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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산업화 이후 인류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삶의 수준 역시 개선되었다. 그
러나 기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강수량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기후 변화는
국제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되었다. IPCC(2021)1)의 제6차 보고
서는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시기와 비교해 21세기에만 1℃ 이상 증가했으며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대응이 더 늦어질 경우, 인류는 기후에 대한 예측력을 상
실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업 생산성 하락,
수자원 부족 문제가 만성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공동의 자원이 희소해지
면서 기후 분쟁이 점차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농업활동은 식량안보 및 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
산업이며 특히 국민의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국가도 다수 분포해 있
다.2) 그러나 기온 증가와 강수량 감소는 농업 생산성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농민들은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과 기술 수준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농업 실
패 확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Schlenker and Lobell(2010)은
기후 변화가 아프리카 옥수수, 조, 수수, 땅콩과 같은 주요 작물 생산성 하락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농업 생산성의 하락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부 차원의 식량 수급 계획이 미비할 경우 특히 취약계층이
식량안보 위기를 겪을 수 있다. 특히 Bellemare(2015)는 농산물 가격 급등이
정세 불안정을 야기했다고 밝히고 있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기후 변화 대응은
농업 생산성의 문제를 넘어 역내 평화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1) Masson-Delmotte et al.(2021).
2) ILO(2020),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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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후 변화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농업 생산성과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후 변화가 분쟁에 미칠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하다.
첫째,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농업 생산성 저하가 식량 가격 상승을 촉진하고 이
는 빈곤 인구 증가에 기인하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다. 둘째, 자연
재해가 발생하면서 생산기반이 붕괴될 경우 지역민이 대규모 이주를 감행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주민과 원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셋째, 가뭄으로
인한 수자원 부족이 목초지 면적 감소에 영향을 주면서 유목민이 농경민의 토
지를 침범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그동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서 발생한 분쟁은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갈등이 기폭제로 작용한 사례가 많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후 변화가 분쟁 발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
펴봄으로써 추후 기온 증가 혹은 강수량 감소가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정책
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후 변화 추세를 알아보고 주요 공여국의 기후 변화 적응 공여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UC 산타바바라 Climate hazards center에서
발간한 CHIRTS와 CHIRPS 자료를 활용하였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연평균
기온은 1960년대 후반 24℃를 기록했으나 2010년 25℃를 넘어서면서 불과
50여년 만에 기온이 1℃ 이상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하라 사막 근
처에 위치한 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의 기온 증가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컸다. 서아프리카는 전반적으로는 기온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으
나 평균 기온이 27.5℃를 초과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온 상승에 취약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간 폭염 일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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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추세에 있다. 한편 강수량은 1950년 1,180mm에서 2017년 1,048mm로
100mm 이상 감소했으며 권역별로는 서아프리카와 중부아프리카의 증가폭이
특히 컸다. 그러나 특히 우려되는 사항은 연간 강수량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이
다. 강수량 변동성이 커지면 강우 예측력이 약해지고 농민들은 파종 시기를 놓
치기 때문에 이는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듯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의 기후는 중장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2001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제7차 기후 변화 당
사국총회(COP7)에서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마라케시 합의
문은 특히 기후 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 최빈국, 군소도서국 지원 방안을 담
고 있으며 2006년 나이로비 작업 프로그램을 통해 행동계획이 구체화되었다.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발표를 통해 13번째 목표로서 기후
변화 의제를 상정하였다. 그러나 Shukla et al.(2019)가 밝히고 있듯이 기후
변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행동계획은 식량안보 및 빈곤 목표인 SDG2를 달
성하기 위한 실천행동과 상충되기 때문에 오히려 빈곤층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 차원에서도 기후 변화 전략 2020을 수립하고 아
프리카 내 기후 회복탄력성 구축에 합의하였다.
국제사회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감축보다는 적응에 맞춰 기후 변화와 관련된
공여를 하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 대륙이 남아공을 제외하고는 탄소배출량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이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제사회는 특히 농업 등의 생산 부문, 수자원
공급 및 위생과 같은 사회 기반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며

국문요약 • 5

단기적으로는 기후 위기를 겪는 지역에 대한 식량 원조도 기후 변화와 관련된
공여금 총액의 1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기후적응을 위해 농업교육 및 훈련 부문에 대한 원조 규모를 증액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기후적응을 위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
는 수자원 공급 서비스이다. 이렇듯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기후완화 전
략보다는 기후적응을 위한 지원 규모가 훨씬 크며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제3장에서는 기후 변화가 아프리카 각국 농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식량농업기구(FAO)의 국별 농업 생산
성 자료와 미국 농무부(USDA)의 국별 농업 생산성 자료를 혼용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생산 규모가 가장 큰 작물은 옥수수, 수수, 조 등이 있으며
쌀의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뿌리작물인 카사바에 대한 수
요도 높아 재배 면적으로만 따지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네 번째로 많이
재배되는 작물이다.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최고 기온 증가가 생산성 변화에 미
치는 영향을 예측한 결과 최고 기온이 1℃ 증가하면 옥수수 단수(yield)는 약
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고 기온이 2℃, 4℃ 증가할 시 옥수수 단
수는 각각 13%, 26%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조 단수도 기온의 증가에 따
라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쌀과 수수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겠으
나 단수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옥수수 생산
성은 특히 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에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 평균 기온이 높은 데 반해 옥수수가 고온에 취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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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기인하기 때문이며 특히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국가의 경우 옥수수 단수
감소에 따른 적응 전략이 빠른 시일 내에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쌀 단
수는 기온이 증가할 시 특히 중부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
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쌀 소비가 많은 서아프리카는 평균 생산성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더라도 국별로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ippke et al.
(2016)은 기온 증가에 따라 지역별 대체 작물을 고려해야 하는 시기를 예측했
는데 콩, 옥수수 등은 다른 작물로 대체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아
프리카는 바나나, 얌과 같은 작물 재배가 어려워지면서 다른 작물로 대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4장에서는 기후 변화가 아프리카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장 전반부는 교전, 민간인 대상 공격과 같은 무력 충돌과 비폭력 시위, 폭동
과 같은 집회(Demonstrations) 등 네 가지 형태의 분쟁 분포를 살펴보았다. 분
쟁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는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DR콩고, 남아공 등 4개국
이나 분쟁 형태나 양상은 국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0년대
들어 분쟁이 증가한 국가는 앞서 언급한 4개국 외에도 수단, 부룬디, 케냐, 남
수단, 에티오피아, 앙골라 등이 있으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분쟁이 특정 지역
의 특성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교전이나 민간인 대상 공격은 과거에 비해 발생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으나 비폭력 시위나 폭동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
는 경향이 더 강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평균 기온과 분쟁 간 관계를 파
악하였고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분쟁 발생 빈도가 더 높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이 분쟁 빈도 증가에 기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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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헤게모니가 아프리카
분쟁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후 변화가 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수단 다르푸르,
동아프리카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등에서 발생한 분쟁 중에서 농민과 목
축민 간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한다는 점, 또한 이주민과 원
주민 간 갈등이 표면화된 사례가 점차 늘어난다는 점 등 경제적 이유로 민간에
서의 충돌이 빈번해진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4장 후반부는 기후 변화가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포함하
고 있다. 평균 기온 증가에 따른 교전 및 민간인 대상 공격 발생 경향은 위로 볼
록한 형태의 비선형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온이 증가하면
서 교전 및 민간인 대상 공격 발생 빈도가 높아지다가 기온이 어느 시점을 넘어
가기 시작하면 교전과 민간인 대상 공격 빈도도 감소한다. 반면 시위나 폭동은
온난한 기온 조건이 지속될수록 감소하다가 특정 온도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때
부터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기온의 증가가 농경민과
목축민 간 갈등, 원주민과 이주민 간 갈등을 촉발하고 한정된 자원에 대한 경쟁
과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면 정부에 대한 시위로 이어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한
편 본 연구에서는 강수량 증감 및 변동성이 분쟁에 경제학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제5장에서는 기후 변화가 농업 생산성과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對)아프리카 기후 변화 대응 협력에 대한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후적응 분야에 대한 원조 규모를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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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으며 최근 그린 ODA 확대 전략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농업 분야 적
응 전략에 대해 Shukla et al.(2019)는 전략별로 잠재 효과가 매우 다르게 나
타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적응 전략의 도입 시에
잠재 효과가 크면서도 현지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제언을 하였다. 첫째,
기후 변화에 따라 농업 분야 위험이 가중되면서 농업 실패를 경험하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인덱스 보험제도 지원을 제안하였다. 인덱스 보험은 농작물재해
보험을 운영하는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수요가 크며 강수량 혹은 기온
수준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해주는 지수형 보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
카 국가들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후 변
화에 따른 농산물 손실 피해를 농민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농민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요구되며 인덱스 보험이 하나의 대안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물-에너지-식량 넥서스(Nexus) 구축을 염두에 둔
지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역개발 전략 차원에서
종합적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였으며, 기후적응 분야에서도 물에너지-식량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린 ODA
확대와 기후 변화 적응 지원을 위해서는 물-에너지-식량을 아우르는 넥서스
접근법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농업 가치 사슬 및 품종 개
량을 위한 R&D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품종 개량 및 선발에 관한
협력을 하는 기관은 대표적으로 농촌진흥청이 있으나 씨감자, 쌀 등 우리나라
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작물뿐만 아니라 옥수수 종자 개량 협력을 위해서
도 국제기구, 아프리카 내 농업연구소와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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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보시스템, 기후스마트 농업과 같은 기술 협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들 간 그린 ODA 확대를 위해서 기술 협력을 더욱 적
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평화 구축을 위해 갈등 및 충
돌 중재를 위한 협력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후 변화는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빈곤, 식량안
보와 같은 기초적인 개발 이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 변화 적
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아프리카
기후 분쟁 완화 및 농업 생산성 저하 방지를 위해 그린 ODA 협력을 더욱 효과
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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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발간된 Masson-Delmotte et al.(2021)의 제6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
구의 기온은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에 비해 21세기에만 약 1°C 상승했
다. 전 지구적인 기온의 급격한 증가와 강수량 변화는 인류의 산업화와 경제성
장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했으며 환경의 역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기후 변
화에 따른 영향이 급격히 나타나고 있다. 기후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Carleton and Hsiang 2016). Carleton and Hsiang(2016)
에 따르면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기후 변화는 사망률, 범죄율, 농업 생산성, 국
내 생산, 노동 공급 등 다양한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아직까지 농업이 주요한 산업을 이루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성 하락, 수자원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후적응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전략 실행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개발협력 전략에 있어서도 기후 변화의 직간접적인 영
향을 고려하여 적응 등의 관련 대책 수립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기후 변화에 따른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내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
족한 실정이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농업이 식량안보 및 소득 창출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이에 따라 농업 생산성의 하락은 농가 소득 및 식량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다(Schlenker and Lobell 2010; Lobell,
Schlenker, and Costa-Roberts 2011). 그러나 아프리카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기온 및 강수량 변동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마다 농업 생산에 미치
는 여파가 다르게 나타난다(Collier, Conway, and Venables 2008). 뿐만 아
니라 농민들의 기후 변화 적응 역량이나 기술적 역량이 낮기 때문에 기후 변화
에 따른 농업 생산량의 손실 혹은 농업 실패가 발생할 경우 경제적 효과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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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빈곤 등의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 같은 이유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기후 변화가 농업 생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가 이어져왔다. 대표적으로 Schlenker and Lobell(2010)은 아프리카의 대표
작물인 옥수수, 조, 수수, 땅콩 등의 생산성이 기온의 증가에 따라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다. 기후 변화는 농업 생산성의 저하를 넘어 농식
품 시스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안보 및 영양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그림 1-1 참고).
이러한 이유로 기후 변화가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사회경제학적 영
향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1-1. 기후 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위기 흐름 도식

자료: Shukla et al.(2019), p. 441, 그림 5.1.

한편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전통적으로 분쟁 발생이 많은 지역이며 최근
들어 기후 변화와 관련된 분쟁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Carleton and
Hsiang(2016)의 연구에 의하면 기후 변화는 폭력적 행위의 증가에 영향을 주
고 있으며 특히 강수량 변동보다는 기온의 증가가 분쟁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이에 더해 Bellemare(2015)는 2001~11년 사이 농산물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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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에 따른 식량 위기가 사회적 불안정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성의 저하는 역내 식량 가격 급등과 같은 현상을 유
발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사회적 불안정과 분쟁 발생 확률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Koren(2018)은 기후 변화가 식량 부족 현상을 초래해 분쟁을 유발
한다는 선행 연구와는 달리 식량 자원의 증가가 이뤄진 지역에 분쟁이 발생하
면서 식량 공급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분쟁과 식량안보가 어떤
인과관계로 형성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Koren은 분쟁과 가용 식량 사이
에 역인과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쟁으로 인해 식량이 줄어들었다고 분석하
고 있다.
이렇듯 기후 변화로 인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농업 생산과 분쟁 간 관계는
학술적 논의를 넘어 정책적 시사점의 제시를 통한 실질적인 행동 방안의 도출
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역사적으로도 기상이변이나 기후 변화는 사회적 불안정
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기도 했으며 최근의 시리
아 및 이라크 난민의 유럽 유입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되고 있다(Hsiang,
Burke, and Miguel 2013). 특히 농업 생산성의 불확실성 증가 혹은 생산기반
의 붕괴는 대규모의 이주민 발생을 포함한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고 농
경민과 유목민 간, 원주민과 이주민 간 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그림 1-2 참고).
또한 농산물 가격의 증가는 식품 소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빈곤층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민들의 지속가능한 삶
의 보장을 위해서는 기온의 증가와 강수 시기 변동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문제 중에서도 분쟁 발생에 대한 정책적 대안의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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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기후 변화가 분쟁에 미치는 영향 다이어그램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하에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기후 변화 적응에 대
한 우리나라의 협력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시작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기온
및 강수량 변화 양상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기후이상과 같은 불확실성이 얼마
나 증가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UCSB에서 발간
한 1983~2016년 사이 격자(grid) 단위 기온 및 강수량 자료를 활용하였다. 아
프리카 지역은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기상정보자료의 수집이 비교적 늦게 이
뤄졌으며 이에 따라 IPCC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업화 시기 이전인 1850~1900
년 사이 기후정보의 수집이 어렵다.3) 이에 따라 과거 대비 연평균 기온 및 연간
강수량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미국 델라웨어대학교(University of Delaware)
에서 발간한 1900~50년 사이 격자 단위 월평균 기온 및 월간 강수량 자료4)를
3) Masson-Delmotte et al.(2018), p. 31.
4) Willmott and Matsuura(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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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기후 변화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별 농업 생산성의 저하에 대
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기온의 증가가 주요 곡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주식은 국가마다 상이하나 대체로
옥수수, 수수, 조, 쌀, 콩 등의 곡물류와 고구마, 카사바 등의 근채류이며 농산
물의 국내 소비 비율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농업 생산성의 저하는 농식품 소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온 증가에 따라 곡물 생산성의 저하가 얼마나 발생
하는지에 대해 예측함으로써 농식품 생산 및 수급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그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기후 변화와 농업 생산성 간의 관계에 대해 사
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 작물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기후 변화가 국별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기후 변화
와 분쟁 간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
한 시점에 분쟁이 많이 발생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가 시위, 폭동, 민
간인 대상 공격 등 비폭력 및 폭력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서 특히 기후 변화가 국내 분쟁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파악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의해 국내 정세 불안정이 발생하는 국
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앞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사하라이남 아프리
카 국가 간 기후 변화 적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그린뉴딜, 탈
탄소화 등에 대한 정부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 기후 변화 적응 전략
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기후 변
화 적응을 위한 국별 수요가 다르고 기후 변화에 따른 국별 영향이 상이하기 때
문에 대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전략의 수립에 있어서도 권역별 차별성이 요구된
다. 본 연구에서는 국별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성과 분쟁 영향에 대한 분
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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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현황
가. 기후 변화와 농업 생산
기후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후 변화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종합한 Carleton and Hsiang(2016)은 문헌 조
사를 바탕으로 기후 변화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정리
하였다. 다수의 연구에서 기후 변화는 사망률, 범죄율, 농업 생산성, 국내 생산,
노동 공급 등 다양한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
서도 농업에 의존하는 인구가 50% 이상5)인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기상이변
및 기후 변화에 따라 농산물 생산에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아프리카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기온 및 강수량 변동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마다 농업 생산에 미치는 여파가 다르게 나타난다(Collier, Conway, and
Venables 2008). 농민들의 기후 변화 적응 역량이나 기술적 역량이 낮기 때문
에 기후 변화의 발생에 따른 농업 생산량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농업 실패가 발
생할 경우 경제적 효과를 넘어 식량안보, 빈곤 등의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다
분하다. 이 같은 이유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기후 변화가 농업 생산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어져왔다. Schlenker and Lobell(2010)
은 평균 기온, 유효적산온도(Growing Degree Days) 등을 이용한 분석에서
아프리카의 대표 작물인 옥수수, 조, 수수, 땅콩 등의 생산성이 기온의 증가에
따라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다. Schlenker and Lobell
(2010)은 2046~65년 사이 기온 및 강수량 변화에 대한 16개 시나리오를 바탕
으로 아프리카의 농업 생산성 변화를 추정하였으며 특히 농업 생산이 강수량
변화보다는 기온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사

5) ILO(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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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이남 아프리카 모든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주요 작물(옥수수, 수수, 조, 땅
콩)의 생산성이 1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보였다.
뒤이어 Lobell, Schlenker, and Costa-Roberts(2011)는 기후 변화에 따
른 국가 단위 농업 생산량 반응에 대해 1980~2008년에 걸쳐 분석한 후 월평
균 강수량 및 기온을 토대로 해당 연도의 강수량 및 기온과 전체 기간 평균 편
차의 차에 따라 기온 및 강수량 변동폭을 측정하였다. 기온 및 강수량 변동에
따라 옥수수, 밀, 대두 생산량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쌀의 생산량은
북반구를 중심으로 오히려 증가한 국가들이 많았다. 그러나 지역 단위 작물 생
산성, 식량안보 등에 기후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미시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해당 연구가 남긴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Lobell and Field(2007)는 1961~2002년 사이 6개 작물(옥수수, 밀, 쌀, 대
두, 보리, 조)과 연평균 최저·최고 기온의 증가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
였다. Lobell and Field(2007)는 평균 기온의 증가가 쌀을 제외한 모든 작물
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쌀의 경우에도 평균 최고 기온의 증가는
생산성을 악화시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1995년 이래 옥수수, 대두, 보리 생
산성의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쌀의 생산성은 소폭 증가하였다.
앞서 Collier, Conway, and Venables(2008)가 밝히고 있듯이 기후 변
화 영향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도 지역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

나. 기후 변화와 분쟁
기후 변화와 분쟁에 관한 연구는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크게 두 부
류로 나눌 수 있다. 기상조건의 변화가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기
후 변화로 인한 자원의 부족이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있다.
여러 기상조건들 중에서도 기온은 연구자들의 큰 관심 대상 중 하나이다.
Carleton and Hsiang(2016)은 기후 변화가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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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쟁 역시 예외가 아니며, 특히
5~12월 사이 평균 기온 증가는 분쟁 위험률을 크게 증가시켰다. Burke et al.
(2009)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기온이 상승한 해에 분쟁 발생률이 크게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정 연도에 기온이 1℃ 증가할 경우 당해 연도 분
쟁 발생 가능성은 4.5% 증가하였으며(분쟁 발생 빈도는 49% 증가), 차년도 분
쟁 발생 가능성은 0.9% 증가하였다. 미래 기온 변화를 시뮬레이션했을 때 2030년
까지 분쟁 발생 빈도가 54% 증가할 것이며, 분쟁이 격화될 경우 사망자가 39
만 3,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Theisen(2012)은 케냐에 초점
을 맞춘 연구에서 기온 상승이 분쟁 발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Hsiang, Meng and Cane(2011)은 대표적인 이상기후 현상인 엘니뇨가 분
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950~2004년 사이 열대 지역에서 발생한 분
쟁의 21%에 엘니뇨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엘니뇨가 있던 해에는
라니냐가 있던 해보다 분쟁 발생률이 2배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차
이를 자국의 기상 상황이 엘니뇨·라니냐에 따라 크게 변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
은 국가로 구분하여 비교하였을 때는 국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
다. 엘니뇨·라니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 그룹에서는 저소득국에서 기온 상
승에 따른 분쟁 발생 확률이 높아졌다. 그러나 엘니뇨·라니냐의 영향을 적게
받는 국가 그룹에서는 저소득 국가의 분쟁 발생 확률이 특별히 높지 않았다. 단
저자들은 엘니뇨·라니냐의 영향은 일반적인 기온 상승이나 강수량 변화와는 다
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강수량도 분쟁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조건 중 하나이다. Miguel,
Satyanath, and Sergenti(2004)는 경제성장과 내전 발생 가능성 간의 관계
를 분석하면서 강수량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천수답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아프리카의 경우 강수량이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특
정 연도의 강수량이 감소하면 해당 연도 및 차년도 경제성장률이 악영향을 받

제1장 서론 • 29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분쟁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 연도에 강수량이 감소하면 차년도에 내전 발생 가능
성이 증가하였다. 분석 대상을 사망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한 규모 있는 내전으
로 한정할 경우 강수량이 감소했을 때 해당 연도 및 차년도 모두 분쟁 발생 가
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경향을 설명하는 메커니즘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
다. 저자들은 강수량이 줄어들면 농업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탈을 통해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반군에 가담할 유인이 증가할 수 있으며, 가
뭄으로 인해 빈곤이 악화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경우가 있음을 예로
들었다. 다만 Dunning(2012)은 Miguel, Satyanath, and Sergenti(2004)
의 연구에 대해 경제성장은 농업 분야 성장과 공업 분야 성장으로 세분화될 수
있는데 공업은 강수량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음을 지적하고, 강수량이 적절한
도구변수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6)
Hendrix and Salehyan(2012)은 강수량의 변동성이 분쟁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는데, 강수량이 크게 변화할수록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들은 1979~2008년간 평균 강수량을 기준으로 연구 대상 기간
(1990~2009년) 각국의 연도별 강수량을 정규화하여 강수량 변화가 비폭력적
분쟁(시위, 파업 등), 폭력적 분쟁(폭동, 정부 탄압 등), 교전 등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강수량의 극단적 변화는 모든 종류의 분쟁을 증가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강수량이 1표준편차만큼 증가했을 경우 분쟁 발생 건수는 강수량
이 평균 수준인 해보다 6.1% 증가하지만, 3표준편차 증가하면 분쟁 발생 건수
가 88.2% 증가하였다. 강수량이 3표준편차만큼 적은 해에는 분쟁 발생 건수가
103.5% 증가하였다. 분쟁을 세분화할 경우 폭력적인 분쟁(폭동 등)의 경우 강
수량이 극단적으로 많을 때, 비폭력적인 분쟁(시위 등)은 강수량이 극단적으로
적을 때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전의 경우 강수량이 평균보다 많
을 때 분쟁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강수량이 줄어들면 분쟁 발생 위험도 감소
6) Dunning(2012), pp. 27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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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강수량이 평균보다 2표준편차만큼 많을 경우 분쟁 발생 가능성이 116%
증가했으며, 2표준편차만큼 적을 경우 분쟁 발생 가능성이 50.3% 감소했다.
Theisen(2012) 역시 케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특정 연도의 강수량이 평
균보다 많을 경우 차년도 분쟁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
한 연구들은 강수량이 많을 때 분쟁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Miguel, Satyanath,
and Sergenti(2004)의 연구 결과와 배치된다.
다음으로 기후 변화의 결과로 초래된 자원 희소성이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이 분야의 초기 연구로는 환경적 희소성(environmental
scarcity) 개념을 도입한 Homer-Dixon(1994)을 들 수 있다. 환경적 부족이
란 재생가능한 자원의 부족을 말한다. 이때 재생가능한 자원에는 자연(숲, 물,
오존층)은 물론,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재화(목재, 어류 등) 및 서비스(온
화한 기후, 지역적 수문 순환(hydrological cycle) 등)도 포함된다. 환경적 희
소성은 기후 변화를 포함하여 재생가능한 자원의 질적·양적 감소를 초래하는
환경 변화, 인구 증가, 불평등한 자원 분배로 인해 발생한다. 환경자원 희소성
은 국가의 경제적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인구 이동을 야기하며, 이러한 과정에
서 국가는 약화된다. Homer-Dixon(1994)은 국가가 약화되는 경로를 다양하
게 제시하고 있는데, 사회 지도층의 불만 증가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자원이
부족해질 경우 국가의 전반적인 생산성이 낮아져 엘리트들이 정부로부터 얻는
이윤이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해 엘리트들의 불만이 증가하게 되고 엘리트 파
벌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국가가 약화될 수 있다. 국가가 약화될 경우 쿠데
타, 종족 갈등을 비롯한 집단 간 정체성 분쟁(group-identity conflict) 및 경
제적 박탈로 인한 분쟁(deprivation conflict)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환경
자원 고갈로 인한 이주는 종족 갈등을 발생시킬 위험이 높으며, 경제적 생산성
저하는 경제적 박탈로 인한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 체제의 정당성,
불만 표출 창구의 유무, 불만을 가진 집단의 조직화 여부 등이 분쟁 발생 가능
성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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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환경적 부족의 원인과 영향

자료: Homer-Dixon(1994), p. 31, 그림 2 발췌.

