급량 부족 및 식량가격 상승
• 가뭄으로 인한 2016년 곡물 생산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약 71만명이 식량불안 상황에 놓임

국내 공급량 부족 및 식량가격 급등
모잠비크

• 2016년 가뭄으로 남부와 중부지역의 곡물 생산량이 감소했으며, 가격 상승은 식품 접근성을 제한. 약 200
만명이 식량불안 상태에 놓여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함
• 최근 중부와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는 2017년 곡물 생산량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

난민 발생 및 사회적 불안
니제르

• 약 30만명이 심각한 식량불안위기(IPC 3단계 및 그 이상)에 놓인 것으로 추정
• 니제르에 거주하는 말리 난민은 6만1,000명으로 집계.
• 주로 동남부지역(Diffa)에서 공격에 대한 두려움으로 12만1,000여명의 난민 발생

경기 침체, 화폐가치 급락, 난민 발생, 북부지역의 심각한 불안
나이지리아

• 810만여명이 식량불안을 겪고 긴급 구조 지원 및 생계 보호를 필요로 하며, 이중 5만5,000명은 기근(IPC
5단계)에 놓임. 평년치를 웃도는 2016년 곡물 수확량에도 불구하고 Naira(나이지리아 통화) 가치 급락과
북부지역의 내전이 맞물려 시장 활동에 혼란이 발생하고 가격은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
• 북동부지역의 국내난민은 180만명으로 집계

내전, 사회적 불안 및 심각한 경기침체
남수단

2

• 기존 Unity주의 일부 지역은 공식적으로 기근을 선포. 불안, 교역붕괴, 가격상승 등으로 490만명이 심각한
식량불안을 겪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내전 지역인 Jonglei, Unity, Upper Nile 및 전통적으로 생산지대인
Greater Bahr el Ghazal과 Greater Equatoria에 거주

2017.3.3.
가뭄으로 인한 곡물 생산량 감소 전망
스와질란드

• 지원 필요인구는 약 64만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가뭄으로 인한 2016년 수확량 감소와 가축 폐사에 기인.
식량가격 상승은 식량안보 상황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침
• 2017년 곡물 생산량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 농업 생산량 증가는 식량안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임

난민 유입으로 인한 부담 가중
부르키나파소

• 국내 거주 말리 난민은 3만2,000여명, 2016년 풍작에도 불구하고 식량지원 필요인구는 약 15만3,000명
으로 추정

난민 유입으로 부담 가중, 국내 난민 발생
카메룬

콩고

기니

케냐

• 12월 기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난민은 27만6,000명으로 추정. 나이지리아 국경 인근 지역의 치안 문제
로 인한 국내난민은 19만2,000명으로 집계. 식량불안인구는 약 280만명으로 추정

난민 유입은 제한적인 국내 자원에 부담을 가중
• 2016년 11월 중순 기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난민 약 2만3,600명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

에볼라 바이러스의 여파
• 주변국의 국경 재개방으로 교역량이 크게 증가. 식량지원 필요인구는 5만1,000명으로 추정

2016년 4/4분기 가뭄으로 인해 농축산부문 피해
• 2016년 가뭄으로 인해 동부, 남동부, 연안지역의 식량불안인구는 270만명으로 추정

에볼라 바이러스의 여파
라이베리아

• 2016.12월말 기준, 코트디부아르 등 타 국가 난민은 1만9,000명 이상으로 추정
• 식량지원 필요인구는 5만3,000명으로 추정

남부지역 가뭄 심각
마다가스카르

• 2016년 곡물 수확량은 평년치 대비 급감하며 심각한 식량불안을 야기. Androy, Anosy, Astimo
Andrefana의 약 85만명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함. 높은 식량가격 또한 상황을 악화시킴
• 남부지역의 2017년 농업 생산량은 계절적 비로 인해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동부·북부의 건조한 날씨는 해
당 지역의 수확을 제한할 수 있음

북부지역 난민 발생 및 사회적 불안
말리

• 3만7,000명의 난민이 발생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내전 피해가 큰 Timbuktu에 거주
• 약 17만7,000명(주로 Timbuktu, Mopti, Sikasso지역)이 심각한 식량불안위기(IPC 3단계 및 그 이상)에
놓인 것으로 추정

난민 유입으로 식량공급에 대한 부담 가중
모리타니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우간다

• 약 4만5,000명의 말리 난민이 모리타니 동남부지역 Mbeera 수용소에 거주. 11만9,000명 이상이 심각한
식량불안위기(IPC 3단계 및 그 이상)에 놓인 것으로 추정