한 예로 이상고온 등의 기상이변 및 가뭄 등의 자연재해는 농산물 작황에 악
영향을 주어 식량 부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식량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Bellemare(2015)는 농산물 가격 변동이 사회적 불안정에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FAO의 옥수수, 쌀, 대두, 밀 가격 지수를 토대로
추정하였다. Bellemare(2015)는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식량 위기(2001~
11년)가 사회적 불안정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자연재해 발생으
로 인한 식량 가격 상승은 사회 불안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적으
로 식량 관련 사회적 불안 자체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식량
가격 변동성 자체는 사회 불안정을 촉발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
해서 Bellemare(2015)는 분쟁 등과 같은 사회적인 불안정 발생에 있어 가격
변동성보다 식량 가격 상승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곡물
의 저가격 유지를 위한 정책 기조, 소비자 곡물 구매 보조금 축소에 대한 조심
스러운 접근 등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Berazneva and Lee(2013)도 식량
가격 상승과 분쟁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2007~08년의 세계적인 식
량 가격 상승이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식량 폭동(food riot)으로 이어지
고 다른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원인을 분석하였다. 식량 가격 상승 시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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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도가 심할수록(인간빈곤지수(Human Poverty Index)가 높을수록), 식
량 생산량이 낮을수록, 공정한 선거 등 정치적 권리가 제한될수록, 집회·결사
의 자유 등 시민적 자유 허용 정도가 높을수록 폭동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발견하였다. 아울러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있을 정도로 도시화가 진
행된 경우에도 폭동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Berazneva and Lee(2013)는
직접적으로 기후 변화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식량 불안이 심
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식량 가격 상승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
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unn and Qian(2014)은 미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전 세계 125개국 분
쟁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미국의 밀 수확 시기가
현물 지원 시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기후 변화에 따른 밀 수
확이 해외 원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연구 결과 미국의 인도
주의적 지원 규모의 증가는 평균적으로 국내 분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기존의 문헌에서도 식량 원조가 증가하는 지역에서 테러 집단이 원조
구호품을 강탈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는데, 인도주의적 원조가
오히려 분쟁 집단의 식량 공급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연구에서도 밝히듯이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식량
원조와 분쟁 간의 기초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Homer-Dixon(1994)이 제시한 환경적 희소성 개념은 환경안보, 기후안보
관련 논의가 발전하는 데 기여하였지만, 그 한계에 대한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
어 왔다. 먼저 코르누코피안(Cornucopian)들은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
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효율적인 시장과 기술발전, 국제무
역 등을 통해 자원 부족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환경적 부족을 주
장하는 연구들은 분쟁을 사회적, 정치적 맥락과 별개로 여기기 때문에 지나치
게 결정론적(overly deterministic)이라고 지적한다.7) Hauge and Elling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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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은 환경적 희소성이 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환경 요
인보다는 다른 정치경제적 요인이 분쟁 발생에 대한 설명력이 더 크다고 지적
하였다. 토양 유실, 삼림 파괴, 물 부족을 겪는 국가가 내전을 겪을 가능성이 있
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규모가 작은 분쟁(사망자 25명 이상)에서 나타나
며, 규모가 큰 분쟁(사망자 1,000명 이상)의 경우 환경적 희소성의 설명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환경적 부족은 총인구 대비 사망자 수 비중
으로 측정한 분쟁의 치열함(severity)에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음을 보이면서,
환경적 희소성이 분쟁의 촉진제(catalyst)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Theisen(2012) 역시 케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토지 및 수자원의 부족보다
는 선거와 같은 정치적 요인이 분쟁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Collier and Hoeffler(2004)는 오히려 자원이 풍부할 경우에 분쟁 발생 가
능성이 더 커지며 소득 불평등은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
다. 이들은 분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원인을 불만(grievance) 요인과 탐욕
(greed) 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전반적으로 불만보다는 탐욕 요인의 설명력이
더 높다고 주장하였다. 탐욕 요인은 다시 반란군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와 반란에 참가하는 데 대한 기회비용으로 구분되는데, 천연자원이 풍부한 정
도는 전자에 해당한다. 자원이 풍부한 정도는 GDP 대비 1차 상품 수출로 측정
하였는데, 이 비중이 높을 때 분쟁 위험이 증가하였다. 단 자원 수출이 증가할
수록 분쟁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아니며, 임계점을 지나 자원 수출 의존도
가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오히려 분쟁 가능성이 낮았다. 이는 자원이 부족할 경
우 분쟁이 증가한다고 주장한 Homer-Dixon(1994)의 연구와 다소 상반된
다. Collier and Hoeffler(2004)는 자원이 풍부해지면 반군 입장에서 자원
약탈(extortion)을 통한 자금 확보 기회가 생겨 반란을 실행하기 용이해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단 Collier and Hoeffler(2004)는 재생가능한 자원(목
재 등)과 재생불가능한 자원(다이아몬드 등)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연구
7) Koubi(2019), pp. 34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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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대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Collier and Hoeffler(2004)는
소득 불평등을 불만 요인으로 분류하였는데, 소득 불평등은 분쟁 발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를 환경적
부족 및 분쟁을 초래하는 주원인으로 지목한 Homer-Dixon(1994)의 주장과
배치된다.
식량의 풍요가 분쟁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있다. Koren(2018)
의 연구는 기후 변화가 식량 부족 현상을 초래해 분쟁을 유발한다는 연구들과
는 다르게 식량 자원의 증가가 이뤄진 지역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식량 공급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분쟁과 식량안보가 어떤 인과관계로 형성
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Koren(2018)은 분쟁과 가용한 식량 사이에 역인
과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쟁으로 인해 식량이 줄어들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권 율 외(2019)는 국제사회의 취약국 지원 현황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
고 우리나라의 취약국 지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수립하였다. 특히 분쟁국, 자연
재해에 취약한 국가 등이 취약국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광의의 범위에서
원조 정책의 취약국 지원 성과를 분석하였다.

3.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본 연
구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44개국을 대상으로 격자형 그리드 단위 수준에서
기후 변화가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국내 첫 연구이다. Adams

et al.(2018)이 제기하고 있듯이, 지금까지의 기후 분쟁 연구는 분쟁이 많이 발
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일명 표본 편향(Sampling
bias)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
카 전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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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선행 연구는 아프리카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국가 단위 수준에서의 분쟁 발생을 살펴보았으며 이와는 반대로 그리드 단위에
서 분석된 연구는 한 개 국가를 대상으로만 했기 때문에 국별 유사성과 차이점
에 대해 비교하기 어려웠다.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기후 변화와 분
쟁에 관한 선행 연구는 시군 단위(Fjelde and von Uexkull 2012) 국가 단위
(Brückner and Ciccone 2011; Buhaug 2010; Burke et al. 2009; Couttenier
and Soubeyran 2014; Hendrix and Salehyan 2012) 수준에서 이뤄진 경
우가 많으며 픽셀 단위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전체를 분석한 사례는 Harari
and La Ferrara(2013), Maystadt, Calderone, and You(2015)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픽셀 단위 분석
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선행 연구와 달리 분쟁 형태에 따라 시위, 폭동, 교전,
민간인 대상 공격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기후 변화가 분쟁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장기차분법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선행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지닌다.
장기차분법은 기후 변화와 분쟁에 대한 연구에서는 많이 이용되지 않았으며 농
가의 기후적응 임계점을 넘어서는 기후 변화의 발생에 따른 농업 생산성 변화
를 분석하기 위해 Burke and Emericks(2016), Mérel and Gammans(2021)
가 사용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온과 강수량의 단기적 변화가 분쟁에 미
치는 영향과 함께 중장기적인 분쟁 발생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장기
적인 기후 변화가 분쟁 발생 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분쟁 발생과 농업 생산성을 연관 지어 기후 변화에 따른 분
쟁 발생 시 국내 생산성 변화가 미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대체로 농업에 의존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고 그
중에서도 경종, 축산 등으로 나뉘고 있다. 최근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기후 분쟁인 다르푸르 분쟁과 차드호수 분쟁은 모두 기후 변화로 인한 수자원
부족에 따라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지역민들 간의 갈등이 분쟁으로 격화되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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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기후 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성 저하에 따른
소득 감소가 역내 갈등과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관시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아프리카 내 분쟁의 다양한 요인 중에서도 기후 분쟁
의 원인과 이에 따르는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기후 변화가 농업과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기후 변화 개발협력 전략 도출 시에 유용한 자료
로 활용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기후 변화와 아프리카 농업, 분쟁에 관해 경제학적인 방법
론을 이용해 분석하는 국내 첫 연구이며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 아프리카 국가 간 기후 변화 적응 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
리나라는 그동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관계에 있어 농업, 보
건, 교육 등 전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대한 협력을 주로 해왔다. 그러나 최근
그린뉴딜과 같은 새로운 정책 기조와 함께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적응 공조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기후적응 논의, 특히 농업과
분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농업 생산성 분
석을 위해 이용한 FAO의 통계 자료는 국별 평균치로 구성되어 있어 국가 내 생
산성 차이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
조건의 변화는 국내 평균치 자체로도 의미가 있으나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별
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후속 연구에서 지역 혹은 그리드 단위
생산성 자료의 이용을 통해 기후 변화의 영향을 분석할 경우 보다 의미 있는 결
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해서 기후 변화가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의 경우, 분쟁 발생 확률이 동일
하다는 전제하에 분석을 실시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분쟁 발생 확률은 이전의
분쟁 발생 횟수나 기상이변 발생 빈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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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 분쟁 발생에 있어서도 특정 국가가 가진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동일한
기후 조건에 노출되었다 할지라도 동일한 확률로 분쟁이 발생되었다고 가정하
기 어려운 경우 발생한다. Gelman et al.(2004)의 베이지안 임의효과 분석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집단 간 분쟁이 동일한 기후 변수에 다르게 반응
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 고려할 수 있을 만한 방법론일
것으로 생각된다(Hsiang, Burke, and Miguel 2015b).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기후 변화 영향
권에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기후 변화가 심화될수록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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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기후 변화 추세와 대응

1. 기후 변화 추세
2. 국제사회 및 아프리카의 적응 논의
3. 기후 변화 적응 개발원조 현황

본 장에서는 1981년 이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기후 변화 추세를 분석하고
국제사회의 기후적응 협력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는 기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강수량 변동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천수 농업(rain-fed agriculture)에 의존하는 농민들이 파종
기에서 수확기에 이르는 경작 기간의 강수 시기를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
번히 발생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최근 기후 추세에 대
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공여국과 아프리카 차원의 대응 전략에 대해 요약함으
로써 한·아프리카 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기후 변화 추세
기후 변화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격자형 그리드 형태로 되어 있는 기후
자료를 아프리카 국별 지역과 매칭해야 한다. 기후 자료는 격자 형태로 구성되
어 있으나 격자 내의 중심점이 해당 격자의 위도 및 경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
에 격자 내 모든 점을 지역별 행정 구역과 정확히 일치시키기에는 한계가 존재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측 지역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중심점의 행정 구
역과 관측 지역 중심의 정보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기후 자료와 행정 구역 자료
를 결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격자 그리드 단위 분석을 실시하기 때문에 기후
관측 지역과 행정 구역을 일치시킬 때 지역 면적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
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후 자료는 UC 산타바바라 Climate Hazards Center
에서 발간한 CHIRTS(Climate Hazards Center InfraRed Temperature with
Station Data)와 CHIRPS(Climate Hazards Center InfraRed Precipitation
with Station Data) 자료, 그리고 델라웨어대학교에서 발간한 월간 평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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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및 강수량 자료이다. CHIRTS와 CHIRPS 자료는 각각 0.05°×0.05°(약
5.5km×5.5km) 단위 격자 그리드별 기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기온 자료의
경우 1983년에서 2016년까지 그리드별 최고 및 최저 기온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지표면 2m에서 관측된 자료를 기준으로 측정된 기온 자
료를 이용하였다. CHIRPS 자료는 일간 및 월간 그리드별 강수량 자료를 제공
하고 있으며 1981~2020년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온 및 강
수량 자료를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계량 분석에서는 1983~2016년으로 시기
를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CHIRTS 기온 자료는 0.25°×0.25°(약
27.7km×27.7km) 단위의 격자 그리드 자료이며 CHIRPS 강수량 자료는
0.05°×0.05° 단위의 격자 그리드별 월간 강수량을 기준으로 하였다.
한편 델라웨어대학교 지리학 및 공간과학과(Geography and Spatial Science)
에서는 Willmott와 Matsuura를 중심으로 1900~2017년에 이르는 세계 월
간 평균 기온 및 강수량을 0.5°×0.5° 그리드 형태로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Masson-Delmotte et al.(2018)에서 제시하는 기간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
로 이상기후를 파악하기 위해 델라웨어대학교의 기후 자료(이하 Udel)를 이용
하였다. Udel 기후 자료는 1900년부터의 기후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대한 중장기 기후 변화를 관찰하는 데 용이하다. 그러나 Udel은
월간 평균 기온과 강수량 자료만 제공하고 있어 최고 및 최저 기온에 대한 파악
하기 어렵고 일별 변화를 알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온 및 강
수량 정보가 제공되는 그리드 면적이 0.5°×0.5°(약 55.5km×55.5km)이기
때문에 NOAA, UC 산타바바라 등에서 발간되는 기후 자료와 비교했을 때 그
리드 면적이 다소 넓어 지역 내 세부적인 기후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
도 있다. 예컨대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 토지 변화 등에 대한 미시적인 현
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리드 면적이 좁을수록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Udel에서 발간하는 자료는 상기 단점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친 기후 자료
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자료가 많이 구축되지 않은 사하라이남 아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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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의 이상기후를 분석하는 데 용이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Udel에
서 발간된8) 1900~2017년 사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월간 평균 기온 및 강수
량 자료를 가지고 이상기후 발생 여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아프리카 기후 추세
1) 기온
도서 국가를 제외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연평균 기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1]은 1951~2017년 사이 사하라이남 아프리
카 연평균 기온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1900~50년 연
평균 기온은 약 24.1°C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7년에는 25.2°C로 67년 사
이에 약 1.1°C 상승하였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1976년까지는 연평균 기
온이 24°C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특히 1994년까지는 연평균 기온
이 24°C 초중반에서 형성되었으며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으나 1995년을 지나
면서 연평균 기온이 25°C에 근접하거나 25°C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ukla

et al.(2019)은 산업화 이전 시기인 1850~1900년 사이와 비교했을 때 평균
기온이 1.5°C 이하로 증가해야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의
증대를 제어할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특히 기후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는
임계점에 대한 정보가 아직까지는 정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나 Shukla et al.
(2019)은 연평균 기온이 1.5°C를 초과할 경우 농업, 해양 생태계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8) Willmott and Matsuura(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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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연평균 기온 추이

주: 실선은 연간 평균을, 점선은 추세를 나타냄.
자료: Willmott and Matsuura(2001) DB(검색일: 2021. 2.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편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평균 기온 추세는 권역별9)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2-2 참고). 권역별 기온이 높은 지역은 서아프리카이며 남부아프리
카의 평균 기온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권역별 기온 증가는 비슷한 양상
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서아프리카 연평균 기온이 27.5°C를 초
과하면서 기온 증가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지역인 서아프리카는 기후 변화에 따라 특히 잠재적 피
해가 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Diedhiou et al. 2018). 이는 특히 사헬 지역
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사헬 지역 서쪽의 가뭄이 심각해질
9) 아프리카연합 분류에 의해 북아프리카(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모리타니, 모로코, 서사하라, 튀니지,
수단), 남부아프리카(앙골라,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공, 잠비
아, 짐바브웨), 동아프리카(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르완다, 소
말리아, 남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서아프리카(베냉,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감비아, 가나, 기니
비사우, 기니, 라이베리아,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토고), 중부아프리카(부룬
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 DR콩고, 적도기니, 가봉) 등 5개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수
단은 최근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소개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북아프리카로 분류하였다. 도서 국가(코
모로스, 세이셸, 카보베르데, 상투메프린시페)는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African Union 온라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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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hukla et al. 2019). 동아프리카와 남부아프리카의 연
평균 기온도 1900~50년 연평균 기온과 비교했을 때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을 기준으로 약 1°C가량 증가하였다. 중부아프리카는 1990년
대부터 급격하게 기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기후 변화가 국별 기
후적응 전략의 실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확률이 높다.

그림 2-2. 권역별 연평균 기온 추이

주: 실선은 연간 평균을, 점선은 추세를 나타냄.
자료: Willmott and Matsuura(2001) DB(검색일: 2021. 2.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권역별 평균 기온 추이는 특정 지역의 기온 변화에 대해 파악할 수 없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그림 2-3]과 [그림 2-4]를 통해 그리드 단위 연평균 기온 변
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림 2-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44 • 기후 변화가 아프리카 농업 및 분쟁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는 전반적으로 기온이 증가했다. 2001~17년 평균 기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평균 기온은 특히 북동부아프리카에서 증가폭이 컸으며 남부아프리카도 소
폭 증가하였다. 또한 케냐, 탄자니아, 잠비아 등 동남부아프리카 국가와 중앙아
프리카공화국, 카메룬 등 중부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기온 증가폭도 다소 낮았다.
지역별로는 해안에 가까울수록 평균 기온의 증가폭이 적었으며 적도 인근에
위치한 지역(우간다, 케냐, DR콩고 등)의 연평균 기온 증가폭이 낮은 편에 속
했다. 그러나 수단과 차드 국경을 중심으로 2001~17년 연평균 기온 증가폭이
높았으며 말라위 남부 지역에서도 기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4 참고). 기온의 증가폭이 높은 지역이 속한 국가의 평균 기온 증가폭 역시
다소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차드, 수단, 남수단은 국가 전반적으로 기온 증가
폭이 높은 편이며 모잠비크도 국가 전반적인 기온 증가폭이 다소 높았다. 특정
지역을 제외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1°C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림 2-2]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림 2-3. 1900~50년 대비 1971~2000년 평균 기온 격차

자료: Willmott and Matsuura(2001) DB(검색일: 2021. 2.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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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1900~50년 대비 2001~17년 평균 기온 격차

자료: Willmott and Matsuura(2001) DB(검색일: 2021. 2.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렇듯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평균적으로 기온이 1°C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동북부와 말라위 일부 지역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사헬 지역을 포함한 서아프리카는 1900~50년 평균 기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폭이 다른 지역과 크게 상이하지 않아 추후 기온 증가에 따른 사
회경제적 영향이 많이 나타날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작물 재배에 있어
최고 기온 임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아프리카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 국가들
과 기온 증가폭이 비슷할 경우 작물 재배 생산성 측면에서 더 많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2) 강수량
1950~2017년 사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평균 강수량은 전반적으로 감소
하였다. [그림 2-5]를 살펴보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연간 평균 강수량은 1950년
1,180mm에서 2017년 1,048mm로 소폭 감소하였다. 특히 1983년과 2005년
에는 각각 891mm와 887mm를 기록하였으며 2000년대 중반까지 강수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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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강수량의 변동성은 농업에
의존하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있어 특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강수
량의 감소는 아프리카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림 2-5.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연간 강수량 추이

자료: Willmott and Matsuura(2001) DB(검색일: 2021. 2.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권역별 강수량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그림 2-6 참고). 서아프
리카의 연평균 강수량은 1970년부터 급감했으며 이후 강수량 변동폭이 다소
큰 것을 볼 수 있다. 연간 강수량 변동폭의 차이는 강수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농업 및 축산업에 종사하는 지역민들의 생산활동
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예년보다 연간 강수량이 많으면
홍수,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여파가 크다. 강수량의 지속적인 감소는 가뭄 발생 확률을 높이기도 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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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유로 서아프리카 강수량의 감소가 가뭄 발생을 촉진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림 2-14]의 권역별 가뭄 지수 추이에서도 나타난다.
동아프리카에서도 강수량이 소폭 감소하였다(그림 2-6 참고). 뿐만 아니라
연도별 강수량 변동폭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편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
로는 동아프리카 전체적으로 연간 강수량이 적은 편이라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동아프리카의 연간 강수량은 서아프리카나 중부아프리카보다 월등히
낮으며 남부아프리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연간 강수량이 적은 에티오피
아,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남수단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고
도가 높은 우간다, 케냐, 르완다 등의 강수량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이렇
듯 동아프리카 같은 권역 내에서도 국가 간 강수량 격차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보다 세부적으로 국별 비교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다. 또한 [부록
표 1-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동아프리카는 우기가 두 차례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동아프리카 주요국의 대우기(main rainy
season)는 2~5월 사이에 3개월 정도 지속되며 6~11월 사이 2~3개월 정도의
소우기(short rainy season)가 진행된다.10)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이모
작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존재하지만 강수량 변동이 두 차례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동아프리카 농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위협요인이다. 실제로 에티오
피아, 에리트레아 등 동북부에 위치한 국가에서는 대우기와 소우기 강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10) 에티오피아 등지에서는 6~9월 사이가 대우기이며 이듬해 2~5월 사이는 소우기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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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권역별 연간 총강수량 추이

서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부아프리카

중부아프리카

자료: Willmott and Matsuura(2001) DB(검색일: 2021. 2.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리드 단위별 강수량 변화 추이는 [그림 2-7]~[그림 2-8]과 같다. 1900~
50년 대비 연평균 강수량이 특히 감소한 지역은 북서부아프리카 지역이다.
1981~2000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연평균 강수량은 1901~50년 대비 전
반적으로 감소했으며 서아프리카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특히 감소폭이 크다(그
림 2-7 참고). 뿐만 아니라 2001~17년 사이 연평균 강수량의 감소는 중서부
및 동남부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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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1900~50년 대비 1981~2000년 연간 총강수량 변화

자료: Willmott and Matsuura(2001) DB(검색일: 2021. 2.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2-8. 1900~50년 대비 2001~17년 연간 총강수량 변화

자료: Willmott and Matsuura(2001) DB(검색일: 2021. 2.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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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강수량의 변동폭이 큰 지역은 동부 및 중부아프리카이다. [그림 2-9]
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별 월평균 강수량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빨간
실선은 1900~50년 사이 월평균 강수량을 나타낸다. 2010~17년 사이 각 연도
의 월평균 강수량을 나타내는 회색 실선이 빨간 실선과 비교해서 큰 차이를 나
타낼수록 1900~50년과 비교했을 때 월평균 강수량의 변동폭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9]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서부나 남부아프리카에 비
해 동부와 중부아프리카의 강수량 변동폭이 전반적으로 크다는 점이다.
남부와 서부아프리카는 우기철의 강수량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그림 2-9 참고). 이를 통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연평균 강수량
이 1900~50년 평균 강수량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남부아프리카의 경우 우기인 11~3월 사이 강수량 변동성이 다소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아프리카 및 중부아프리카에 비해 전반적인 강수량의
변동성 폭은 적었지만 남부아프리카의 강수량 변동폭은 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 종사 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농업 생산에 큰 영향을 받았
을 확률이 높다. 서아프리카 역시 우기인 6~10월 사이 강수량 자체가 줄어들
었을 뿐만 아니라 변동폭도 다소 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아프리카는 평균 기온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 서북부에
위치한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등과 다른 국가 간 기후 여건의 차이가 커 보다
세부적인 분석의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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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1900~50년 평균 대비 2010~17년 월평균 강수량 추이

주: 그래프의 빨간 실선은 1900~50년 사이 지역별 월평균 강수량을 나타내며 회색 실선은 각기 2010~17년 사이 월평균
강수량을 나타냄.
자료: Willmott and Matsuura(2001) DB(검색일: 2021. 2.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이상기후
이상기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업화 이전 시기인 1850~1900년 사이 평
균 기온 대비 최근 20~30년간 기온 및 강수량 변동폭이 얼마나 변했는지 측정
하는 방법이 이상적이다.11) 그러나 1850~1900년 사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에서는 기후 측정이 잘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IPCC(2018)의 방식을 그
대로 적용하기에는 자료가 가지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범위인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1850~1900년 사이 기상 측정소가 거의 없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국가에 대해서만 기후정보가 남아 있다. 또한 IPCC(2018)에서 정의하는

11) Masson-Delmotte et al.(2018), “Global warming of 1.5°C,”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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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산업화 이전 시대의 기후정보를 기준으로 기후 변화를 판단하는 데
에 있어 유럽 위주의 산업화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기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기후정보 중에서 그리드 단위의 정보는 1900년부터 제공되고 있어
1850~1900년 사이의 평균 기온 및 강수량을 도출해 내는 데에 있어 자료의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과거 기간을 1900~50년 사이로 특정하
였으며 최근 시기를 2000~17년으로 특정하였다.
이상기후를 정의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과거의 특정 중장
기 평균 기후와 대비해서 최근 20~30년간 평균 기후가 표준편차의 2배보다 더
차이가 나는지 계산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범위에 의해 과거 기간을
1900~50년으로, 최근 기간을 2000~17년으로 특정하여 식으로 나타내면,

             ±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    는 번째 그리드의 평균 기온과 강수량을,
     는 1900~50년 사이 연평균 기온과 강수량의 표준편차를 나타낸
다. 최근 연도인 t년에 대해서는   로 특정하였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기온의 상승이 하락보다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농업 생
산 등의 경제활동에 더욱 치명적이기 때문에 기온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
을 진행하였다. 특히 기온에 대해서는

                 

가 성립할 경우 열해(extreme heat)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사이의 특정 연도의 평균 기온이 1900~50년 기온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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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낮으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식이 성립할 경우 냉
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냉해보다는 열해의 영향이 더 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열해에 초점을 맞추고 이상기후 발현 일수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권역별로 기후 변화 추세가 다소
상이하고 그 영향도 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전체를
대상으로 이상기후 발현에 대해 분석한 후 권역별(동, 서, 중부, 남부) 추세를
별도로 분석하였다.
강수량의 경우에는 최근의 연평균 강수량이 1900~50년 연평균 강수량 대
비      더 낮으면 가뭄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강수량 감
소에 따른 가뭄 현상은 아래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반대의 경우는 1900~50년 연평균 강수량 대비해서 최근 연도의 연평균 강
수량이 1900~50년 강수량의 표준편차인      보다 많은 현상이다.
이러한 사례는 홍수 등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뭄에 보다 초점
을 맞추고 진행하고자 한다.

1) 폭염 추세
국별 우기인 시기만 대상으로 한 폭염 추세 분석을 통해 사하라이남 아프리
카에서도 폭염 추세가 점차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10 참고).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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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술했듯이 본 연구에서 폭염을 1900~50년 연평균 기온 대비 최근의 연평
균 기온이      보다 더 높을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그림 2-10]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지역의 비율은 최근 들어 급격한 증
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폭염으로 정의할 수 있는 고온을 기
록한 지역의 비율이 매우 낮았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폭염 수준의 고온을 기
록한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2년 이후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1900~50년 연평균 기온 대비 최근의 연평균 기온이     
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한 지역의 비율 역시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
는 1900~50년 대비 연평균 기온이 4°C 이상 증가한 지역이 급증한 것으로 해
석할 수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을 반영하듯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일일 최
고 기온이 32°C를 초과한 연간 일수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그
림 2-11 참고). 1980년대에 일일 최고 기온이 32°C를 초과한 연간 일수는
160일 이하였으나 2016년에 들어서는 180일에 근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온 일수의 증가는 작물 및 가축의 생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작물
마다 상이하지만 대체로 일일 최고 기온이 임계점(옥수수의 경우 29°C, 대두
는 30°C, 면화는 32°C)을 초과할 경우 작물 토지 생산성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Schlenker and Roberts 2009). 이러한 이유로 최고 기온 일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폭염 발생 횟수의 증가는 농업 생산성과 이에 따른 농가 소득에 부
정적인 영향을 줄 확률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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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폭염 발생 추이

주: 본 연구에 포함된 그리드는 연간 7,638개이며 국별 우기인 기간만 포함됨(부록 표 1-1 참고).
자료: Willmott and Matsuura(2001) DB(검색일: 2021. 2.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렇듯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전반적으로 연평균 기온이 증가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열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사항이다. 연간 평균 기온이 32°C를 초과하는 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지역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11]
은 일일 평균 및 최고 기온을 토대로 1983~2016년 사이의 기온 구간 일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2-11]의 상단에 위치한 그래프는 각기 일일 최고 기
온이 19~32°C, 그리고 32°C를 초과하는 연간 일수를 나타내며 하단에 위치한
그래프는 일일 평균 기온이 19~32°C, 그리고 32°C를 초과하는 일수를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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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기온대별 연간 일수 추이

최고 기온이 19~32℃인 연간 일수

최고 기온이 32℃를 초과하는 연간 일수

평균 기온이 19~32℃인 연간 일수

평균 기온이 32℃를 초과하는 연간 일수

자료: UCSB Climate Hazards Center, CHIR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강수량 변동성 추세
강수량 역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우기의 강수량이 감
소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할 만한 요소이다(그림 2-12 참고). 1900~50년 연간
평균 총강수량과 비교했을 때 연간 총강수량이      이상 낮았던 지
역은 평균적으로 30%대를 기록하고 있다. 연간 강수량 변동은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현상이나 2000년대 중반부터 연평균 강수량이 1900~
50년 대비 더 적은 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 들어 강수량 변동성이 증가한 것도 하나의 중요한 현
상이다. 2000년대 이전에도 연간 강수량 변동폭이 컸던 시기가 있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후반의 강수량 변동폭은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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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0년대 들어서는 연간 총강수량이      이상 낮았던 지역이나
     이상 낮았던 지역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등
락을 거듭하고 있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민 입장에서는 강수량을 예측하
기 힘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12. 1900~50년 대비 강수량 변동성 추이

주: 본 연구에 포함된 그리드는 연간 7,638개이며 국별 우기인 기간만 포함됨(부록 표 1-1 참고).
자료: Willmott and Matsuura(2001) DB(검색일: 2021. 2.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사하라이남의 전반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이상기후 발생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Alderman 2010; Vermeulen
2012). 그 이유는 발생 빈도가 높을수록 투자, 자산 축적, 식량안보, 건강,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온 증가 및 강수량
변동성만으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미친 영향에 대해 파악하기 어렵
다. 특히 가뭄은 특정 지역의 기후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기온이나 강
수량 평균치만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수문기상학에서 가뭄 여부를 판단할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수는 파머가뭄지수(PDSI: Palmer Drought Sever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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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준강수 증발산지수(SPEI: Standardized Precipitation Evapotranspiration
Index)이며 이를 활용하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가뭄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다. 가뭄 지수는 기후적으로 필요한 강수량과 실제 강수량을 비교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가뭄 지수를 정량적으로 측정한다. 그러나 Wells, Goddard, and
Hayes(2004)는 PDSI가 지역 간 직접 비교가 어렵다는 사실에 착안해 셀프 캘리

브레이션된(Self-calibration)된 PDSI(sc-PDSI)를 개발하였으며 Barichivich

et al.(2020)은 강수량과 기온 자료를 활용하여 1900~2019년 sc-PDSI를 구
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c-PDSI를 토대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가뭄 심각
성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림 2-13]에서 볼 수 있듯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가뭄 지수는 특히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에 걸쳐 높았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그
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가뭄 위험이 있는 지역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2015
년 이후 다시 소폭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간 약 15% 이상의 지
역들이 경도 이상의 가뭄에 노출되어 있으며 기온 증가는 가뭄 지수를 심화시
킬 수 있다.

그림 2-13. 1951~2020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가뭄 지수 추이

주: 가뭄 지수에 따라 온건(Moderate), 심각(Severe), 극심(Extreme)으로 구분.
자료: Barichivich et al.(2020)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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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가뭄 지수는 지역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그림 2-14 참고). 예를 들
어 동아프리카는 가뭄을 겪는 지역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가뭄과 관련된 지역이 많은 편이다. 이에 반해 서아프리
카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가뭄 지수가 높았으며 가뭄
영향권에 있는 지역의 비율이 높았다. 다만 서아프리카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서는 경도 이상의 가뭄 영향권에 있는 지역이 확연히 줄어들었으며 이는 서아
프리카 국가들의 연간 강수량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남부아프리카의
경우에 가뭄을 겪는 지역 비율이 높았으며 동아프리카와 비슷했다. 뿐만 아니
라 가뭄을 겪는 지역의 비율이 매년 큰 격차로 변화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가뭄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지역은 중부
아프리카이다. 중부아프리카는 기온이 서아프리카나 동아프리카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하면서도 강수량이 대체로 많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가뭄 측면에서 다
른 아프리카 지역에 비해 영향을 덜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지역별 가뭄 지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0년대 이
후에는 동아프리카와 남부아프리카의 가뭄 지수가 대체로 높기 때문에 두 지역
에서 발생하는 가뭄이 농업 등의 경제활동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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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1951~2020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권역별 가뭄 지수 추이

자료: Barichivich et al.(2020)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국제사회 및 아프리카의 적응 논의
기후 변화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 효과 등의 인위적인 요인과
화산 폭발 등의 자연적 요인에 의해 전 지구의 평균 기후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
한다.12) 즉 기후 변화는 강수량 변화, 해수면 상승, 홍수·가뭄, 폭염·한파, 폭
설·냉해, 생태계 파괴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기상이변이 지속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기후가 변화한다. 국제사회는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로부터 대응
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제한하며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
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Climate Change)

12) 국가기후변화적응정보포털(2021b), ｢기후 변화 정의｣,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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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맺었다.13) UNFCCC는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로부터 대응하기 위해 완화
(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이라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다. 완
화란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인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
키는 과정이다. 즉 완화는 온실가스 원 단위를 감소시키고 기술, 생산의 변화를
통해 에너지 집중을 완화하여 구조적 전환을 달성하는 것이다.14) 대표적인 예
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행동이다. 기후 변화 적응이란 현재 일어나고 있거나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해 조정해 가는 과정
이다. 현재 또는 미래에 예상되는 기후의 영향에 대응하여 적합한 행동이나 태
도를 취하고, 피해를 완화하며, 주어진 기회를 이용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
하는 것이다.15) 대표적인 예는 폭염, 폭설,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해서
회복력을 갖고 적응하는 방안이다.

가. 국제사회의 기후 변화 적응 논의 및 전략
기후 변화 적응 논의가 처음으로 등장한 국제사회의 회의는 2001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제7차 기후 변화 당사국총회(COP 7: Conference of
the Parties 7)이다. COP 7 이전 당사국총회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완화를 중
심으로 한 기후 변화 논의가 주를 이루었으며 기후 변화 적응은 개념 및 정당성
(legitimacy)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2001년 IPCC의 제3차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 완화만으로는 기후 변화에 대응
하기 어렵고 기후 변화 적응 조치가 함께 이행되어야 한다고 발표된 후 적응 논
의가 떠오르기 시작하였다.16) COP 7에서는 기후 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
13) 국가기후변화적응정보포털(2021c),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ADP 출범｣,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3).
14) 환경부(2002),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산업계 대응방안｣, pp. 25~2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4).
15) IPCC(2014), “Annexes,” p. 1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1).
16) UNFCCC(2019), “25 Years of Adaptation under the UNFCCC,” p. 1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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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후 변화에 대응 역량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기후행동을 이행하기 위해서
는 기후 변화 적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COP 7은 마라케시 합
의문(Marrakesh Accords)을 채택하고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적응 목표와
구체적인 중점 분야를 제시하였다. 마라케시 합의문의 기후 변화 적응 목표는
‘취약성 및 적응 평가’, ‘적응행동 이행에 대한 역량 구축’ 등이다.17) 마라케시
합의문은 기후 변화 적응을 달성하기 위한 중점 분야로 △ 기후 변화 적응 취약
성 평가 기술 이전 △ 기후 변화 적응 평가 및 실증 계획 수립 지원 △ 자연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기후 변화 취약 지역의 자연재해 예방·계획·대응 역량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18)
마라케시 합의문은 선진국보다 기후 변화 영향에 취약한 개발도상국, 최빈
국, 군소도서국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응행동프로그램(NAPA: National
Adaptation Programs of Action)을 제시하였다. NAPA는 개발도상국이 기
후 변화로 인한 피해로부터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적응 행
동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기후 변화 정보의
수집, 분석, 해석, 보도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기후적응력과 회복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19) 또한 마라케시 합의문에는 최빈국 기금(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을 설립하여 NAPA의 운용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20)
2001년 마라케시 합의문에서 기후 변화 적응 조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
되면서 적응에 필요한 지식, 정보, 모범사례 및 교훈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
였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6년 제12차 기후 변화 당사국총회
(COP 12)는 나이로비 작업 프로그램(NWP: Nairobi Work Program)을 제
시하였다.21) NWP는 기후 변화 적응 기금(Adaptation Fund)의 지원을 통하
17) UNFCCC(2002),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Seventh Session, Held at
Marrakesh from 29 October to 10 November 2001,” p. 1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7).
18) Ibid., p. 35.
19) Ibid., p. 11.
20) Ibid., p. 36.
21) UNFCCC(2007),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twelfth session, held at
Nairobi from 6 to 17 November 2006,” p. 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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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운용된 작업계획으로 기후 변화의 영향, 취약성, 적응행동, 적응 방안 등에
대한 지식, 정보, 평가 등을 지원하여 당사국이 현재와 미래의 기후 변화에 보
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22) 또한 NWP는 모든
당사국, 특히 기후 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이 과학, 기술, 사회경제적 정보 등
을 통해 국가가 적응행동 의사결정을 강화하도록 아홉 가지 중점 분야(△ 방법 및
도구 △ 자료 및 관찰 △ 기후모델링 시나리오 공간적 상세화(downscaling) △ 기
후와 연관된 위험 및 극한 현상 △ 사회경제적 정보 △ 적응 계획 및 실행 △ 연
구 △ 적응 기술 △ 경제적 다각화)를 중심으로 지원하였다.23)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한 제13차 기후 변화 당사국총회(COP 13)
에서 기후 변화 적응 문제가 최우선 사안으로 부상하였다.24) 당사국총회 의장
은 과거 무분별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기후 변화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기후
변화 적응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기후 변화 적응은 기후 변화 영향에 대
응하기 위한 신기후체제의 핵심 분야(완화, 적응, 기술이전, 재정지원 등)에 포함
되며 기후 변화 이슈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였다.25) 신기후체제를 이행하기 위
한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에는 기후 변화 적응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었다. COP 13은 발리행동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장기협력행동
을 위한 특별작업반(Ad-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을 수립하고 △ 완화행동 강화 △ 적응행동
강화 △ 기술개발 및 이전 △ 재정지원 및 투자 활성화 등에 대한 공유비전을 제
시하였다. 장기협력행동을 위한 특별작업반의 적응행동 강화 방안은 기후 변화
에 취약한 당사국이 NWP를 통해 기후 변화 적응 관련 지식, 정보, 평가를 기반

22) UNFCCC(2008),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thirteenth session, held in
Bali from 3 to 15 December 2007,” pp. 5-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2).
23) 국가기후변화적응정보포털(2021a), ｢기후 변화 협약에서의 적응 논의｣,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2).
24) UNFCCC(2008),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thirteenth session, held in
Bali from 3 to 15 December 2007,” p. 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2).
25) Ibid.,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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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적응행동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26) 추가적으로 발리행
동계획에서는 기후 변화 영향과 취약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기후 변화 적응
관련 전문가 참여, 기술이전 등을 확대하고자 했다.27)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기후 변화 당사국총회(COP 16)는 기후 변화
적응이 완화와 같은 수준의 최우선순위를 지닌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기후 변화 적응행동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칸쿤 적응프레임워크(CAF: Cancun
Adaptation Framework)를 채택하였다. CAF는 기후 변화 적응행동 강화와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적응위원회(Adaptation Committee) 신설, 국가적응
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s) 수립, 손실과 피해에 대한 작업 프로그램
(Work Programme on Loss and Damage)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적응위
원회는 당사국의 적응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기구이며 적응 관련 워크숍, 전문
가 집단 회의, 기후 변화 적응 관련 지식 및 정보 등을 활용하여 당사국의 기후
변화 적응에 필요한 기술, 가이드, 정보 등을 지원하였다.28) 국가적응계획은
당사국이 중장기 적응 수요를 확인하고 충족하기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손실과 피해에 대한 작업 프로그램은 자연재
해와 같은 극한기후사상뿐만 아니라 해수면 상승, 평균 기온 상승 등과 같은 점
진적인 변화(slow onset event)로 인한 리스크 관리를 포함한다. COP 16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완화와 기후 변화 적응 관련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설립을 발표하면서 GCF의 기금을
기후 변화 완화와 적응 사업에 50:50 동일한 비율로 배분하고자 했다.29)
2015년 파리에서 개최한 기후 변화 당사국총회(COP 21)는 기후 변화 완화
와 적응이라는 목표로 파리협정을 채택하였다.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을 대상
으로 완화, 적응, 이행수단(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을 포괄하는 기후 변화 대
26) Ibid., p. 6.
27) Ibid., pp. 17-23.
28) UNFCCC(2011),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sixteenth session, held in
Cancun from 29 November to 10 December 2010,” pp. 4-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3).
29) Ibid., pp.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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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방안을 제시하였다.30) 기후 변화 적응 관련 내용은 파리협정 제7조에 별도
로 포함되었다. 제7조 1항에서는 기후 변화 적응에 대한 전 지구적 목표로 적
응 인식 제고, 회복력 강화, 취약성 감소 등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제7조
2항부터 4항까지 기후 변화의 장기적, 전 지구적 대응에 있어 적응이 핵심이라
고 규정하였다. 특히 개발도상국 당사국의 적응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제7조 5항은 적응행동 부문으로, 취약계층·지역사회·생태계를 고려하여 국가
주도적·참여적이며 투명성·양성평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적응행동이 이행되
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 전통지식, 지역정보체계 등을 고
려한 적응행동 수립 및 이행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제7조 6항은 적응지원
부문으로 적응노력 지원과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기후 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제7조 7항
에서는 칸쿤 적응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적응행동 이행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고, 제7조 8항에서는 이를 위해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의 참여가 중
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제7조 9항부터 12항까지에서는 당사국의 국가적응계획
의무적 수립, 적응보고서 정기적 제출 및 국가등록부 기록 등을 포함하였다. 제
7조 13항과 마지막 14항은 제7조의 기후 변화 적응행동을 이행하기 위해 개발
도상국의 국제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31)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담론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도 기후 변화 적응 관련 행동, 교육, 재정지원 등이 강
조되었다.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SDGs
의 열세 번째 목표에는 기후 변화와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에 대응하는 긴급행
동을 이행하기 위한 기후행동을 포함하였다(표 2-1 참고).32) SDGs 13은 모든

30) UNFCCC(2016),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twenty-first session, held
in Paris from 30 November to 13 December 2015,” p.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3).
31) Ibid, pp. 25-27.
32) UN(2021), “Goals 13: Take urgent ac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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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기후 변화 관련 위험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해 기후 변화 적응행동을 국
가의 정책, 전략, 계획 등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SDGs 13은 기
후 변화의 영향, 적응, 조기경보 등에 관한 교육 및 인식 제고 개선과 이를 위한
제도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SDGs 13은 기후 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지원해야 하며 GCF의 재원 운용 개선과 함께 최빈국 및 군소도서국의 기후 변
화 관련 계획·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 개선을 제시하였다.33)

표 2-1. SDGs 13 기후행동 세부 목표 및 하위 지표
세부 목표

하위 지표
13.1.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한 사망, 실종, 피해
를 입은 사람의 수

13.1 모든 국가에서 기후 관련 위험과 자연재해
에 대한 회복력 및 적응력을 강화함.

13.1.2 재난위험경감 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를 채택·이행하
는 국가의 수
13.1.3 국가 재난위험경감전략과 연계하여 지역 재난위
험경감 전략을 채택·이행하는 지방정부의 비율

13.2 기후 변화 조치를 국가의 정책, 전략, 계획
에 통합함.