에볼라 바이러스의 여파
• 식량지원 필요인구는 15만9,000명으로 추정

내전, 사회적 불안 및 가뭄
• 긴급지원필요인구는 290만명으로 추정되며, 주로 국내 난민 또는 가뭄으로 피해 입은 목축지역 거주민임

내전과 사회적 불안
• 인도주의적 지원 필요인구는 300만명으로 추정, 이들은 주로 국내난민 또는 내전난민 수용지역에 거주

평년 수준 이하의 곡물 생산량
• 2년 연속된 생산량 부족으로 160만명이 심각한 식량불안 상태에 놓인 것으로 추정

아시아(8개국)

내전 심화
시리아

• 양호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전으로 인해 농업 생산량이 크게 감소. 식량불안인구는 700만명, 식량불안위기
인구는 200만명으로 추정
• 국제 식량지원이 제공되고 있으나 시리아 난민들은 역내 인근 국가에도 부담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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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3.
농업 생산량 감소와 경기 침체
• 2016년 9월 북동부지역에 발생한 국지성 홍수는 이는 경작지, 주택, 인프라 피해로 이어짐. 해당지역은
2015년 8월에도 홍수 피해를 겪은 바 있음

북한

• 2016년 식량 생산량 소폭 증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며, 1,800만명은 여
전히 정부의 식량배급에 의존
• 공급량 부족으로 인해 대다수의 가구는 계속해서 빈곤 경계선에 있거나 식품소비가 열악할 것으로 전망

내전, 빈곤, 식량 및 연료가격 상승
• ‘긴급식량·영양평가’에 따르면 식량불안인구는 1,700만명으로 집계, 이는 2016년 5월 대비 300만명
늘어난 수준. 기근 선포 가능성 높음

예멘

• 2016년 곡물 수확량은 평년 수준을 하회하나 풍부한 강우량이 가축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내전 지속 및 난민 발생
아프가니스탄

• 160만명이 극심한 식량불안상태, 970만명은 식량불안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류됨
• 2016년 내전으로 발생한 국내난민은 63만명으로 집계
• 파키스탄의 난민 정책 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약 72만8,000 밀입국 귀향민이 돌아옴

내전
이라크

• 국내난민은 300만여명으로 집계. 식량불안인구는 24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150만명은 극심한 식량
불안상태에 놓임

사회적 불안
리비아

• 국내난민은 300만여명으로 집계. 식량불안인구는 24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150만명은 극심한 식량
불안상태에 놓임

2년 연속 발생한 홍수 피해와 Rakhine주 북부 내전 재개
• 2016년 발생한 홍수로 50만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 Chin, Rakhine주 가구들은
2015년 홍수 피해로 인해 여전히 매우 취약한 상태

미얀마

• Rakhine주에서 난민 12만명, Kachin 및 Shan주에서는 난민 9만8,000명 발생. 약 16만2,000명
이 식량불안 상태에 놓였으며 긴급 식량 필요인구는 최소 7만8,000명으로 추정.

난민 발생 및 일부 지역의 곡물 생산량 부족
• 2017년 1월 기준, 320만명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난민 50만4,000
명(약 7만4,000가구)은 지속되는 불안 상황으로 인해 파키스탄 북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파키스탄

• 가뭄으로 인한 Tharparkar 구역과 Sindh 지방 주변 지역에서는 3년 연속 가뭄으로 인해 곡물 생산량 감소
와 가축 폐사가 발생하면서 식량불안 상황을 악화시키고 심각한 영양부족을 일으킴

중남미(1개국)

가뭄과 허리케인 피해
• 2014년, 2016년 발생한 가뭄과 허리케인 매튜의 피해는 식량안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힘

아이티

• 피해지역의 식량 가용성 감소와 접근성 제한으로 약 150만명이 식량불안에 놓여있으며, 이 중 130만명
은 2017년에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

작황 악화 전망 국가(2개국)
국가

4

내용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대규모 난민과 가계 생산자산의 손실 및 고갈, 투입재 부족을 야기한 전국적인 내전은 2017년 생산량 전망
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스리랑카

• 장기 가뭄으로 2017년 작물 생산량은 감소하고 약 100만명이 가뭄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 정부 요청
에 따라 FAO와 WFP는 작황 및 식량안보평가를 실시하여 가뭄이 2017년 수확에 미치는 영향과 식량안보
상황을 평가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