13.2.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장기전략, 국가적응계
획, 적응보고를 이행하는 국가의 수
13.2.2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13.3.1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국가교육

13.3 기후 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경
보에 대한 교육, 인식 제고, 인적·제도적
역량 개선

정책, 교육과정, 교원교육, 학생평가에 포함된
정도
13.3.2 적응, 완화, 기술이전, 개발행동 등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 체계, 개인 역량배양의 강화를 보고
한 국가의 수

3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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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계속
세부 목표

하위 지표

13.A 기후 변화 완화 조치와 이행의 투명성에
관한 개발도상국의 요구에 따라, UNFCCC
선진 당사국은 모든 원천으로부터 매년
1,000억 달러를 공동으로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2020년까지 이행하며, 조속한 자

13.A.1 2025년까지 약속한 개발도상국 1,000억 달러
지원 공약에 실제 매년 동원되는 금액

금출자를 통해 GCF의 온전한 운용을 시
작함.
13.B 여성, 청년, 지역 공동체, 소외 공동체 등
을 중심으로 최빈국과 군소도서국은 효과
적인 기후 변화 계획·관리 역량 제고를 위
한 체계를 강화함.

13.B.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장기전략, 국가적응계
획, 적응보고를 이행하는 최빈국과 군소도서국
의 수

자료: UN(2021), “Goals 13: Take urgent ac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it impac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7).

그러나 IPCC(2019)에서 밝히고 있듯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SDGs 13을 달
성하기 위해서는 식량안보 관련 목표인 SDGs 2와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예를 들
어 [그림 2-15]에서 볼 수 있듯이 기후완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경우 곡물 및
동물성 식품 가격이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굶주림을 겪는 인구
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
리카의 경우 기후완화 시나리오에 따른 굶주리는 인구 증가율과 기후 변화에
따라 굶주리는 인구 증가율이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적응을 위한 재원 확보, 개발협력사업 강화와 같은 실천 전략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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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기후 변화 완화 시나리오에 따른 상품 가격 및 식량안보 인구 변화

자료: IPCC(2019), p.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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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프리카의 기후 변화 적응 논의 및 전략
아프리카를 포괄하는 최상위 개발 목표인 아프리카 의제 2063(Agenda
2063)은 아프리카가 기후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기후 변화 적응행동이 중요
하다고 강조하였다. 2015년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은 아프리카
의 번영을 위해 아프리카 의제 2063과 일곱 가지 염원(aspirations)을 제시하
였다.34) AU는 제1차 10년 이행 계획(FTYIP: First Ten Year Implementation
Plan)을 채택하고 아프리카 의제 2063 염원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우선순위 분야를 제시하였다(부록 5 참고). FTYIP에서 기후 변화 적응 관련 목
표로 ‘지속가능한 기후와 기후 회복력을 갖춘 경제와 공동체의 기후 회복력과
자연재해 예방 대응’을 제시하였다.35) 즉 아프리카 의제 2063의 아프리카 기
후 변화 적응 목표는 기후 변화 영향으로 취약한 아프리카의 기후 회복력을 강
화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부터 신속하게 대응·대비하며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기후 변화 전략은 조기경보체계 구축, 파트너십 강화, 기후 변화 전
략 일치 등을 통한 기후 회복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프리카 기후 변화 전
략 2020은 아프리카연합과 아프리카지역경제공동체(REC: Regional Economic
Community)가 공동으로 기획한 기후 변화 프레임워크로, 아프리카 의제
2063, 파리협정, SDGs, 아프리카 국가 및 지역별 기후 변화 프레임워크 등을
이행하고 달성하기 위해 채택되었다.36) 아프리카 기후 변화 전략 2020의 목표
는 아프리카의 기후 회복력을 구축하여 아프리카 의제 2063과 SDGs 13을 달
성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기후 변화 전략 2020의 기후 변화 적응 전략은 네 번

34) African Union(2021a), “Agenda 2063: The Africa We Wa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8).
35) African Union(2015), “Agenda 2063: The Africa We Want. First Ten Year Implementation
Plan,” pp. 9-10.
36) UNECA(2020), “Draft Africa Climate Change Strategy 2020-2030,” pp. 7-8,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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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세부 목표인 ‘기후 회복력 구축 및 기후 변화 취약성 감소’에 포함되었다(표
2-2 참고). 아프리카 기후 변화 전략 2020은 기후 변화 적응이 기후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자 아프리카의 최우선 순위 기후 변화 이슈라고 명시
하고 있다.37) 아프리카 기후 변화 전략 2020은 기후 변화 적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 조기경보체계 구축, 지역기후변화센터 설립, 기후 변화 회복
력 구축, 민간 부문 참여 촉진 등을 중점 분야로 제시하였다.38) 아프리카 기후
변화 전략 2020의 달성을 위해서는 주요 이해관계자, 지역경제협력체 관계자,
학계, 국가별 고위급 인사, 시민사회 등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참여가 강조되
고 있다.39)

표 2-2. 아프리카 기후 변화 전략 2020 초안 목표 및 지표
목표

측정 지표
번영 지수(prosperity index) 증가

비전: 아프리카의 기후 회복력 구축

통합 수준 개선
정치적 안정, 평화·안보 지수 증가

전략 목표: 아프리카의 기후 변화 영향 완화

아프리카의 일관되고 조화로운 기후 변화 전략 및 조치

종합 목표: 아프리카의 기후 회복력 구축을 통 REC 및 회원국의 기후 변화 회복력 프레임워크 개발
한 아프리카 의제 2063 달성
세부 목표: SDGs 13 및 파리협정 목표 달성

및 내재화
기후행동을 위한 자원 동원 및 사용
NDC 목표 달성 국가의 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국가 및 지역 차원의

(1) 기후 변화 전략을 이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직(structures)의 수
제도적 역량 구축

REC 및 회원국의 기후 변화 교육 훈련 및 역량 강화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

(2) 지역 및 국가의 기후 변화 전략 조화

검토·조정·개선(update)된 전략의 수

37) Ibid., p. 59.
38) Ibid., pp. 79-82.
39) REC에는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동아프리카정부간개발기구(IGAD),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
(COMESA),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사헬-사하라국가공동체(CEN-SAD), 남부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중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ECCAS), 아랍마그레브연합(UMA) 등이 포함된다. 한·
아프리카재단(2021), ｢아프리카 대륙 개관｣,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3).

제2장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기후 변화 추세와 대응 • 71

표 2-2. 계속
목표
(3) 아프리카 통합

측정 지표
통합된 아프리카의 입장
아프리카를 대변할 수 있는 아프리카연합위원회의 지위 구축
조화로운 회복력 프레임워크 개발 및 구축의 수

(4) 기후 회복력 구축 및 취약성 감소

아프리카연합위원회, REC, 국가 등을 아우르는 아프리카
조기경보체계 운영

(5) 기후 변화 재정 접근성 증대

사용 중인 소득인출(income streams) 수
아프리카연합위원회, REC, 회원국 등의 자원 동원 증대

자료: UNECA(2020), “Draft Africa Climate Change Strategy 2020-2030,” pp. 79-8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7).

3. 기후 변화 적응 개발원조 현황40)
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기후 변화 적응 개발원조 현황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대체로 기후 변화 적응 개발원조 규모가 완화 개발
원조보다 큰 지역이다(그림 2-16 참고). 2011년부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기후 변화 적응 개발원조 규모는 완화 개발원조를 초과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적응 부문 개발원조는 완화 개발원조보다 10억 달러
이상 지원되었다. 이러한 추이는 세계 기후 변화 개발원조 추이와 상반된다. 세
계 기후 변화 개발원조 추이를 살펴보면, 적응 개발원조 규모가 완화 개발원조
보다 크게 작았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 기후 변화 적응 개발원조는
완화 개발원조보다 최소 70억 달러에서 최대 210억 달러 적게 지원되었다(그
림 2-17 참고).
40) 기후 변화 적응 개발원조 현황은 OECD의 “Climate Change: OECD DAC External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3)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가 계산하여 작성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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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적응 개발원조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완화 개발원조보다 많이
공여되는 이유는 기후 변화 취약성이 높고 기후적응력과 회복력이 낮기 때문이
다. UNFCCC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가 기후 변화 영향에 취약하다고 분석했
다.41) UNFCCC는 2020~24년 사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기온이 계속 상
승할 것이며 강수량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연간
해수면 상승은 5mm에 도달하여 세계 해수면 상승 연간 평균인 3~4mm보다
빠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가뭄, 홍수,
폭우 등의 자연재해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기후 변화의 영향
은 아프리카의 농업 생산성 감소, 식량 불안정, 물 부족, 질병 증가 등으로 이어
지고 있다.42) 이러한 기후 변화 영향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해 사하라이남 아프
리카 국가는 기후적응 관련 기술, 재정, 기반시설 등의 확대를 통해 기후 회복
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2-16. 2010~19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기후 변화 적응 및 완화 개발원조 추이

그림 2-17. 2010~19년 세계 기후 변화
적응 및 완화 개발원조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OECD(2021), “Climate Change: OECD DAC
External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3).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ECD(2021), “Climate Change: OECD DAC
External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3).

41) UNFCCC(2020), “Climate Change Is an Increasing Threat to Afric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4).
42) Ibid.

제2장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기후 변화 추세와 대응 • 73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기후 변화 적응 개발원조는 생산 부문 중 농업에 가
장 많이 투입되었다.43)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기후 변화 적응 개발원조의
29.3%가 농업·임업·어업 부문에 지원되었다(그림 2-18 참고). OECD의 기후
변화 적응 개발원조 통계 자료는 농업·임업·어업 등 산업별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지원한 프로젝트 중 60% 이상이 농업개발, 농업정책 및 행정관
리, 농업연구 등에 투입된 것을 보아 농업 부문에 적응 개발원조가 가장 많이
투입된 것을 알 수 있다.44)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기후 변화 적응 개발원조가 두 번째로 많이 투입된 부
문은 물 공급 및 위생이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적응 개발원조 중 17.3%
가 물 공급 및 위생 부문에 지원되었다(그림 2-18 참고). 물 공급 및 위생의 적
응 개발원조는 기초 식수 공급 및 위생, 물 공급 및 위생, 물 정책 및 행정관리
등에 74.5%를 지원하였다. 반면, 기초 식수 공급 및 위생을 둘러싼 훈련 및 교육,
폐기물 관리 및 처리 등의 적응 개발원조는 1% 미만으로 지원이 미비하였다.45)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기후 변화 적응 개발원조 중 경제 기반시설 및 서비
스의 지원은 미비하였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경제 기반시설 및 서비스의
적응 개발원조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적응 개발원조의 8.5%에 불과하였다.46)
경제 기반시설 및 서비스의 적응 개발원조에는 은행 및 금융서비스, 비즈니스
및 기타 서비스, 의사소통, 에너지, 운송 및 저장 등이 포함되는데, 이 중 80%
가 에너지 부문과 운송 및 저장 부문에 투입되었다. 에너지와 운송 및 저장 부
문의 적응 개발원조는 주로 송전 및 배전, 신재생에너지 생산, 운송, 에너지 정
책 및 행정관리, 운송·저장 정책 및 행정관리에 투입되었다. 반면 에너지와 운

43) OECD에서 제공하는 기후 변화 적응 개발원조는 아홉 가지 분야는 △ 사회 기반시설 및 서비스 △ 경
제 기반시설 및 서비스 △ 생산 부문 △ 다부문 및 범분야 △ 물품원조 및 일반프로그램 원조 △ 부채
관련 조치 △ 인도적 지원 △ 공여국의 행정비용△ 기타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44) OECD(2021), “Climate Change: OECD DAC External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3)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및 작성.
45)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및 작성.
46)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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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및 저장 부문의 훈련 및 교육 연구 부문의 적응 개발원조 지원은 1% 미만으
로 낮았다.47)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물품원조와 인도적 지원 적응 개발원조는 단기적인
지원에 집중되었다. 물품원조와 인도적 지원의 적응 개발원조는 식량지원, 긴
급사태 대응 등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문 중심으로 지원하였으며, 기후 변
화 일반 예산 관련 지원, 재난 복구 지원 등 중장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
는 부문에는 지원이 미비하였다.48)

그림 2-18.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기후 변화 적응 개발원조 비중
(단위: %)

주: 1) 기타의 비중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주요 5대 적응 개발원조 지원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 비중의 합을 의미함.
2) 원조 항목 중 부채 관련 조치와 공여국의 행정비용의 값은 0으로 제외하였음.
자료: OECD(2021), “Climate Change: OECD DAC External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3).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기후 변화 적응 개발원조의 규모는 농업 부문과 중
소기업개발 부문의 적응 개발원조 지원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2010년
부터 2019년까지 생산 부문의 적응 개발원조 규모가 2.8배 증가하였는데, 이
중에서 농업·임업·어업과 산업·광업·건설업 부문이 크게 증가하였다. 농업·임
47)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및 작성.
48)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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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어업 부문에서 농업 관련 적응 개발원조가 압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 농경지 토양자원 △ 농업협동조합 △ 농업연구 △ 농업개발 △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부문의 적응 개발원조가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2010년에서 2019년
까지 산업·광업·건설업 부문의 적응 개발원조는 농업·임업·어업 부문과 마찬
가지로 농산업(agro-industry) 부문이 약 20배로 크게 증가하였다. 산업·광
업·건설업 부문의 적응 개발원조 중 중소기업개발 원조 규모는 2010년 118만
달러에서 2019년 2,430만 달러로 약 21배 급증하였다.49)
사회 기반시설 및 서비스의 기후 변화 적응 개발원조 규모는 특정 부문에 집
중되었다기보다는 다양한 부문에서 골고루 증가하였다. 2010년부터 2019년
까지 사회 기반시설 및 서비스의 적응 개발원조 규모가 2.5배 증가했으며 교
육, 정부 및 시민사회, 보건, 물 공급 및 위생, 기타 부문 등에서도 원조가 증가
하였다. 세부 분야를 살펴보면, 교육 부문에서는 교육시설 및 훈련, 고등교육,
직업훈련에 대한 원조가 급격히 증가했다. 정부 및 시민사회 부문의 경우 민주
주의 참여 및 시민사회, 인권, 공공정책 및 행정관리, 여성인권, 지방분권 관련
부문에 대해 원조 공여가 증가하였다. 보건 분야 적응 개발원조는 기초 영양과
기초 위생 개선을 중심으로 원조 규모가 증가했다. 사회 기반시설 및 서비스 부
문에서 물 공급 및 위생 부문은 기초 식수 공급 및 위생, 물 공급 및 위생 등에
가장 많이 투입되었다. 기타 사회 기반시설 및 서비스 분야의 경우 기후 변화
일자리 창출과 기후 변화로 인한 사회적 보호를 위한 지원 규모가 증가하였
다.50) 이렇듯 기후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회 기반시설 및 서비스 전반에
적응 개발원조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49)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및 작성.
50)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및 작성.

76 • 기후 변화가 아프리카 농업 및 분쟁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그림 2-19.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부문 기후 변화 적응 분야별 개발원조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원조 항목 중 부채 관련 조치와 공여국의 행정비용의 값은 0으로 제외하였음.
자료: OECD(2021), “Climate Change: OECD DAC External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3).

나. 국제기구의 기후 변화 적응 개발원조 현황
국제사회는 기후 변화 영향으로부터 취약한 아프리카가 기후 회복력을 구축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지원을 적응 개발원조 공여를 통해 꾸준히 늘려왔다.
2013년 국제기구의 아프리카 기후 변화 적응 개발원조는 16억 6,400만 달러
에서 2019년 60억 9,900만 달러로 약 3.7배 증가하였다.51) 기후 변화 적응
개발 원조를 아프리카에 가장 많이 공여한 국제기구는 세계은행, AfDB, 국제
농업개발기금(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GCF, 지구환경기금(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등이었다(그림 2-20
51) 2013년 이전은 기후 변화 적응기금(Adaptation Fund), 노르딕 개발기금(Nordic Development
Bank), 이슬람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 등이 기후 변화 적응 개발원조를 아프리카에
지원하였으나 원조 규모가 크지 않고 주요 공여기구인 세계은행, AfDB 등이 적응 개발원조를 지원하
지 않아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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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5개의 국제기구가 아프리카에 지원한 적응 개
발원조 규모는 모든 국제기구가 아프리카에 지원한 적응 개발원조의 약 89.1%
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세계은행과 AfDB의 적응 개발원조 비중은 아프리
카에 지원한 모든 국제기구 적응 개발원조 규모의 각각 46.4%, 20.8%로 압도
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52)

그림 2-20. 주요 국제기구의 아프리카 기후 변화 적응 개발원조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ECD(2021), “Climate Change: OECD DAC External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3).

국제기구가 아프리카 기후 변화 적응 개발원조로 가장 많이 지원한 분야는 농
업이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국제기구가 아프리카에 지원한 적응 개발
원조 중 농업 부문 비중이 29.7%로 가장 높았다(그림 2-21 참고). 그중에서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제기구는 △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 농업 수자원 및 토
지자원 관리 △ 농업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했으며 국제기구에서 상기 네 가
지 부문에 공여한 원조 규모는 농업 적응 개발원조의 72% 이상을 차지한다.53)
52) OECD(2021), “Climate Change: OECD DAC External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3)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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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제기구는 적응 개발원조 중 28.6%를 기타 부문에 지원하였으며 비중
으로 따지면 농업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그림 2-21 참고). 그러나 기타 부문에
는 국제기구의 주요 5대 지원 분야인 △ 농업 △ 물 공급 및 위생 △ 기타 다부문
△ 일반 환경 보호 △ 재난 대비 등을 제외한 모든 부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분야로 따지자면 농업 분야에 대한 원조 규모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54)
국제기구가 아프리카에 적응 개발원조를 두 번째로 많이 지원한 부문은 물
공급 및 위생이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국제기구는 아프리카 적응 개발
원조의 18.2%를 물 공급 및 위생에 지원하였다(그림 2-21 참고). 물 공급 및
위생 적응 개발원조가 가장 많이 투입된 세부 영역은 물 정책 및 행정관리와 대
규모 용수 공급 및 위생 시스템 구축이었다. 국제기구는 물 공급 및 위생 적응
개발원조의 88%를 두 분야에 지원하였다. 따라서 국제기구는 사하라이남 아프
리카의 물 공급 및 위생에 필요한 정책과 행정관리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
며 대규모 재정지원과 기술, 역량 지원 등이 필요한 용수 공급 및 위생 기반시
설 구축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55)
국제기구의 적응 개발원조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분야별 적응 개발원조
와 비교하여 재난 대비에 더 많이 지원하였다. 국제기구가 농업, 물 공급 및 위
생, 기타 다부문 등에 지원하는 적응 개발원조 비중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분야별 적응 개발원조와 유사했다(그림 2-18, 2-21 참고). 하지만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재난 대비 적응 개발원조 지원 비중은 1.5%인 데 반해 국제기구의
재난 대비 비중은 6.3%로 비중 측면에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국제기구
는 아프리카에 적응 개발원조를 지원하는 공여국 및 공여기구 중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재난 대비에 할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기구는 기후 변화 영
향으로 인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기후 회복력 강화, 재
난 회복 지원 등의 분야에 재난 대비 개발원조를 지원하였다.56)
53)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및 작성.
54)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및 작성.
55)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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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국제기구의 분야별 아프리카 기후 변화 적응 개발원조 비중
(단위: %)

자료: OECD(2021), “Climate Change: OECD DAC External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3).

국제기구 중 아프리카에 적응 개발원조를 가장 많이 공여하는 세계은행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적응 개발원조 추이와 비슷하게 농업과 물 공급, 위생 부
문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였다. 세계은행의 적응 개발원조 중 농업과 물 공급 및
위생의 비중의 합은 37.2%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그림 2-22 참고). 하지만
세계은행은 여타 국제기구의 분야별 개발원조 지원 추이와는 다르게 기타 부
문, 기타 다부문, 기타 사회 기반시설 및 서비스 등에 많이 지원하는 경향을 보
였다(그림 2-21, 2-22 참고). 기타 다부문의 적응 개발원조는 재난위기경감,
농촌개발, 도시개발 및 관리 등에 투입되었으며 기타 사회 기반시설 및 서비스
의 원조는 사회적 보호와 고용창출 부문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57)
국제기구 중 적응 개발원조를 아프리카에 두 번째로 많이 제공하는 아프리
카개발은행(AfDB)은 농업과 물 공급 및 위생 부문에 압도적으로 많이 지원하
는 경향을 보였다. AfDB의 적응 개발원조 중 약 70%가 농업과 물 공급 및 위
생 부문에 투입되었다(그림 2-23 참고). AfDB가 농업과 물 공급 및 위생 부문
에 지원하는 적응 개발원조 비중은 세계은행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국제기
56)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및 작성.
57)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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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분야별 개발원조 비중과 비교하여도 크게 높았다(그림 2-21, 2-22 참고).
AfDB는 국제기구 및 세계은행의 분야별 개발원조 비중과 다르게 에너지와
비할당 및 비분류(Unallocated/Unspecified)가 주요 5대 부문에 포함되었
다. [그림 2-23]을 보면, AfDB의 적응 개발원조 중 약 8%가 에너지와 비할당
및 비분류 부문에 지원되었다. 에너지 적응 개발원조는 에너지 정책 및 행정관
리 부문에 모두 지원되었다. 비할당 및 비분류 부문은 어느 분류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지만, 프로젝트명을 보면 물 공급 및 위생 개선과 관련된 사업이 가
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비할당 및 비분류 부문에는 관개시설 개
선, 도로 개선, 사회 기반시설 구축, 생물다양성 보전 등의 사업도 포함되었다.58)

그림 2-22. 2013~19년 세계은행 분야별
아프리카 기후 변화 적응 개발원조 비중

그림 2-23. 2013~19년 AfDB 분야별
아프리카 기후 변화 적응 개발원조 비중

(단위: %)

자료: OECD(2021), “Climate Change: OECD DAC
External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3).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ECD(2021), “Climate Change: OECD DAC
External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3).

다. 주요 공여국 및 공여기관의 기후 변화 적응 개발원조 현황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기후 변화 적응 개발원조를 가장 많이 지원한 주요
공여국 및 공여기관은 유럽연합(EU),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었다. 공여
58)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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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및 공여기관이 지원한 적응 개발원조에서 EU와 4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3.8%였다. 특히 EU는 24.5%(2010~19년 누적 적응 원조액 88억 달러)를 차
지하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가장 많은 적응 개발원조를 지원한 공여기관이
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기후적응 원조를 가장 많이 제공한 공여국은 독
일이다. 독일은 57억 달러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지원하였으며 공여국 및
공여기관 원조 중 15.9%를 지원하였다.59)
EU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기후 변화 적응 개발원조가 2016년과 2017년
에 크게 증가한 이유는 농업지원 확대 때문이다. EU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적
응 개발원조는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과 비교하여 유사한 추이를 보였지만
2016년과 2017년에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2-24 참고). 2016년과 2017년
EU의 농업 적응 개발원조는 2015년보다 각각 4.3배, 3배 많은 규모의 원조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지원하였다. EU가 농업 적응 개발원조로 많이 지원한
세부 영역은 농업개발과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였다.60)
EU의 적응 개발원조가 증가한 또 다른 이유는 운송 및 저장, 에너지, 정부 및
시민사회 등의 부문의 지원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2015년 EU는 운송 및 저
장, 에너지, 정부 및 시민사회 부문에 지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6년 운송 및
저장 부문에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2017년에는 정부 및 시민사회 부문에도 지
원하였다. 특히 정부 및 시민사회의 적응 개발원조는 2017년 EU의 적응 개발
원조의 14.2%를 차지하며 중요도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61)
독일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적응 개발원조는 농업, 물 공급 및 위생, 일반
환경 보호 부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2010년 독일의 적응 개발원조는
4,300만 달러에서 2019년 9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고 65% 이상을 농업, 물
공급 및 위생, 일반 환경 보호 부문에 지원하였다. 독일의 농업 적응 개발원조
는 농업개발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농경지 토양자원, 농업교육 및 훈련 부문
59)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및 작성.
60)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및 작성.
61)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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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활발히 지원하였다. 그러나 독일은 EU와는 다르게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의 지원은 미비하였다. 물 공급 및 위생의 적응 개발원조는 물 정책 및 행정관
리가 가장 많았으며 식수 공급 및 위생 시스템 구축, 폐기물 관리 및 처분 관련
사업도 지원했다. 일반 환경 보호 부문은 환경정책 및 행정관리, 생물다양성 중
심으로 지원했다.62)
미국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적응 개발원조는 일반 환경 보호, 식량개발원
조, 물 공급 및 위생, 농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미국의 적응 개발원조
는 EU 및 독일과는 달리 일반 환경 보호 부문에 가장 많이 지원하였다. 미국은
적응 개발원조 중 27.3%를 일반 환경 보호 부문에 지원하였으며 대부분 환경
정책 및 행정관리 부문에 지원하였다. 두 번째로 많이 지원한 식량개발원조의
비중은 약 20%였으며 대부분의 식량개발원조는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으로부
터 식량안보 보장을 위해 투입되었다. 물 공급 및 위생과 농업의 적응 개발원조
비중은 각각 13%, 12.2%를 기록하였으며 주요 지원 분야는 기초 식수 공급 및
위생, 대규모 식수 공급 시스템 구축, 농업개발,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등이었
다. 특이점으로 미국은 물 공급 및 위생과 농업 부문에 일반 환경 보호 부문보
다 작은 규모의 적응 개발원조를 투입하였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물 공
급 및 위생과 농업의 원조 규모는 4억 5,000만 달러로 일반 환경 보호 부문보
다 4,000만 달러 적은 원조가 투입되었다.63)

62)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및 작성.
63)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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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기후 변화 적응 개발원조 주요 공여국
(단위: 백만 달러)

주: EU는 유럽투자은행(EIB)의 기후 변화 적응 개발원조를 제외한 값임.
자료: OECD(2021), “Climate Change: OECD DAC External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3).

라. 한국의 기후 변화 적응 개발원조 현황
한국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기후 변화 적응 개발원조는 [그림 2-25]와 같
다. 2010년 한국은 세네갈의 대규모 식수 공급 시스템 구축(610만 달러), 탄자
니아 모로고로 농촌지역개발(499만 달러), DR콩고 추엔게, 킨샤사의 농촌종
합개발사업(832만 달러) 등을 지원하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총 2,000만 달
러 이상의 적응 개발원조를 지원하였다. 하지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농업
부문의 적응 개발원조는 대부분 10만 달러 안팎의 소규모 적응 ODA 사업 위
주로 진행되어 원조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적응
개발원조의 규모가 변동하는 주요 원인은 물 공급 및 위생 부문 지원의 변동 때
문이다. 2011년 물 공급 및 위생 부문의 적응 개발원조는 대부분 10만 달러 안
팎의 소규모 사업으로 총원조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2012년과 2013년 물 공
급 및 위생 부문의 지원 규모가 증가하여 총원조 규모가 증가하였다.6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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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물 공급 및 위생 사업이 3만 달러 이하로 대폭 줄어들었다. 2015년에는
모잠비크의 수자원개발 마스터플랜 프로젝트(500만 달러) 등을 지원하여 총적
응 개발원조 규모가 2010년대와 유사한 수준인 1,980만 달러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2016년과 2017년 물 공급 및 위생 부문의 적응 개발원조 사업이 다시
10만 달러대 소규모 사업으로 급격히 줄어들어 총원조 규모가 대폭 감소한 것
을 알 수 있다.65)
한국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기후 변화 적응 개발원조는 2018년부터 급증
하기 시작하였다. 적응 개발원조 규모는 2017년 737만 달러에서 2018년 2,800
만 달러로 급증하였다. 2019년 적응 개발원조 규모는 2018년과 유사한 2,790
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적응 개발원조가 증가한 이유는 물 공급 및 위생 관련
시스템 구축 지원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66) 한국은 케냐 분고마주 체퓩-키바
비 식수개발사업(2018~23년, 600만 달러)의 상수도 공급체계 구축 및 상수도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위해 2018년 561만 달러, 2019년 600만 달러를
투입하였다.67)68)69) 또한 2018년 코트디부아르에 상수급수시설 설치 및 보건
교육 등을 위한 아비장 빈민 가정 상수급수연결사업(2018~21년, 590만 달러)
에 약 551만 달러를 지원하였다.70)71)72)
2018년 한국은 우간다 UNICEF 카라모자 지역 초중등학교 식수시설 보급
64) 2012년 한국이 WFP에 식량개발지원으로 200만 달러를 적응 개발원조로 지원한 것도 총적응 개발원
조가 증가한 주요 원인이다.
65) OECD(2021), “Climate Change: OECD DAC External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3)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및 작성.
66)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및 작성.
67) 본 사업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식수원 확보 및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수혜지역 주민의 물 안보 증진 및
수인성 질병 완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68) KOICA(2021), ｢2021 국가별 개발협력사업 발주계획 자료집｣, p. 130.
69) OECD(2021), “Climate Change: OECD DAC External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3)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70) 본 사업은 아비장시 Koumassi Grand Campement 지역 빈민 가정에 상수도 공급시설을 지원한다.
71) 주 코트디부아르 대한민국 대사관(2018), ｢코이카-수자원부 제2차 아비장 식수사업 위한 AR 체결식
개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27).
72) OECD(2021), “Climate Change: OECD DAC External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3)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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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위생교육사업(2018~22년, 800만 달러)에 약 748만 달러를 투입하며 식수
위생(WASH: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프로그램 및 교육 도입, 식
수위생 관련 인식 개선 등을 지원하였다.73)74) 2019년 케냐 UNICEF 투르카
나주 기후 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식수위생개선사업(2019~22년, 700만 달
러)에 55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75) 위의 사업과 같이 한국은 대규모 물 공급
및 위생 기반시설 구축으로 인하여 원조 규모가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 이후 한국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적응 개발원조가 증가한 또 다른
이유는 식량지원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2018년 한국은 기후 변화 영향으로
인한 식량 위기를 겪은 니제르를 지원하기 위해 28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예멘, 케냐, 우간다의 최하위 취약계층 구조를 위한 식량지원사업
(2019~21년, 818만 달러)의 일환으로 케냐와 우간다에 각각 약 273만 달러씩
제공하였다. 니제르, 케냐, 우간다의 식량안보 보장을 위한 긴급 식량지원은 한
국의 적응 개발원조 규모가 증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76)
2018년 이후 한국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적응 개발원조 규모가 빠르게 성
장한 부문은 농업교육 및 훈련이다. 2018년 한국은 녹색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
년고용을 위해 짐바브웨와 시에라리온에 각각 200만 달러를 제공하였다. 2018
년 이전의 농업교육 및 훈련사업이 10만 달러 안팎의 소규모 사업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녹색일자리 사업의 지원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77)

73) 주 우간다 대한민국 대사관(2018), ｢카라모자 지역 초중등학교 식수시설 보급 및 위생교육사업 MOU
체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27).
74) OECD(2021), “Climate Change: OECD DAC External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3)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75)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76)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77)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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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한국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기후 변화 적응 개발원조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ECD(2021), “Climate Change: OECD DAC External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3).

한국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물 공급 및 위생 부문에 가장 많은 적응 개발
원조를 투입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은 적응 개발원조의 44.5%를
물 공급 및 위생 부문에 지원했다(그림 2-26 참고). 물 공급 및 위생 적응 개발
원조의 80% 이상이 기초 식수 공급 및 기초 위생과 물 공급 및 위생 부문에 제
공되었다. 물 공급 및 위생의 적응 개발원조의 15%는 물 정책 및 행정관리와
폐기물 관리 및 처분에 투입되어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프로젝트 수는
물 공급 및 위생 적응 개발원조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즉 기초 식수
공급 및 기초 위생과 물 공급 및 위생사업은 대규모의 프로젝트가 소수로 진행
되었으며 물 정책 및 행정관리와 폐기물 관리 및 처분 사업은 소규모의 사업이
많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78)
한국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적응 개발원조를 두 번째로 많이 투입한 부문
은 농업이었다. 한국의 적응 개발원조 중 27.5%가 농업·임업·어업 부문에 투입
되었으며 이는 물 공급 및 위생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그림 2-26 참고).
농업·임업·어업 부문 중 가장 많이 지원한 분야는 농업이었다. 농업·임업·어업
78)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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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95% 이상이 농업개발, 농업교육, 농업 토지자원, 농업정책 및 행정관
리, 농업 수자원 등의 농업 부문에 투입되었다. 특히 농업개발은 농업·임업·어
업 적응 개발원조의 60%를 차지하여 한국이 농업 부문 중 가장 많이 지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79)
한국의 적응 개발원조는 국제기구와 비교하여 일반 환경 보호 부문을 지원
하는 비중이 매우 낮았으나 생물권보전(Biosphere Protection) 부문의 지원
비중은 높았다. 국제기구 적응 개발원조의 일반 환경 보호 비중은 7.4%이었으
나 한국은 3.4%로 국제기구에 비해서 그 비중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
기구가 환경정책 및 행정관리와 생물다양성 부문에 집중하여 지원한 것과는 달
리 한국은 생물권보전, 환경정책, 환경연구 등에 지원하였다.80)
특이한 점은 한국의 생물권보전 적응 개발원조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
의 일반 환경 보호 적응 개발원조의 규모나 비중이 국제기구와 비교하여 크게
낮지만, 생물권보전 부문의 적응 개발원조는 규모나 비중이 모두 앞섰다. 한국
은 일반 환경 보호 적응 개발원조의 35.5%를 생물권보전에 지원하고 있으며
원조 규모 측면에서도 한국의 생물권보전 적응 개발원조가 국제기구보다 2배
이상 컸다. 한국은 아프리카의 빈곤을 경감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지속가
능한 발전 수단을 구축하기 위한 ‘생물권보전지역 녹색경제사업’에 약 18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81)82) 하지만 국제기구는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이행, 매립가스 포획, 천연자원 관리 등에 10년 동안 약 88만 달러를 지원
하는 데에 그쳤다.83)
한국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기후 변화 적응 개발원조에서 비상사태 대응
원조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한국정부의 비상사태 대응 원조 비중은 5.5% 수준
79)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및 작성.
80)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및 작성.
81) MAB 한국위원회(2016), ｢아프리카 녹색경제사업 제2차 워크숍 개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27).
82) OECD(2021), “Climate Change: OECD DAC External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3)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및 작성.
83)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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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고 있다(그림 2-26 참고). 한국의 비상사태 대응 원조의 66%가 긴급 식
량지원이었고 34%가 구호원조 및 서비스였다. 특이한 점은 2010년부터 2019
년까지 긴급 식량지원은 2회만 제공되었는데, 이는 모두 2019년 예멘, 케냐,
우간다의 최하위 취약계층 구조를 위한 식량지원사업이다(케냐, 우간다에 각
각 272만 달러 제공). 국제기구의 경우, 세계은행은 부르키나파소의 기후회복
력 구축을 위해 2018년 약 336만 달러를 지원하였고, 이슬람개발은행은 2019
년 말리의 홍수, 모잠비크의 태풍, 시에라리온의 홍수 등에 약 70만 달러를 지
원하였다.84) 하지만 국제기구는 비상사태 대응 지원보다 재난 대비 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재난 대비 적응 개발원조는 0.5%로
미비하였으나85) 국제기구는 6.3%를 할애하였다(그림 2-21 참고). 국제기구
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재난 위험 대응 및 대비 시스템 구축에 더 많은 적응
개발원조를 사용하였다. 즉 한국은 재난 및 위험 발생 후 지원하는 반면, 국제
기구는 재난 발생 이전의 예방과 대비 등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26. 2010~19년 한국의 분야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기후 변화 적응 개발원조
(단위: %)

자료: OECD(2021), “Climate Change: OECD DAC External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3).

84)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및 작성.
85)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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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후 변화와 농업 생산성
변화

1. 실증 분석 방법
2. 자료
3. 아프리카 농업 생산 변동 추이
4. 소결

본 장에서는 기후 변화에 따른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농업 생산성과 생산 면
적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기후 변화가 농업 생산 및 농산물 공급 전
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도 국별
주요 작물이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대다수 국가에서 주로 재배하는 곡
물류인 옥수수, 쌀, 수수, 조 등 네 가지 주요 작물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식량농업기구(FAO)의 FAOSTAT 통계 자료와 미국 농무부(USDA)의
PSD 통계 자료를 활용했으며 그리드 단위의 기온 및 강수량 자료를 국별 평균
자료로 변환하였다. 제3장의 분석에 포함된 국가는 도서 국가를 제외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3개국이다.

1. 실증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옥수수, 쌀, 밀, 수수, 조 등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재배되
는 주요 곡물의 단수, 생산 면적, 그리고 생산량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
다. 기후 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미국과 같은 선
진국의 군(county) 단위 농업 생산성에 관한 것이며 분석에 이용되는 자료가
정부 차원에서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주(state) 내에서도 지역 간 차이
에 대한 분석이 용이하다. 그러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미국의 카운티
단위에 해당하는 시군 단위의 농업 관련 자료가 거의 없으며 있더라도 시계열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 및 공급 변화에 대한 분석이
아직까지는 국가 단위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연
구에서도 아프리카 국가 단위 혹은 권역 단위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Lobell,
Schlenker, and Costa-Roberts 2011; Pereira 2017; Schlenker and Lobell
2010).
Schlenker and Roberts(2009), Lobell, Schlenker, and Costa-Rob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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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이후 기후 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주로 비선형 분석이
다. 예를 들어 지역 평균 기온 및 강수량의 제곱값, 유효적산온도(GDD: Growing
Degree Days), 일일 최고 기온 일수에 따른 구간 추정(binned regression)
등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기후 변화가 농업 단수 및 재배 면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비선형함수(Lobell, Schlenker, Costa-Robrts 2011; Burke, Hsiang,
and Miguel 2015a; Mérel and Gammans 2021), 구간 추정(Schlenker
and Roberts 2009; Burke and Emerick 2016; Gammans, Mérel, and
Ortiz-Bobea 2017; Schauberger et al. 2017; Tack, Barkley, and Nalley

2015), 장기변동 회귀분석(Long-differences Approach, Burke and Emerick
2016)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역 및 연도 고정효과 패
널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식 3-1]과 같다. [식 3-1]에서 종속변수인  는
국별 생산 면적, 단수를 나타내며 로그화한 값이다. 국별 평균 기온 및 강수
량 벡터인  ′                 는 각국의 그리드의 평균이며 개별 그리
드     의 연평균 기온과 연간 총강수량은               
로 나타낼 수 있다. 국가 고정효과는   로 나타낸다. 이 외에 변수 와  는
1983~2016년 사이의 시간 트렌드를 나타내고 있으며 연도 고정효과로 볼 수
있다.

     ′             

[식 3-1]

한편 극한 기후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Schlenker and Lobell
(2010)이 아프리카 국가 단위 분석을 실시한 사례를 따라 국별 평균 유효적산
온도를 산출하여 농업 생산성 분석 식에 이용하였다. 극한 기후라고 함은 주로
고온이 작물 재배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며 연간 기온대별 일수를
구간대별로 분류한 후에 추정에 활용할 수 있다. 유효적산온도는 기온 구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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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기온의 구간 초과분을 적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했으며 그리드 단위 자료를
국가 평균으로 집계(aggregate)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부분선형함수인 [식
3-2]에서 기후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추정하였다. 최고 기온을
기준으로 1°C 단위로 유효적산온도인    벡터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식
3-2]에서는 연간 평균 기온 변수는 제외하였다.

                                 

[식 3-2]

부분선형모형은 [식 3-2]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기온 구간을 재설정하여
분석한다. Tack, Barkley, and Nalley(2015)는 미국 밀 단수 추정을 하면서
일일 평균 기온에 대해 0°C, 10°C, 17°C를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분류하고
구간대별 일수를 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효적산온도를 [식 3-2]의 구간대별
일수 대신 이용하여 기온 변화에 따른 밀의 토지 생산성 변화를 추정하였다. 한
편 Schlenker and Lobell(2010)은 유효적산온도 구간을 10~30°C, 30°C 이
상 등 2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아프리카 주요 작물(옥수수, 조, 수수, 땅콩, 카사
바)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Schlenker
and Lobell(2010)의 구간 구분을 따랐다. 첫째, 아프리카 생산성 자료는 미국
의 자료와는 달리 국가 평균치이며 이에 따라 시군 단위 기후조건에 따른 농업
생산성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43개국의 연간 자
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후대별 이질성에 따른 적산온도 구간 구분보다는 평균
적인 자료에 의한 구간 구분이 이뤄진다. 그러나 이 같은 자료의 한계들은 적산
온도 구간 구분에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Tack, Barkley, and Nalley
(2015)의 방법에 의한 구간 구분은 부정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Schlenker and Lobell(2010)의 방법과 같이 0~10°C, 10~30°C, 30°C 이상
등 3개의 적산온도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유효적산온도를 이용한 분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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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바탕으로 시나리오(1°C, 2°C, 4°C 상승)86)별 농업 생산단수 및 재배 면
적을 예측함으로써 기후 변화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농업 생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자료
본 연구의 농업 생산성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FAO의 FAOSTAT과 미국 농
무부(USDA)의 PSD(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자료이다.
FAOSTAT은 FAO에서 발간하는 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보고
서의 근간이 되는 자료이며 1960년 이래 각국의 농업 생산량87), 단수88), 농지
크기89), 농업 종사자 수90) 등 다양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작물별 생산
량을 별도로 집계함으로써 각국의 주요 작물 생산량을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FAOSTAT과 같이 방대한 농업 생산 시계열 자료를 가진 다른
기관이 없기 때문에 국별 농업 생산량 추세 및 국가 간 비교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FAOSTAT은 각국 및 주요 국제기구의 농작물 생산 자료를 바탕으로 확
정치 및 추정치91)를 모두 자료에 포함하는 구조이며 생산량, 생산면적 등을 파

86)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에서 RCP 2.6은 2000년에 비해 2100년에 평균
기온이 0.3~1.7°C 증가한다는 시나리오이며 실질적으로 이루기 어려운 목표로 인식되고 있다. RCP
4.5와 RCP 8.5는 각각 평균 기온이 1.1~2.6°C, 2.6~4.8°C 증가한다는 시나리오이다. Coumou
and Robinson(2013), Waha et al.(2017) 등은 1951~80년 대비 2070~99년 평균 기온을 기준으
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Tack, Barkley, and Nalley(2015)의 방법론을 차용하여
1983~2016년 사이 기온의 상승폭이 각각 1°C, 2°C, 4°C일 경우의 생산성 변동폭 시나리오를 구축
하였다.
87) 농업 생산량은 한 국가의 특정 작물 총생산량을 의미하며 일반으로 톤으로 표시된다.
88) 단수(yield)는 단위 면적 대비 생산량으로 정의되며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농업 생산성을 지칭할 때 가
장 많이 이용되는 형태이다.
89) 농지 크기는 한 국가에서 농업에 이용하는 토지 총면적을 의미하며 작물별 농지 면적은 특정 작물의 재
배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총토지 면적을 의미한다.
90) 농업을 통해 주요 수익원을 창출하는 인구.
91) 해당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농업 생산량 자료가 부재할 시에 추정치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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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각국의 지역 단위 농업 통계
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FAOSTAT은 농업 생산량 파악을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통계 자료이다. 그러나 FAOSTAT은 국내 농업 생산량에 대해서만 제
공하고 있으며 국별 농산물 공급량(생산+수입)에 대한 자료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국별 농산물 수입량을 포함한 공급량의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
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충자료로서 미국 농무부의 PSD 자료를 활용하였다.
PSD 자료는 미국 농무부의 해외농업청(FAS: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경제연구소(ERS: Economic Research Service), 농업지원청(FAS: Farm
Service Agency), 농업유통국(AMS: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등
으로 구성된 세계농업관측위원회(World Agricultural Outlook Board)에서
발간하는 자료이며 월간 자료를 수집하여 공개하고 있다. FAOSTAT이 식량작
물 위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과 달리 PSD에서는 커피, 면화 등의 상품작물에
대한 자료도 제공하고 있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상품작물 생산 및 수출입
추이를 분석하기 용이하다. PSD 자료는 국별 농업 생산량 및 생산 면적뿐만 아
니라 농산물 수출입을 포함한 공급물량, 국내 총소비에 대한 자료도 포함하고
있다. USDA의 PSD 자료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주로 소비되는 곡류 작물
은 포함되어 있으나 고구마, 카사바, 얌 등의 서류 작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FAOSTAT과 PSD 자료 모두 국가 단위 자료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
단위 혹은 지역 단위의 생산성 차이를 분석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농가 혹은 지역 단위 농업 생산량, 농
지 크기와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는 IFPRI의 MapSpam(Spatial
Production Allocation Model)92)이다. Waithaka et al. eds.(2013), Abdulai

et al.(2013) 등과 같이 그리드 단위 작물 생산 면적 및 단수 변화에 대해 연구
한 사례는 있으나 공간 생산 분포 모형(SPAM)에 포함된 자료는 2000년, 2005년,

92) https://www.mapspam.info/(검색일: 202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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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7년 등 4개 연도를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어 연간 단수 및 토지 면
적 변화량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SPAM 자료는 강수량
과 기온 등 기후정보가 반영된 생산량 자료이기 때문에 단기적 기상 이변 혹은
장기적 기후 변화에 따른 생산성 효과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
다. 이에 따라 IFPRI에서도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곡물 생산 및 수급 예측
위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가 한 국가 내에서도 기후 특성이
서로 다른 지역의 생산성 차이에 대해 분석하지 못하는 것은 연구의 한계점이
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USDA PSD와 FAOSTAT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작물 수확
자료를 기준으로 옥수수, 쌀, 수수(sorghum), 조(millet) 등의 곡류를 선택하
였다. 국가마다 작물 수확량의 순위가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
는 4개 작물 수확량이 대체로 가장 많으며 거의 모든 국가가 4개 작물 중 적어
도 한 가지 작물을 주식으로 섭취하고 있다. 플랜틴 바나나, 얌, 카사바 등 곡물
이 아닌 작물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도 많으나, 서류 생산성 측정이나 보고에 있
어 아직까지는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얌, 카사바 등을 생
산하지 않는 국가도 다수 있어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서류를 제외하였다(Kilic

et al. 2021).

3. 아프리카 농업 생산 변동 추이
가. 작물 경작 규모 변동 추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작물 재배 면적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옥수수, 쌀, 그리고 수수의 증가폭이 매우 컸다(그림 3-1 참고). 사하라이
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재배 면적이 넓은 작물은 옥수수이며 재배 면적은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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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약 3,850만 헥타르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7년 이래 옥수수 재배 면
적이 매년 평균 90만 헥타르가 증가하면서 조, 수수 등 이전에 재배 면적이 비
슷했던 작물과의 재배 면적 격차가 1,000만 헥타르 이상 벌어졌다. 옥수수 재
배면적이 급증하게 된 데에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인구 증가와 1인당 소비 증
가로 요약할 수 있다(Santpoort 2020 재인용).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옥수수
생산량의 77%는 사람이 주로 소비하고 있으며 12% 정도만 사료로 이용되고
있다(Smale, Byerlee, and Jayne 2013). 옥수수는 카사바 다음으로 가장 큰
에너지원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특히 남부아프리카는 1인당 연간 옥수수 소비
량이 85kg에 달해 동아프리카 및 서아프리카 1인당 연간 소비량의 3배를 초과
한다(Small, Byerlee, and Jayne 2013). 1인당 소득이 한정된 사하라이남 아
프리카는 인구 증가에 따른 곡물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는 옥수수 수
요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OECD, FAO 2019). 옥수수 재배 면적이 급격히 증
가한 데에는 옥수수 종자 개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Fischer,
Byerlee, and Edmeades(2009)는 곡물 중에서 유전적으로 가장 향상된 작물
은 옥수수이며 특히 방임수분종(OPV: Open Pollinated Variety)의 아프리카
내 보급이 많이 이뤄졌다고 밝히고 있다. 옥수수 품종 보급에 따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옥수수 생산성이 급증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옥수수 재배 면적도 증
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재배 면적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쌀도 마찬가지이다. 쌀의 경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전체 재배 면적이 700만 헥타르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1,300만
헥타르에 달하면서 20여 년 사이에 약 2배 가까이 재배 면적이 증가했다. 사하
라이남 아프리카 쌀 수요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ECOWAS
국가의 1인당 쌀 소비량이 두드러지게 높다.93)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쌀 소

93)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2017. 10. 2), https://www.ers.usda.gov/amber-waves/
2017/october/sub-saharan-africa-is-projected-to-be-the-leader-in-global-rice-imports
(검색일: 202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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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량이 증가하면서 나이지리아, 말리, 기니,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시에라리
온 등을 중심으로 쌀 생산량도 증가했다. 서아프리카 외에 쌀 생산량이 증가한
국가는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등이 있다. 이렇듯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쌀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쌀 재배 면적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밀, 조 등의 작물의 재배 면적은 전반적으로 현상 유지를 하거나 대체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밀은 재배 조건상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재
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밀 재배 면적은 대체로 300만 헥타르 초반
을 유지하고 있다. 조는 1990년까지만 하더라도 재배 면적이 약 1,500만 헥타
르에 달했으며 옥수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재배되는 작물이었다. 그러나 그
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2020년, 전체 재배 면적은 1,900만 헥타르를 조금 초과
하고 있어 불과 400만 헥타르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조 재배 면적은 1998년
정점(2,200만 헥타르)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조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나이지리아, 부르키나파소, 말리, 가나 등 서아프리카 국
가들과 북아프리카 수단인데, 특히 나이지리아의 생산 면적이 급격히 줄어들면
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조 재배 면적도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이지리
아의 조 재배 면적은 2000년 5,900만 헥타르에 달했으나 2020년에는 2,000만
헥타르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니제르(7,000만 헥타르), 말리(2,160만
헥타르), 부르키나파소(1,200만 헥타르), 수단(2,500만 헥타르) 등 4개국의 조
생산 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그림 3-1 참고).
뿌리작물인 카사바, 얌 등의 생산 면적 증가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카사
바, 얌, 고구마 등의 작물은 곡물을 대체할 수 있는 작물로서 연간 생산이 이뤄
지기 때문에 수확기 이후 자가 소비할 수 있는 곡물이 없을 때에 소비하는 작물
들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중요한 작물들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 재배 면적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예를 들어 카사바 재배 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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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100만 헥타르에서 2019년 2,100만 헥타르로 약 2배 증가했으며
얌의 경우에는 2000년 390만 헥타르에서 2019년 872만 헥타르로 2배 이상
증가했다(그림 3-1 참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작물 재배 면적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
며 역내 인구 및 소득 증가에 따른 작물 소비 수요 증가와 맞물려 있다. 그러므
로 기온 증가 혹은 강수량 감소와 같은 기상이변이나 장기적인 기후 변화에 따
라서 작물 재배 면적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는 작물 재배 면적 추이만 가
지고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기온과 강수량 변화가 작물의 생산
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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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1981~2020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작물 재배 면적 변화 추이

자료: FAOSTAT, USDA PSD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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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온 증가에 따른 농업 생산성 예측
본 절에서는 최고 기온의 증가 시 작물별 생산성 증감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
하였다.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한 대표적인 선행 연구는 Tack, Barkley, and
Nalley(2015), Miller, Tack, and Bergtold(2021) 등이 있다. 상기 연구들은
미국의 군 단위 작물 생산성 분석을 토대로 최고 기온의 증가에 따른 생산성 증
감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과 달리 시군 단위 혹은
그리드 단위 생산성에 대한 시계열 정보가 부재하다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 단위의 작물 생산성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
기에는 제약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하라이남 아
프리카 대륙 단위에서 옥수수, 쌀, 수수, 그리고 조 생산성 시나리오를 분석했
으며 추가적으로 권역별 생산성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했다. [표 3-1]~[표 3-4]
는 기후 변화에 따른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작물별 생산성 분석 결과이며 각 작
물별 패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온난화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94)

표 3-1. 기후 변화에 따른 옥수수 생산성 변화
(1)
평균 기온

(2)

(3)

-0.29908
(0.43300)

평균 기온2

0.00440
(0.00864)

94) [표 3-1]~[표 3-4]의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온 및 강수량 등의 기후 변수를 활용한 선행 연구(Carter et al. 2018)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으로서 지역 혹은 국가별로 기온 및 강수량 증감에 대한 반응의 이질성(heterogeneity)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해서 분석을 실시할 경우에는 평균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계수
가 유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해서 경제학적으로 유의하지 않
다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라 통계적 유의도가 없거나 낮더라도 일반적으로 기온 증가에 따른 농업 생산
성 예측을 위한 시나리오 분석을 위해 고정효과 패널분석 결과가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기후 변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모형 선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통계학적인 검증을 위해 몬테
카를로 교차검증(MCCV)과 같은 방법론이 제시되기도 했다(Carter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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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1)
평균 최고 기온

(2)

(3)

-0.12835
(0.12435)

2

0.00181

평균 최고 기온

(0.00182)
연간 총강수량(100mm)
2

연간 총강수량 (100mm)

0.05921**

0.07757***

0.04213

(0.02377)

(0.01961)

(0.02831)

-0.00088

-0.00132**

-0.00046

(0.00073)

(0.00064)

유효적산온도 1~10°C 구간

(0.00088)
-0.07578***
(0.01590)

유효적산온도 10~30°C 구간

0.00023
(0.00042)

유효적산온도 30°C 초과 구간

-0.00051
(0.00042)

빈도 수
2

R

1,203

1,203

1,203

0.680

0.679

0.682

주: 분쟁 발생 지역 및 연도 고정효과 모형이며 표준오차는 지역 단위에서 클러스터된 강건표준오차를 이용. *** p<0.01
** p<0.05 * p<0.1.

표 3-2. 기후 변화에 따른 쌀 생산성 변화
(1)
평균 기온

(2)

(3)

-1.22266***
(0.41007)

2

0.02381***

평균 기온

(0.00813)
평균 최고 기온

-0.47941**
(0.23374)

2

0.00635**

평균 최고 기온

(0.00309)
연간 총강수량(100mm)
연간 총강수량2(100mm)

0.05531**

0.04586*

0.05416**

(0.02597)

(0.02509)

(0.02319)

-0.00081

-0.00061

-0.00081

(0.00066)

(0.00063)

(0.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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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계속
(1)

(2)

유효적산온도 1~10°C 구간

(3)
-0.00017
(0.00100)

유효적산온도 10~30°C 구간

0.00008
(0.00051)

유효적산온도 30°C 초과 구간

0.00021
(0.00049)

빈도 수
2

R

939

939

939

0.621

0.616

0.614

주: 분쟁 발생 지역 및 연도 고정효과 모형이며 표준오차는 지역 단위에서 클러스터된 강건표준오차를 이용. *** p<0.01
** p<0.05 * p<0.1.

표 3-3. 기후 변화에 따른 수수 생산성 변화
(1)
평균 기온

(2)

(3)

-0.18205
(0.31508)

2

평균 기온

0.00450
(0.00641)

평균 최고 기온

-0.21991
(0.17508)

2

평균 최고 기온

0.00326
(0.00258)

연간 총강수량(100mm)
연간 총강수량2(100mm)

0.06889***

0.06598***

(0.02439)

(0.02361)

(0.02641)

-0.00203**

-0.00194**

-0.00226**

(0.00080)

(0.00079)

(0.00087)

유효적산온도 1~10°C 구간

0.07587***

0.03187**
(0.01311)

유효적산온도 10~30°C 구간

0.00026
(0.00030)

유효적산온도 30°C 초과 구간

0.00048
(0.00049)

빈도 수
R2

978

978

978

0.702

0.703

0.703

주: 분쟁 발생 지역 및 연도 고정효과 모형이며 표준오차는 지역 단위에서 클러스터된 강건표준오차를 이용.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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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기후 변화에 따른 조 생산성 변화
(1)
평균 기온

(2)

(3)

0.28344
(0.56679)

2

-0.00418

평균 기온

(0.01033)
평균 최고 기온

-0.09779
(0.18088)

2

0.00134

평균 최고 기온

(0.00241)
연간 총강수량(100mm)
연간 총강수량2(100mm)

0.08713***

0.07708***

0.08531***

(0.02580)

(0.02213)

(0.02789)

-0.00152

-0.00130

-0.00148

(0.00091)

(0.00081)

(0.00091)

유효적산온도 1~10°C 구간

-0.00135
(0.00148)

유효적산온도 10~30°C 구간

-0.00073
(0.00068)

유효적산온도 30°C 초과 구간

-0.00012
(0.00033)

빈도 수
2

R

982

982

982

0.707

0.706

0.707

주: 분쟁 발생 지역 및 연도 고정효과 모형이며 표준오차는 지역 단위에서 클러스터된 강건표준오차를 이용.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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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기온 증가 시나리오에 따른 생산성 변화 예측

옥수수

쌀

수수

조

자료: USDA PSD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시나리오 분석 결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전반적으로 최고 기온의 증가
에 따라 옥수수 생산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는 연간 최고
기온이 각각 1°C, 2°C, 그리고 4°C 증가할 때의 네 가지 작물의 생산성 변화
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각 그래프의 노란 실선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낸다. 최고 기온이 1°C 증가할 때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옥수
수 단수는 평균적으로 약 7% 감소하며 2°C, 4°C 증가할 시 각각 약 13%, 2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옥수수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작물이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단일 작물로는 재배 면적이 가장 넓다. 그러나 옥
수수는 기온이 증가할 경우 쌀, 수수 등 다른 작물에 비해 생산성이 급격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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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도 급격한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기온의 증가에 따라 쌀과 수수의 단수는 평균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쌀은 내열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작물이며 최고 기온이 30°C를 초
과하더라도 일정 수준까지는 생산성이 계속 증가한다(Yoshida, Satake and
Mackill 1981).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중에서도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부아프리카의 단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그림 3-4 참고). 그러
나 이러한 결과가 쌀 재배 면적의 증가를 의미하는 바는 아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가뭄에 영향을 받는 지역은 최근 들어 소
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쌀 소비량이 많은 서아프리카에서는 강수량이 감소
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논벼 재배를 위해서는 관개수로 등 물 관리가 매우 중
요한데, 현재의 여건상 쌀을 재배하기 위해 물을 가두거나 관수로를 설치하는
등의 인프라 정비를 위한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 그러므로 일정 수준까지의 기
온 증가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쌀 생산성 증가에 기여할지라도
쌀 재배 면적 확대에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온 증가에 따른 쌀의
열 스트레스(heat stress)는 서아시아, 중국 동부, 미국 중부 등 여러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쌀 수요 대비 공급량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Teixeira et al. 2013).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에 포함한 작물 중에서는 수수의 생산성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수는 최고 기온이 1°C 증가할 때 단수가 약
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C 증가할 경우에는 단수 증가율이 20%
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중부아프리카 수수 단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이며 중부아프리카 외의 다른 권역
국가들의 수수 생산성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림 3-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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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최고 기온의 증가 시나리오에 따른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내 수
수 생산성 변화는 지역별로 그 격차가 매우 클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
히 수수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 사헬에서 적도 사이에 위치한 나이지리아, 수
단, 에티오피아, 부르키나파소, 탄자니아, 니제르, 말리 등임을 고려한다면 기
후 변화는 서아프리카 및 동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안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Taylor 2003).
마지막으로 조 단수는 기온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를 재배하는 국가는 수수도 많이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서아프리카와 동아
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조가 많이 생산되고 있다. 최고 기온의 증가에 따라
조의 생산성이 감소하게 될 경우 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는 옥수수, 수수
등의 생산성 감소와 함께 가용한 식량 생산량이 급감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고 기온의 증가가 특히 옥수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지역은 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이다. 이에 반해 남부아프리카의 옥수수 단수
는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부아프리카의 경
우 95% 신뢰 구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 넓게 나타나고 있어 역내에서도 기온에
따른 국별 옥수수 생산성 효과가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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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지역별 기온 증가 시나리오에 따른 옥수수 생산성 변화 예측

서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부아프리카

중부아프리카

자료: USDA PSD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한편 쌀 단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지역 내에서도
국가별로 그 효과가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별로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중부아프리카의 쌀 생산성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그 결과가 95% 신뢰 구간을 살펴보면 기온 증
가 효과가 국별로 매우 상이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 장의 서두에서 설명
했듯이 본 연구가 국가 단위 생산량 및 생산성 자료를 이용해서 쌀 생산성 분석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 생산성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
는 분석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권역별로 봤을 때 남부아프리카의 쌀 생산성
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남부아프리카의 평균 기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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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에 비해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으로 보인다. 남부아프리카에
서 내열성 쌀 종자를 재배할 경우 [그림 3-3]의 예측보다는 최고 기온 증가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림 3-4. 지역별 기온 증가 시나리오에 따른 쌀 생산성 변화 예측

서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부아프리카

중부아프리카

자료: USDA PSD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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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지역별 기온 증가 시나리오에 따른 수수 생산성 변화 예측

서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부아프리카

중부아프리카

자료: USDA PSD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그림 3-6. 지역별 기온 증가 시나리오에 따른 조 생산성 변화 예측

서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부아프리카

중부아프리카

자료: USDA PSD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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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후 변화에 따른 농산물 공급 변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주로 소비되는 곡물 중 옥수수, 쌀, 수수 총공급량
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그림 3-7 참고). 그러나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
리카에서는 다른 작물보다 옥수수가 가장 중요한 소비 작물임을 알 수 있다.
1980년 이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옥수수 재배 면적뿐만 아니라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다른 작물에 비해서도 생산량 규모가 가장 크다. 이러
한 측면에서 봤을 때, 기온 증가에 따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옥수수
생산량 감소는 지역 내 식량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더 나아가
SDG 2 목표의 달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높다.
특히 현재 옥수수 재배 면적이 넓은 상황에서 생산성 감소가 본격화되면 사
하라이남 아프리카 전역이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옥수수 수입 규모
의 증대와 같은 옥수수 공급 다변화 혹은 내열성 종자 개발 등 기술개발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옥수수뿐만 아
니라 쌀, 수수, 조 등의 곡물 생산성이 낮아지는 지역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곡물별 종자 개량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
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아프리카 국가인 세네갈 등과 미곡 재배 및 가치 사슬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된 국
가이기 때문에 쌀 종자 개량 및 아프리카 국가와의 쌀 생산 협력사업을 통해 아
프리카 농업 생산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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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 곡물의 공급량 변화

자료: USDA PSD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기후 변화에 따른 옥수수 생산성 감소 효과가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서아
프리카 및 동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식량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옥수수 가
격 급등에 따라 역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해질 가능
성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Bellemare(2015)는 곡물 가격 증가가 사회 불안정
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오히려 식량 가격의 변동성은 시위 등의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즉 계절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농촌 지역 소비층이 이
미 익숙해져 있으며 한시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높아지더라도 가격이 다시 낮아
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의 증가 자체가 시민들의 심리적 불
안정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농산물 가격 자체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효
과와 소득효과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낮은 주민들의 식품 소
비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Bellemare(2015)는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곡물
가격의 증가가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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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주요 곡물, 특히 옥수수와 같은 작물의 생산성이 감소하게 되고 사
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곡물 수입 대체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내 곡
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국내 정세 불안정으로 이어
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까지 옥수수 생산량과 재배 면적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더라도 기후 변화에 따른 생산성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
략 및 행동의 즉각적인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Shukla et al.(2019)에서 예측한 바도 비슷하다.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따
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전반적으로 작물 재배 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
고 있는데 이보다 심각한 것은 목초지 면적의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다(그림
3-8 참고). 서아프리카 차드호수 분쟁이 수자원으로 인해 발생했고, 나이지리
아 중부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유목민과 농경민 간 토지 분쟁으로 인한 것
임을 상기해보면, 목초지의 감소는 농경민과 유목민 간 분쟁을 격화시킬 가능
성이 높다는 것이 [그림 3-8]이 의미하는 바이다. 뿐만 아니라 생계형 농업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작물 재배 면적이 줄어들 경우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넘어서 농민들의 식량안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 역시 하나
의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8.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토지 면적 변화 예측

자료: Shukla et al.(2019), p.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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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가 가지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국가 단위 수준에서의 생산성 예
측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Rippke et al.(2016)의 분석 결과
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였다. 농학계에서는 작물 생산량 예측을 위해 DSSAT
(Decision Support System for Agrotechnology Transfer) 등의 작물모형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Jones et al. 2003). 작물모형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기후 변화에 따른 생산량 모의실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특정 지역에 대한 자료만 포함하고 있기 때
문에 국가 평균적인 변화를 예상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Rippke

et al.(2016)의 작물모형 시뮬레이션에 바탕을 둔 분석 결과를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서 사용하고자 한다.
Rippke et al.(2016)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지역별로 기후 변화에 따
라 대체될 작물에 대해 예측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영향을 받
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작물이 옥수수와 콩이다(그림 3-9 참고). 특히 옥
수수의 경우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 이남까지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동남부아프리카 전역과 중부아프리카의 카메룬도 영향권에 포함되어 있다. 콩
의 경우 서아프리카 쪽 자료가 부재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중부아프리카 전역이
영향권에 포함되어 있을 만큼 기온 증가에 따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받을 식량안보 위협은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이에 따라 Rippke et al.(2016)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옥수수와 콩 대
신 대체될 작물로 수수, 조 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식이 옥수수
인 지역 주민들의 주식을 기계적으로 다른 곡물로 대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
문에 Rippke et al.(2016)의 연구 결과를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을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수수와 콩이 기후 변화에 따라 다른 작물로 대체될 확
률이 높고 생산성 저하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으며 아
프리카 국가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지역 정세 불안정이 심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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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Rippke et al.(2016), Bellemare(2015)의
결과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3-9. 기온 증가 시나리오에 따른 지역별 대체 작물 고려 시기

주: RCP 8.5 시나리오에 따라 작물별로 기후적응을 통해 다른 작물로 대체해야 하는 시기를 그리드 단위로 표시.
자료: Rippke et al.(2016), p.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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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본 장에서는 기후 변화가 아프리카 농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뮬
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각 지역에 대해서도 별도 분석을 실시
하였다. 기온 증가가 옥수수 생산성 하락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되는 가운데, 조 역시 기온 증가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과 수수 생산
성은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기온
증가의 영향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의 경우 작물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 국가들의 평균 기온은 중부나
남부아프리카에 비해 높은 편이며 이에 따라 기온이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동
일하게 증가하더라도 서부와 동부아프리카 국가들이 농업 생산성 측면에서는
더 취약한 위치에 있을 것이다. 특히 동아프리카가 옥수수를, 서아프리카가 쌀
과 수수를 주로 소비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각 지역에서 해당 작물의 생산성
하락이 예상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역내 도로 인프라 구성 등
곡물 물류 이동을 위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지 않고 농가 대부분이 소규모 자
급영농 형태로 작물 소비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온이 아프리카 작황에 미
치는 영향은 농식품 소비와 식량안보 문제로 번질 것이다. 또한 역내 농산물 생
산성 감소는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농민들은 농업 생산량 감
소와 식품 소비량 감소라는 이중고에 시달릴 확률이 높다. 제4장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량 감소, 농산물 가격의 상승, 그리고 생
산 여건의 악화는 분쟁 발생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대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농업 협력에 있어서도 기후 변화라는 변수에 대해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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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역별 주요 분쟁 발생 현황
본 장에서는 교전뿐만 아니라 비폭력 시위, 폭동, 민간인 대상 공격 등 다양
한 형태의 분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전쟁이나 반
란 등 완전한(full-blown) 무력 충돌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갈등 상황을
포함하는 것은 기후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다. 교
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내전을 들 수 있는데, 사회에 불만이 있는 세력이 있다
고 해도 내전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반란이 일어나 내전이 촉발되려면 상
당한 비용을 감수하고 내전을 일으키려는 반군이 있어야 한다. 반군이 성공적
으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불만을 가진 자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조직화하
고, 장기간 반란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많은 경우에 특정 집
단 내에 혹은 사회 전반에 불만이 팽배하더라도 이것이 반란으로까지 이어지기
는 어렵다.95)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불만은 내전보다 규모가 작고 덜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출되게 된다. 따라서 내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비폭력적 분
쟁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회에 내재된 갈등 요소를 보다 잘 포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 분쟁을 언급할 때에는 [표 4-1]에 정리
된 바와 같이 교전, 시위, 폭동, 민간인 대상 공격이 포함된다.
분쟁 데이터는 Armed Conflict Location & Event Data Project(ACLED)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ACLED 데이터베이스는 사망자 수 하한
선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폭력 시위를 포함한 모든 분쟁을 데이터베
이스에 기록하고 있다. ACLE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종류의 분쟁 중 본 연구
에서는 교전, 민간인 대상 공격, 시위, 폭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교전에는 조직
화된 무장단체 간의 무력 충돌이 포함된다. 이때 ‘조직화된 무장단체’란 공동의
어젠다, 정체성, 정치적 목적하에 응집력 있게 행동하면서 무기를 사용하여 반

95) Hendrix and Salehyan(2012),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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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진영에 타격을 입히는 사람들의 무리를 말한다. 국가도 조직화된 무장단체
에 포함된다. 단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간의 분쟁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분쟁 당
사자 양측이 정규군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조직화된 무장단체와 대비되는 개념
은 민간인으로, 정부군이나 반군이 민간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교전이
아닌 ‘민간인 대상 공격’으로 구분된다.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이 폭력을 행사
하지 않고 어떤 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적으로 표출한 경우는 시위로 분류
된다. 이때 시위대에 대한 폭력적 진압의 유무에 따라 분쟁 세부 유형은 정부가
진압한 시위와 과잉 진압한 시위로 세분화된다. 시위대가 폭력에 가담한 경우
는 폭동으로 분류된다.96)

표 4-1. 연구에서 다루는 분쟁의 종류
일반 분류

분쟁 유형
교전

폭력 사건

민간인 대상
공격
시위

집회
(Demonstrations)

(Protests)
폭동
(Riots)

분쟁 세부 유형
무력 충돌
성폭력
공격
납치·강제 실종
평화 시위
정부가 진압한 시위(심각한 부상자 미발생)
정부가 과잉 진압한 시위
폭력 집회(도로 점거, 반달리즘 등)
집단 폭력(시위대가 시민, 무장단체, 다른 시위대 등과 충돌)

주: ACLED는 이 외에도 원거리 공격 및 폭발, 전략적 발전 등의 분쟁 유형에 대한 데이터도 제공하나, 연구주제와 거리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음.
자료: ACLED(2019), “Armed Conflict Location & Event Data Project(ACLED) Codebook,” p. 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3. 31)의 표를 일부 발췌.

본 연구에서는 1997~2020년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15만 6,115건
의 분쟁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표 4-2 참고). 해당 기간 가장 많이 발생한 분
쟁 유형은 민간인 대상 공격으로, 총분쟁 발생 건수의 34.9%를 차지하였으며,
96) ACLED(2019), “Armed Conflict Location & Event Data Project(ACLED) Codebook,” pp. 8-1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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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전이 뒤를 이어 31%를 차지하였다. 가장 발생 빈도가 적은 유형은 폭동으로
13.3%를 차지하였다. 권역별로 분쟁 발생 건수를 비교해보면 동아프리카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97) 20년간 7만 939건의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해당 기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전체에서 발생한 분쟁의
45.4%에 해당한다. [그림 4-1]을 보면 특히 소말리아, 부룬디, 수단에서 분쟁
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서부, 중부아프리카 순으로
분쟁 발생 건수가 높았으며, 남부아프리카는 분쟁 발생 빈도가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 유형별 분쟁 발생 현황을 비교할 경우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부 및
동아프리카는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교전과 민간인 대상 공격이 각각 전체 분
쟁의 40%가량을 차지하였으며, 폭동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
부아프리카는 시위(41.2%) 및 폭동(31.7%)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교전은 1.5%에 불과해 중부 및 동아프리카와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표 4-2
참고). [그림 4-1]을 보면 폭동은 남부아프리카의 여러 국가 중에서도 거의 남
아공에 집중된 것을 볼 수 있다. 서아프리카는 민간인 대상 공격의 비중이
32.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시위가 27.5%, 교전이 25.3%를 차지하였다.
서아프리카는 분쟁 유형 간 편차가 가장 적었으며, 네 종류의 분쟁이 고루 발
생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교전과 민간인 대상 공격은 주로 나이지리아,
말리, 라이베리아에 집중되어 있고 그 외 지역에서는 시위와 폭동이 많이 발생
한 것을 볼 수 있다.

97) 권역 구분은 기본적으로 ACLED의 구분을 따랐으며, 북아프리카로 분류된 수단만 본 연구에서 동아
프리카로 편입시켰다. 남부 아프리카에는 남아공, 레소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보츠와나, 짐바브
웨, 잠비아가 포함되며, 동아프리카에는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탄자니아, 케냐, 부룬디, 르
완다, 소말리아, 우간다, 에티오피아, 남수단, 수단, 지부티, 에리트레아가 포함된다. 중부아프리카에
는 앙골라, DR콩고, 콩고, 가봉, 적도기니,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중아공), 차드가 포함된다. 서
아프리카 국가로는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가나, 토고, 베냉, 시에라리온, 기니, 부르
키나파소, 말리, 기니비사우, 니제르, 세네갈, 감비아, 모리타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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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아프리카 권역별 분쟁 유형별 발생 빈도 및 비중(1997~2020년, 누적)
(단위: 건, %)

구분

시위

폭동

민간인 대상 공격

계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48,392

31.0

32,620

20.9

20,693

13.3

54,410

34.9

156,115

100

중부

11,403

41.2

3,175

11.5

2,040

7.4

11,046

39.9

27,664

100

동부

27,700

39.0

10,585

14.9

6,297

8.9

26,357

37.2

70,939

100

남부

328

1.5

9,088

41.2

6,995

31.7

5,629

25.5

22,040

100

서부

8,961

25.3

9,772

27.5

5,361

15.1

11,378

32.1

35,472

100

아프리카

권역

교전

자료: ACLED DB(검색일: 2021. 4.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4-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분쟁 발생 현황(1997~2020년, 누적)

자료: ACLED DB(검색일: 2021. 4.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교전, 시위, 폭동, 민간인 대상 공격 건수의 총합을 기준으로 상위 20개국을
선정하여 연도별 분쟁 발생 빈도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4-2]와 같다. 누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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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기준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는 동아프리카의 소말리아로, 2000년대
후반부터 분쟁이 증가하여 최근에는 매년 2,000건가량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
다. 이어서 누적 분쟁 발생 건수가 많은 나이지리아와 DR콩고는 2010년대 들
어 정세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각각 3,000건 가
까이 분쟁이 발생하였다. 역시 2010년대부터 분쟁이 증가한 남아공도 2012년
부터 매년 연간 1,000건 이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다만 [그림 4-1]에서 살
펴보았듯이 남아공에서 발생한 분쟁은 대부분 시위와 폭동이다. 권역별로는 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상위 분쟁 발생국에 대거 포진해 있으며, 수단, 부룬디, 남
수단, 에티오피아 등에서 최근 5~6년간 분쟁이 많이 발생하였다. 서부에서는
말리, 부르키나파소 등 사헬 지역 국가, 중부에서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
국에서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 중부아프리카의 앙골라와 서아프리
카의 시에라리온은 1990년대 후반 분쟁이 많이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비교적
안정된 상황이다.

그림 4-2. 분쟁 발생 상위 20개국의 연도별 분쟁 발생 추이(1997~2020년)

주: 1) 회색은 데이터가 없는 연도이며, 상위 20개국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들은 대부분 연간 분쟁 발생 건수가 500건 미만임.
2) 남수단은 2011년 독립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 데이터가 없음.
자료: ACLED DB(검색일: 2021. 4.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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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에서 살펴본 누적 분쟁 발생 건수를 분쟁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국
가별로 발생 빈도가 높은 분쟁 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분쟁 유형이 교전
및 민간인 대상 공격에 집중된 국가들이 있다. 소말리아와 부룬디는 교전 및 민
간인 공격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시위 및 폭동 발생 건수는 적은 편으로 [그
림 4-3]보다 [그림 4-4]에서 순위가 다소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남수단의 경
우 이 차이가 더 극단적으로, 교전 및 민간인 공격 기준으로는 아프리카 국가
중 6위이지만, 시위 및 폭동은 상위 20개국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적게 발생
하였다. [그림 4-2]에서 1990년대 후반에 정세가 불안했으나 최근 안정된 것
으로 나타난 앙골라와 시에라리온 역시 [그림 4-3]에는 포함되었으나 [그림
4-4]에서는 상위 20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즉 과거 발생한 분쟁은 교전과 민
간인 대상 공격 위주였고 시위 및 폭동은 많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시위 및 폭동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국가들도 있다. 남아공의 경
우 교전 및 민간인 공격 발생 건수 기준으로는 18위에 불과하나, 시위 및 폭동
의 경우 아프리카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차이도 압
도적이다. 이와 유사하게 기니의 경우도 [그림 4-4]에서 시위 및 폭동 건수 기
준으로는 상위 10위이나, [그림 4-3]에서는 상위 20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림에 포함되지 않은 누적 분쟁 발생 건수 하위 국가들에서도 분쟁이 특정 유
형에 편중된 경우들이 관찰된다. 보츠와나는 교전 및 민간인 공격이 발생한 해
가 거의 없는 반면 시위와 폭동은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에리트레
아는 교전 및 민간인 공격은 거의 매년 발생한 반면, 시위 및 폭동은 아예 없었
던 해가 훨씬 더 많다.98)
반면 모든 유형의 분쟁이 많이 발생한 국가들도 있다. 나이지리아, 수단, DR
콩고는 분쟁 유형과 관계없이 [그림 4-2]~[그림 4-4]에서 상위 5위 안에 포함
되었다. 이러한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정세가 불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분쟁이 특정 국가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분쟁 유형을 막론하고 누적 분쟁 발생
98) ACLED DB(검색일: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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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하위에 속한 국가들(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국가들)은 분쟁이 전혀 발생하
지 않은 해가 많다.

그림 4-3. 교전 및 민간인 대상 공격 발생 상위 20개국의 연도별 분쟁 발생 추이
(1997~2020년)

주: 1) 회색은 데이터가 없는 연도이며, 상위 20개국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들은 대부분 연간 분쟁 발생 건수가 250건 미만임.
2) 남수단은 2011년 독립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 데이터가 없음.
자료: ACLED DB(검색일: 2021. 4.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4-4. 시위 및 폭동 발생 상위 20개국의 연도별 분쟁 발생 추이(1997~2020년)

주: 회색은 데이터가 없는 연도이며, 상위 20개국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들은 대부분 연간 분쟁 발생 건수가 200건 미만임.
자료: ACLED DB(검색일: 2021. 4.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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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 변화와 분쟁
가. 개요
본 절에서는 기후 변화와 분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앞에서 살펴본
ACLED를 기후 관련 데이터와 함께 매핑하여 비교한다. 지리정보를 이용한 분
석은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어느 지역에서 강한지 시각화할 수 있고, 국가 및
권역별 차이를 비교하는 데에도 용이하기 때문에 실증 분석을 보완해줄 수 있
다. 기후 데이터는 제2장에서 이용한 델라웨어대학교(이하 Udel) 데이터와 자
연재해를 기록하는 EM-DAT(Emergency Events Database)를 활용하였다.
Udel 데이터에 대해서는 앞 장에서 이미 설명하였기 때문에 EM-DAT 데이터
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M-DAT에는 가뭄, 홍수, 태풍, 전염병 및
병충해 등 다양한 유형의 자연재해와 이러한 재해와 함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연도별 및 국가별로 기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EM-DAT 데이베이
스에서 1997~2020년간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한 경우 혹은 식량 부족 및 기근
이 포함된 경우만을 추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기타 사유로 식량 부족이 발생한 6건의 사례는 제외하고, 가뭄 159건과 홍수
830건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식량 부족 및 기근은 주로 가뭄과 함께 발생하
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가뭄이나 식량 부족은 분쟁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표 4-5]와 뒷부분에 나오는 [그림 4-12]에서는 가뭄이 발생한 해 중에
서도 식량 부족 및 기근이 발생한 해만을 별도로 추려서 분석에 활용하였다. 홍
수가 발생했다고 해서 식량이 부족해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 홍수의 경
우 부수적 피해 유형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부수적
피해 유형은 이후에 별도로 분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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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유형별 자연재해 발생 건수(1997~2020년, 누적)
(단위: 건)

재해 유형

가뭄

홍수

기타

부수적 피해 유형

빈도

식량 부족

83

기근

23

농작물 피해

6

열파(Heat wave)

1

기록 없음

46

산사태

71

댐·둑 피해

26

비

16

태풍

8

기타

10

기록 없음

699

식량 부족

6

자료: EM-DAT DB(검색일: 2021. 3. 2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권역별로 자연재해 발생 현황을 비교해보면 [표 4-5]와 같다. 사하라이남 아
프리카에서 가뭄에 가장 취약한 지역은 동아프리카로 누적 가뭄 발생 건수의
절반 이상이 동아프리카에서 발생하였다. 국가별로 가뭄 발생 건수를 확인해보
았을 때에도 에티오피아 등 상위 5개국이 모두 동아프리카 국가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 국가들은 식량 부족 및 가뭄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7~2020
년간 발생한 기근의 절반 이상이 동아프리카에서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가뭄이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아프리카로, 사헬 지역에 위치한 니제르, 모리타니 등에
서 가뭄 발생 빈도가 높았으며, 식량 부족 및 기근도 자주 발생하였다. 세 번째
로 가뭄에 취약한 지역은 나미비아 등이 위치한 남부아프리카로 나타났으며,
중부아프리카는 상대적으로 가뭄 발생 빈도가 낮았다.
홍수 역시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케냐, 에티오피아 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홍수 발생 빈도가 높은 곳은 서아프리카로,
누적 홍수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국가 역시 나이지리아이다. 중부에서는 앙골
라, DR콩고에서 홍수가 자주 발생하였으며, 남부는 상대적으로 홍수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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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가뭄보다는 홍수에
더 취약하며, 권역별로는 동부와 서부에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중부 및
남부는 상대적으로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동아프리
카는 누적 자연재해 발생 건수가 많은 국가 대부분이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정도로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아프리카 권역별 자연재해 발생 빈도 및 비중(1997~2020년, 누적)
(단위: 건, %)

자연재해
가뭄
권역
중부
동부
남부
서부
계

빈도
13
81
30
35
159

부수적 피해
식량 부족 및 기근
빈도
비중
10
8.0
66
52.8
17
13.6
32
25.6
125
100

홍수
비중
8.2
50.9
18.9
22.0
100

빈도
132
363
88
247
830

비중
15.9
43.7
10.6
29.8
100

자료: EM-DAT DB(검색일: 2021. 3. 2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5. 자연재해 발생 건수 상위 국가(1997~2020년, 누적)
(단위: 건)

자연재해
순위
1
3
5
7

8

가뭄
권역-국가
빈도 순위
동부-에티오피아
10
1
동부-모잠비크
10
2
동부-케냐
9
3
동부-소말리아
9
4
동부-마다가스카르 8
5
서부-니제르
8
6
서부-모리타니
7
7
남부-나미비아
6
8
서부-말리
6
9
동부-부룬디
6
10
동부-우간다
6
남부-레소토
6
남부-짐바브웨
6

홍수
권역-국가
서부-나이지리아
동부-케냐
중부-앙골라
동부-에티오피아
동부-소말리아
동부-탄자니아
동부-말라위
중부-DR콩고
동부-모잠비크
동부-우간다
동부-수단

빈도 순위
51
1
50
2
42
41
3
36
35
34
6
33
32
9
30
30

부수적 피해
식량 부족 및 기근
권역-국가
동부-소말리아
서부-니제르
동부-마다가스카르
동부-에티오피아
동부-케냐
남부-레소토
서부-모리타니
동부-모잠비크
서부-말리
동부-말라위

빈도
11
10
8
8
8
6
6
6
5
5

자료: EM-DAT DB(검색일: 2021. 3. 2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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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온
Udel 데이터를 이용하여 1997년~2016년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의 연평균 기온을 시각화해보면 [그림 4-5]와 같다. 전반적으로 사하라 사막에
인접한 서북부 및 동북부 지역의 연평균 기온이 높다. 세네갈에서 에리트레아
까지 이르는 기온이 높은 지역은 건조 기후가 특징인 사헬 지역으로 분류된다.
차드 동부 와디 피라(Wadi Fira) 일부 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31.6℃에 달한다.
전반적으로 남쪽으로 갈수록 연평균 기온이 낮아지며, 남부아프리카는 거의 모
든 지역이 연평균 기온 22℃ 이하의 온화한 기후를 보인다. 남아공 동부 이스
턴 케이프(Eastern Cape) 일부 지역은 연평균 기온이 12.3℃ 수준으로 사헬
지역과 차이가 크다. 동아프리카의 경우 전반적으로는 남부보다 기온이 높은
편이지만, 에티오피아 고원, 킬리만자로(탄자니아) 등 고산지대는 연평균 기온
이 낮다. 에티오피아 북서부 암하라(Amhara) 일부 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10℃ 안팎으로 남부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그림 4-5.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연평균 기온(1997~2016년)

자료: Willmott and Matsuura(2001) DB(검색일: 2021. 2.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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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ED 데이터를 분쟁 유형별로 연평균 기온과 함께 매핑해보면 [그림
4-6]~[그림 4-9]와 같다. 교전의 경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전체를 놓고 평가
했을 때에는 평균 기온이 높은 서아프리카 및 동아프리카에서 교전이 발생 빈
도가 높고, 기온이 온화한 남부아프리카에서는 상대적으로 교전 발생 빈도가
낮았다. 교전 발생 빈도가 높은 말리, 수단, 남수단, 소말리아는 모두 국토의 대
부분이 연평균 기온 28℃를 상회한다. 분쟁이 많이 발생한 여타 서아프리카 국
가들도 국토 대부분이 연평균 25℃ 이상이다. 반면 국토의 상당 부분이 연평균
기온 22℃ 이하인 나미비아, 남아공, 보츠와나, 잠비아, 짐바브웨 등에서는 교
전 발생 빈도가 매우 낮았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외가 많다. 동아프
리카의 경우 앞서 언급한 국가들 외에도 기온이 낮은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에
서도 교전이 많이 발생하였다. 중부의 앙골라와 동부의 에티오피아는 기온이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 모두에서 교전이 발생했으며, 동부의 케냐에서는 국내
에서도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민간인 대상 공격의 경우 교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남부아프리카에서
도 많이 발생하였다. 남아공, 짐바브웨 등에서는 교전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
만 민간인 대상 공격의 발생 빈도는 높았다. 그 외 지역에서는 민간인 대상 공
격 분포가 대체로 교전 발생 분포와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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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교전 분포(1997~2016년, 누적)

자료: Willmott and Matsuura(2001) DB(검색일: 2021. 2. 15) 및 ACLED(검색일: 2021. 4. 15) DB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4-7.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민간인 대상 공격 분포(1997~2016년, 누적)

자료: Willmott and Matsuura(2001) DB(검색일: 2021. 2. 15) 및 ACLED(검색일: 2021. 4. 15) DB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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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의 경우 교전과 달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많이 발생하였으
며, 각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연평균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
을 보였다. 서아프리카의 경우 연평균 기온이 28℃를 초과하는 말리, 니제르
보다는 연평균 기온이 25~28℃인 나이지리아, 가나, 코트디부아르, 감비아,
기니비사우 등에서 시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단 부르키나파소의 경우 기
온이 높음에도 시위 발생 빈도가 매우 높았다. 가나와 나이지리아의 경우 기온
이 높은 북부보다는 기온이 낮은 중남부에서 시위가 많이 발생하였다. 동아프
리카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연평균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 시위가 많이 발생하
였다. 특히 에티오피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소말리아 등은 국내에서도 상대적
으로 기온이 낮은 지역에 시위가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다. 단 수단과 남수
단의 경우는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도 시위가 많이 발생하였다. 남부아프리카의
경우에도 국토 대부분의 연평균 기온이 22~25℃인 보츠와나보다는 연평균 기
온 19℃ 이하인 면적이 넓은 남아공에서 시위가 더 많이 발생하였다. 나미비아
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 시위가 많이 발생했
다. 폭동의 경우 시위가 격화되어 폭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반
적으로 시위와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그러나 시위와 비교할 때 기온이 낮은 지
역에서 폭동이 발생하는 경향이 다소 약화되었다.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등지에서는 오히려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 폭동이 많이 발
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전체적으로는 시위와 마찬가지로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폭동 발생 빈도가 높았다.
시위와 폭동이 주로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는 대도시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의 대도시는 많은 경우 기온
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발달한 경우가 많다(그림 4-5 참고). 서아프리카에
서 시위가 많이 발생한 국가들의 경우 수도 혹은 경제중심지가 해안가에 발달
해 있다. 동아프리카 케냐,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의 수도 역시 국내에서 기
온이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대도시가 발달했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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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어 왔고 경제활동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기온이 온화하다는 것은 기후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주민이
이주할 유인이 되기도 한다. 대도시가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 주로 발달했다는
것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 농촌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기온이 증가하여 농업활동이 어려워질 경우 농촌 인구가 기온이 낮은 지역으로
이주할 유인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목축업자의 경우도 기존 거주 지역의 기온이
높아져 목축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목초지를 찾아 기온이 낮은 지역으로 이동
하거나 목축을 그만두고 대도시로 이주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온이 낮
은 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 자원 부족, 실업률 증
가, 주거지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시위 및
폭동을 촉발할 수 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인력 이동은 국내에서 기온이 낮은
지역으로 이루어지지만, 서아프리카의 경우 이러한 이동이 권역 차원에서도 일
어나고 있다. 권역 내 북부에 위치한 말리, 니제르 등의 기온이 높은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기후가 온화하고 경제가 발달한 나이지리아, 가나, 코트디부아르
등으로의 이민이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인구 이동은 인구가 많이 유입된 국가
내에서 시위를 촉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단 이러한 경향은 모든 국가에 적
용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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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시위 분포(1997~2016년, 누적)

자료: Willmott and Matsuura(2001) DB(검색일: 2021. 2. 15) 및 ACLED(검색일: 2021. 4. 15) DB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4-9.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폭동 분포(1997~2016년, 누적)

자료: Willmott and Matsuura(2001) DB(검색일: 2021. 2. 15) 및 ACLED(검색일: 2021. 4. 15) DB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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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이 높은 지역은 강수량이 적을 경우 가뭄이 발생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그림 4-13]에서 볼 수 있듯이 사하라 사막, 소말리아 등은 강수량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뭄은 농업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농작물 작황을
악화시켜 식량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자원 부족은 교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무장단체들의 민간인 공격 및 약탈도 증가할
수 있다. 농업으로 인해 소득을 창출하기 어려워질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현
지 테러단체 등에 가입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
각 국가별 누적 가뭄 발생 건수 및 누적 분쟁 발생 현황을 시각화해보면 [그
림 4-10], [그림 4-11]과 같다. 가뭄의 경우 국가 단위로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
문에 국가 내 세부적인 분포는 알 수 없다.99) 가뭄이 비교적 자주 발생한 지역
은 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이다. 동아프리카의 경우 해안가 중심으로, 서아
프리카의 경우 사하라 사막 일대를 중심으로 가뭄이 많이 발생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체 현황을 보면, 가뭄이 많이 발생한 국가라고 해서 분쟁 빈도
가 더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쟁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가뭄이 자주 발생하
는 국가들 간 공통점이 있었다. 가뭄이 많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시위·폭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전·민간인 공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뭄이
8회 이상 발생한 니제르, 소말리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등은 [그림 4-11]
에서 볼 수 있는 시위·폭동에 비해 [그림 4-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전·민간
인 공격 발생 빈도가 훨씬 높았다. 가뭄이 6회 발생한 말리의 경우에도 교전·민
간인 공격 발생 빈도가 시위·폭동 발생 빈도를 크게 상회하였다.

99) ACLED의 분쟁 데이터는 포인트 단위이고, Udel 데이터는 0.5°×0.5°(5.5㎞×5.5㎞)의 그리드 단위
로 되어 있는 반면, EM-DAT 데이터는 국가 단위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시각화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다. EM-DAT 데이터는 발생한 자연재해의 위도·경도를 제공하지 않고 정확한 재해 발생 지역에 대
한 정보도 부재한 경우가 많아 특정 국가의 어떤 지역에서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했는지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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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가뭄과 교전·민간인 공격 발생 분포(1997~2020년, 누적)

자료: EM-DAT DB(검색일: 2021. 3. 26) 및 ACLED DB(검색일: 2021. 4.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4-11. 가뭄과 시위·폭동 발생 분포(1997~2020년, 누적)

자료: EM-DAT DB(검색일: 2021. 3. 26) 및 ACLED DB(검색일: 2021. 4.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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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과 분쟁 간 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총분쟁 대비 가뭄·식
량 부족·기근 발생 연도에 발생한 분쟁의 비중을 시각화하면 [그림 4-12]와 같
다.100) 특히 서아프리카의 경우 가뭄과 식량 부족 및 기근이 발생한 해에 분쟁
도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니제르의 경우 전체 분쟁 발생 건수의 절
반에 가까운 46.6%가 가뭄이 발생한 해에 일어났으며, 모리타니의 경우에도
이 비중이 46.3%에 달했다. 말리는 가뭄 발생 빈도 자체는 높은 편이 아니었지
만, 가뭄이 발생한 해에 분쟁도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프리
카의 에리트레아, 모잠비크, 소말리아도 총분쟁 대비 가뭄 발생 연도에 발생한
분쟁의 비중이 높았다. 아울러 [그림 4-10]과 [그림 4-12]를 비교해보면, 가뭄
발생 빈도에 분쟁이 발생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대체로 교전 및 민간인
공격이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뭄 발생 연도에 발생한 분쟁의 비
중이 31% 이상인 말리, 니제르,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
르는 교전 및 민간인 대상 공격 비중이 높았다. 단 나미비아, 모리타니의 경우
시위가 더 많이 발생하였다.
그림 4-12. 총분쟁 대비 가뭄·식량 부족·기근 발생 연도에 발생한 분쟁의 비중(1997~2020년, 누적)

자료: EM-DAT DB(검색일: 2021. 3. 26) 및 ACLED DB(검색일: 2021. 4.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00) 가뭄이 발생한 해 중에서도 식량 부족 혹은 기근이 발생한 연도만을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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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수량
Udel 데이터를 이용하여 1997~2016년간 연평균 강수량을 시각화하면 [그
림 4-13]과 같다. 강수량의 경우 기온에 비해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크다. 강수
량이 특히 많은 지역은 서아프리카 해안가 및 중부아프리카이다. 그중 연평균
강수량이 1,600㎜ 이상인 지역은 전체의 9% 정도인데, 그 안에서도 편차가 매
우 크다. 모잠비크의 경우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1,721㎜
인 반면, DR콩고의 경우에는 2,644㎜, 라이베리아의 경우 3,843㎜에 달한다.
반면 앞서 연평균 기온이 높았던 사하라 사막 인근은 강수량 역시 연간 400㎜ 미
만으로 매우 건조하다. 소말리아, 나미비아, 보츠와나, 남아공 등도 국토 일부
의 연평균 강수량이 400㎜ 미만이다.

그림 4-13.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연평균 강수량(1997~2016년)

자료: Willmott and Matsuura(2001) DB(검색일: 2021. 2.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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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서 1997~2016년간 발생한 분쟁을 유형별로 연평균 강수량과
함께 매핑해보면 [그림 4-14]~[그림 4-17]과 같다. 교전 및 민간인 공격은 전
반적으로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강수량이 400㎜
이하인 지역은 분쟁 발생 빈도가 매우 낮았다. 단 말리, 소말리아, 지부티, 에티
오피아의 경우 이례적으로 강수량이 400㎜ 이하인 지역에서도 분쟁이 많이 발
생하였다.

그림 4-14. 연평균 강수량과 교전 분포(1997~2016년, 누적)

자료: Willmott and Matsuura(2001) DB(검색일: 2021. 2. 15) 및 ACLED(검색일: 2021. 4. 15) DB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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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연평균 강수량과 민간인 대상 공격 분포(1997~2016년, 누적)

자료: Willmott and Matsuura(2001) DB(검색일: 2021. 2. 15) 및 ACLED(검색일: 2021. 4. 15) DB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시위 및 폭동의 경우에도 대체로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
향을 보였다. 앞서 기후가 온화한 지역에서 시위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중에서도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 시위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공의 경우
국토가 전반적으로 기온이 낮았으나 시위는 동북부 및 남서부 일부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해당 지역은 모두 강수량이 많은 지역과 일치한다. 나이지리아의 경
우에도 중남부의 기온이 유사한 데 비해 시위·폭동은 남부에 집중되어 있는데,
강수량 역시 남부에서 크게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마다가스카르의 경우에도
북부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음에도 폭동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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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역은 남부에 비해 강수량이 높다. 앞서 기온과는 관련이 없었던 수단의 경
우에도 강수량이 많은 남부지역에 시위가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
한 경향은 강수량이 극단적으로 많을 때 폭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
인한 Hendrix and Salehyan(2012)의 연구와 일부 맥락을 같이한다. 단
Hendrix and Salehyan(2012)은 연평균 강수량이 아닌 강수량의 변동성이
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시위는 오히려 극단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해에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과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소말리
아, 나미비아 등 강수량 분포와 시위·폭동 분포가 관련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림 4-16. 연평균 강수량과 시위 분포(1997~2016년, 누적)

자료: Willmott and Matsuura(2001) DB(검색일: 2021. 2. 15) 및 ACLED(검색일: 2021. 4. 15) DB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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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연평균 강수량과 폭동 분포(1997~2016년, 누적)

자료: Willmott and Matsuura(2001) DB(검색일: 2021. 2. 15) 및 ACLED(검색일: 2021. 4. 15) DB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앞서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대도시가 발달하는 경우가 많고, 이
러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위와 폭동이 많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
하였는데, 강수량이 많은 지역 역시 대도시 발달 지역과 분포가 유사하다. 강수
량이 많은 지역은 인프라가 미비할 경우 폭우가 홍수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인구
밀집 지역의 경우 이러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홍수 피해는 소득 감소로 이
어질 수 있으며, 사회 불만을 가중시켜 시위 및 폭동을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각 국가별 누적 홍수 발생 건수 및 누적 분쟁 발생 현황을 시각화해보
면 [그림 4-18], [그림 4-19]와 같다. 시위·폭동의 경우 서아프리카를 제외하
고는 홍수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
부분 누적 홍수 발생 건수가 16회 이상인 곳에 시위·폭동이 집중되어 있다. 서
아프리카의 경우 홍수가 많이 발생한 나이지리아에서 시위·폭동이 가장 많기
는 했지만, 그 외의 국가들에서도 시위·폭동이 많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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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홍수와 교전·민간인 대상 공격 분포(1997~2020년, 누적)

자료: EM-DAT DB(검색일: 2021. 3. 26) 및 ACLED DB(검색일: 2021. 4.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4-19. 홍수와 시위·폭동 분포(1997~2020년, 누적)

자료: EM-DAT DB(검색일: 2021. 3. 26) 및 ACLED DB(검색일: 2021. 4.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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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분쟁 대비 홍수가 발생한 해에 발생한 분쟁 건수를 시각화하면 [그림 4-20]
과 같다. 앞서 살펴본 가뭄의 경우와 유사하게 일부 국가들에서는 분쟁의 상당
수가 홍수가 발생한 연도에 발생하였다. 특히 동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분쟁의
상당수는 홍수가 일어난 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단의 경우 이 비중이
64.1%, 말라위의 경우 60.7%에 달했다. 서아프리카의 기니와 세네갈, 중부아
프리카의 DR콩고와 카메룬, 남부아프리카의 나미비아에서도 누적 분쟁 발생
건수의 절반 이상이 홍수가 발생한 해에 일어났다. 남부아프리카의 경우 남아
공, 잠비아, 보츠와나도 홍수가 일어난 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총분쟁 발생 건수 대비 자연재해 발생 연도에 발생한 분쟁 건수를
비교해보면 특정 국가의 경우 자연재해가 발생한 해에 분쟁도 발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6 참고). 이러한 국가들에서 발생한 분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자연재해가 분쟁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국가에서는 자연재해 발생 시 분
쟁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해당 지역에서 자연재해가 예측될
경우 정세 불안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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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총분쟁 대비 홍수 발생 연도에 발생한 분쟁의 비중(1997~2020년, 누적)

자료: EM-DAT DB(검색일: 2021. 3. 26) 및 ACLED DB(검색일: 2021. 4.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6. 총분쟁 발생 건수 대비 자연재해 발생 연도의 분쟁 발생 건수 비중 상위 10개국
(1997~2020년, 누적)
(단위: %)

가뭄·식량 부족 및 기근

홍수

권역-국가

비중

권역-국가

비중

서부-니제르

46.6

동부-수단

64.1

서부-모리타니

46.3

동부-말라위

60.7

동부-에리트레아

42.9

서부-기니

58.1

동부-모잠비크

41.3

남부-나미비아

57.3

동부-소말리아

37.0

중부-DR콩고

51.7

서부-부르키나파소

36.1

중부-카메룬

51.6

서부-말리

31.8

서부-세네갈

51.1

동부-마다가스카르

31.3

동부-탄자니아

47.9

남부-나미비아

25.1

동부-소말리아

45.3

남부-레소토

24.4

동부-마다가스카르

44.7

자료: ACLED DB(검색일: 2021. 4. 15) 및 EM-DAT DB(검색일: 2021. 3. 2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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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례 연구
다음으로는 기후 변화와 연관이 깊은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사례에 대해 보
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서 [표 4-2]에서 확인하였다시피 동아프리카
와 서아프리카는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두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중에서 몇몇 사례는 학계에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분쟁으로 여겨
지고 있다. 서아프리카의 경우 차드호수 유역이 기후 변화가 분쟁을 악화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데, 차드호수 유역에서 분쟁이 가장 심한 국가
는 나이지리아이다. 아울러 동아프리카에서는 기후 변화와 연관 있는 분쟁으로
수단이 대표적으로 언급되며, 인근의 소말리아, 케냐 등지에서도 기후 변화가
분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기
후 변화가 분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사례들에 대해 살펴봄
으로써 기후 변화의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1)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는 기후 변화의 영향이 분쟁의 형태로 표출되는 지역 중 하나이
다. 나이지리아는 대체로 남서부에 비해 동북부가 기온이 높고 건조한데, 전통
적으로 북부지역에서는 목축이, 남부지역에서는 농업이 발달해왔다. 과거에는
목축민과 농민이 평화롭게 공존하였다. 목축민들은 기본적으로 계절에 따라 가
축을 몰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일시적으로 중남부에 머무
르다 다시 북부로 돌아오곤 했으나, 북부의 기후조건 및 정세가 악화되면서 중
남부에 더 오랜 시간 머물거나 아예 활동지를 중남부로 옮기기도 했다.101) 이
에 따라 점차 농민-목축민 간 물리적 충돌이 많아지게 되었다. 목축민이 방목

101) International Crisis Group(2017), “Herders against Farmers: Nigeria’s Expanding Deadly
Conflict,”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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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기르는 가축들이 농경지에 피해를 주거나 농민들이 목축민의 가축을 절도
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양측 간 갈등이 깊어졌고, 최근에는 이러한 갈등이 사상
자가 발생하는 무력 충돌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북부의 목축민들이 남부로 이동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기후 변화이다. 나이
지리아는 원래 가뭄에 취약한 지역으로, 「국가 가뭄 계획(National Drought
Plan)」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에서는 1883년, 1903~1905년, 1923~1924년,
1954~1956년, 1972~1973년, 1982~1983년, 1991~1995년에 가뭄이 발
생하였다.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나이지리아 정부는 가뭄을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현상(climatic phenomenon)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가
가뭄 계획」에서는 가뭄이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지역에 따라 취약한 정도
가 다르며, 반건조(semi-arid) 기후인 북부가 다습한 남부에 비해 가뭄에 특히
취약하다고 밝히고 있다.102) 이렇게 건조한 북부에서는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
다. 최근 30년 동안 우기가 평균 150일에서 120일로 감소했으며, 최근 60년
동안 35만 ㎢에 달하는 건조기후 지역이 사막화되었다. 특히 보르노(Borno),
곰베(Gombe), 요베(Yobe) 등 북부에 위치한 주들은 전체 면적의 50~75%가
사막화되는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103) 이렇게 북부지역이 건조해지고 사막화
가 진행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목초지가 줄어들게 되었고, 목축민들이 비옥한
지역을 찾아 남부로 이동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우기의 감소는 북부의 사막화를 진전시킬 뿐만 아니라, 중부에서는 전염병
을 감소시켜 목축민들이 중부로 이동할 유인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1970년대 이전에는 목축민들의 남하가 심각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중부지방에 강수량이 지금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강수량이 많으면 체체파리가
번성하는데, 이 때문에 가축들이 체체파리로 인해 전염되는 수면병(sleeping

102) Nigeria Federal Ministry of Environment(2018), National Drought Plan, p. 15.
103) International Crisis Group(2017), “Herders against Farmers: Nigeria’s Expanding Deadly
Conflict,”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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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kness)에 걸릴 것을 우려하여 남쪽으로 오는 것을 꺼렸다. 그러나 점차 강
수량이 줄어들면서 남부지역에서 질병에 대한 우려가 감소했고, 이와 함께 북
부지역은 사막화로 목초지가 줄어들면서, 목축민들은 강이 있어 물이 풍부하
고 목초지가 남아 있는 중남부로 많이 이동하게 되었다.104)
행정적인 이유로 목축민의 활동구역이 줄어들게 된 측면도 있다. 목축용 보
호구역(grazing reserve)도 줄어들게 되었다. 1960년대에는 목축민이 이용할
수 있는 목축용 보호구역이 415개 존재했으나, 2017년에는 행정적으로 명확
히 보호구역으로 남아 있는 곳은 114개에 불과할 정도로 그 수가 감소했
다.105) 인구 증가로 목축용 보호구역이 농지 및 인프라 건설을 위해 희생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정부가 목축용 보호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
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의 농업 진흥 정책에 힘입어 농민들이 기존에는 농지로
이용되지 않던 지역까지 농업을 확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과거에는 목축민
들이 가축이 농장에 침입할 우려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던 지역 근처에서도 농
지가 생기면서 농민-목축민이 물리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
다.106) 방목할 수 있는 토지가 줄어든다는 것은 목축민에게는 곧 경제적 기반
의 붕괴를 의미한다.
동북부의 니제르, 차드 접경 지역은 이슬람 무장단체 활동이 특히 활발한 지
역으로, 정세 불안 역시 목축민들이 북부를 떠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나이지리
아 동북부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의 근거지이며, IS와 연계된
ISWAP의 활동도 활발하다. ACLED 자료에 따르면 1997~2020년간 가장 분
쟁이 많이 발생한 지역은 동북부의 보르노주이며, 이 지역에서 발생한 총
2,183건의 분쟁 중 1,202건이 보코하람 및 ISWAP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7) 다른 지역에 비해 분쟁 발생 빈도가 월등히 높으며, 특히
104) Nigeria Federal Ministry of Environment(2018), National Drought Plan, pp. 47-48.
105) International Crisis Group(2017), “Herders against Farmers: Nigeria’s Expanding Deadly
Conflict,” p. 4.
106) Ibid.,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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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교전 및 민간인 대상 공격으로 한정했을 경우 다른 주와의 격차가 더 커
진다.108)
치안이 불안한 나이지리아에서는 많은 종족들이 비공식적으로 자체 민병대
(militia)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플라토(Plateau)주 및 타라바(Taraba)
주에서는 농경 지역에서 목축민을 쫓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민병대와 자경단
(vigilante)을 새로 조직한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다. 목축민들도 가축 절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력 충돌을 담당할 사람들을 조직화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이러다 보니 농민과 목축민 양측에서 점차 전투에 특화된 인원과 무기 보유 규
모가 증가하여 더욱 폭력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했다. 갈등 양
상도 소규모 무력 충돌이 아니라 상대측 자원을 초토화시키는 경우가 증가하면
서 양측 간 반감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109) 더욱이 각종 무장단체들이 농민-목
축민 간 갈등으로 인한 혼란을 악용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과거 농민-목
축민 간 갈등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성폭력 및 납치가 최근 자주 발생하는 것
도 무장단체의 개입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110)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농민-목축민 간의 갈등이 종족 및 종교 갈등의 성격도
띠고 있다는 것이다. 나이지리아에서 전통적으로 목축은 대부분 풀라니(Fulani)
족이 담당하였다. 풀라니족은 세네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서부 및 중부아
프리카 14개국에 퍼져 있는 유목민으로 무슬림이다. 나이지리아에서는 과거에
풀라니족이 소코토 이슬람왕국(Sokoto Caliphate)을 세우기도 하였다.111)
이러한 이유로 다른 종족들, 특히 기독교 종족들 사이에 풀라니족에 대한 반감
이 팽배하다. 문제는 나이지리아 내 목축민의 90%는 풀라니족이고 농민은 기
107) ACLED 데이터에서 분쟁의 주 행위자가 보코하람 및 ISWAP로 기록된 경우만을 추려낸 수치이다.
108) ACLED DB(검색일: 2021. 4. 15).
109) International Crisis Group(2018), “Stopping Nigeria’s Spiralling Farmer-Herder Violence,”
pp. 4-5.
110) “A Nigerian Plan to reconcile farmers and herders is not working”(2021. 5. 22), 온라인 자
료(검색일: 2021. 5. 24).
111) International Crisis Group(2017), “Herders against Farmers: Nigeria’s Expanding Deadly
Conflict,”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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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교를 믿는 다양한 종족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112) 따라서 농민-목축
민 간의 갈등에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종교적, 종족적 반감까지 더해져 갈등
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나이지리아 중부에 위치한 베누에(Benue)주에서는 이러한 농경
민-목축민 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중부에 위치한 베누에주는 목축민들
이 남부로 가는 길목에 있는데, 정부 자료에 따르면 목축민의 유입이 2017년부
터 크게 증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농민을 공격하는 일이 많아 현지 정세가 불안
정해지고 있다.113) 실제로 ACLED 자료에서도 농민 및 목축민과 관련된 분쟁
이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4-21 참고).114) ACLED 데이터를
주별로 비교해보면 베누에주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플라토주, 카
두나(Kaduna)주, 나사라와(Nasarawa)주, 타라바주 등 중부 지역에 위치한
주에서 분쟁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북부에 위치한 보르
노(Borno)주 및 잠파라(Zamfara)주에서도 분쟁이 많이 발생하였다. 보르노
주는 보코하람 등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주요 근거지로, 이 지역에서 발
생한 분쟁 대부분은 민간인 대상 공격이며, 피해자는 주로 현지 농민, 목축민이
다. 잠파라주 역시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치안이 불안한 지역 중 하나로, 이 지
역에서는 목축민들과 연관된 지역 민병대와 풀라니족 민병대가 분쟁의 주요 행
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115) 이러한 정세 불안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민들이
북부를 떠나 남부로 이동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주별
분쟁 발생 현황은 관련 문헌의 서술을 뒷받침한다.

112) International Crisis Group(2018), “Stopping Nigeria’s Spiralling Farmer-Herder Violence,”
p. ⅰ.
113) Nigeria Federal Ministry of Environment(2018), National Drought Plan, pp. 47-48.
114) ACLED에서 분쟁 개요를 설명하는 ‘Notes’ 변수가 농민(farmer) 혹은 목축민(herder, pastoralist,
herdsmen, nomad), 소(cattle)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분쟁만을 추려냈다.
115) ACLED DB(검색일: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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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나이지리아 내 농민·목축민과 연관된 분쟁 추이(1997~2020년)

자료: ACLED DB(검색일: 2021. 4.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러한 농민-목축민 간의 갈등은 정부 차원에서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나
이지리아 정부는 목축민들의 이동식 방목(migratory grazing)이 더 이상 현대
사회에 적합한 생활방식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목축민들을 목장에 정착시키기
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28년까지 100개 이상의 목장을 신설하고 농민과
목축민 간 사업자 관계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 가축 변혁 계획
(NLTP: National Livestock Transformation Plan)’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목장을 건설할 부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주정부의 협조가 필요한데, 상당수 주정부는 중앙정부의 보상금 지급에도 목장
건설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 풀라니족에 대한 반감 때문에 풀라니
족이 이용할 목장을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 건설하는 데 반감을 가진 주민들도
많다. 더욱이 코로나19 대응에 대규모 정부 재원이 투입되면서 정부가 NLTP
이행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감소한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NLTP는 현재 유
명무실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지난 2년간 신규 목장은 하나도 건설되지 못했
다. 이러한 가운데 17개 주정부들은 자체적으로 목축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
는데, 이 발표에는 농민의 피해만 고려할 뿐 가축 절도 문제 등 목축민이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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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피해에 대한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116) 일방적으로 한쪽의 입장만 배려
하는 조치는 더욱 큰 갈등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나이지리아 내 농민-목축민 간 무력 분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그 원인 중 하나가 기후 변화이기 때문에 기온 상승 및 사막화 진전으로 미래에
분쟁이 더 악화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기후 변화 관련 나이지리아 정부 및 국
제사회 차원의 대응 과정에서 이러한 분쟁 완화 및 예방에 대한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수단
수단 다르푸르(Darfur) 지역에서도 나이지리아의 경우와 유사한 목축민-농
민 간 갈등이 발생하였다. 수단은 사하라 사막에 인접한 건조지대인 사헬 지역
에 포함되는 국가이다. 나이지리아와 유사하게 북부는 건조한 사막지대이며,
목축민이 주로 북부에 거주하고 농민들은 주로 남부에 자리를 잡았다. 남수단
독립 이전 기준으로 다르푸르는 수단 서북부에서 중서부에 걸쳐 있는 지역으
로, 현재의 남수단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수단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감소했으며, 가뭄이 더욱 빈번해지면서 북부지역에
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목초지가 줄어들게 되었다.117) 2007년 기준 수단의 경
작 가능 지역의 25%는 건조한 기후의 준사막(semi-desert)지대였는데, 이 지
역들은 사막화가 진행될 위험이 매우 컸다. 다르푸르 북부의 경우에는
1946~75년 평균에 비해 1976~2005년의 평균 강수량이 34%나 감소하였다.
기후 변화로 인한 강수량의 감소는 특히 목축민들에게 위협이 되었다.118)
1980년대에 심각한 가뭄이 수차례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북부 목축민과 남
부 농민 간의 자원 경쟁이 심화되었다.119)
116) NLTP 내용 및 관련 갈등은 다음의 문헌을 참고하였다. “A Nigerian Plan to reconcile farmers
and herders is not working”(2021. 5. 2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4).
117) Scheffran, Ide, and Schilling(2014), pp. 379-380.
118) UNEP(2007), “Sudan Post-Conflict Environmental Assessment,” p. 12,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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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역시 나이지리아와 마찬가지로 농업이 발전하면서 농경지가 확대되었
다. 농경지가 점차 북쪽으로 확대되면서 기존에는 방목에만 이용되던 소외
(marginal) 지역까지 천수답 농업에 활용되는 경작지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
한 현상이 40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목축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감소하
게 되었다. 남부로부터 농경지가 확대되는 와중에 북부로부터는 새로운 목축민
들이 남하하기 시작했다. 중부 다르푸르 지역의 경우 1956년 3명/㎢에 불과했
던 인구밀도가 2003년에는 이보다 여섯 배 많은 18명/㎢까지 증가했는데,
UNEP(2007)는 이러한 급격한 인구 증가는 사막화 등 북부지역 자연환경 악화
로 인한 이민자 증가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120) 이 지역 연평균
성장률(CAGR)은 약 3.8%로 수단 평균에 비해 높다.121) 이러한 이유로 목축민
들은 더 좁은 목초지에 더 많은 가축을 함께 방목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활용할 수 있는 자연자원이 감소하자 목축민들이 택한 적응 전략(coping
strategy)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일부는 농민-목축민 간 갈등을 부추길
소지가 있었다. 일부 목축민들은 목축을 그만두고 농경지나 도시로 이주하였
고, 반대로 가축이 죽을 것을 대비해 보험용으로 가축 규모를 대대적으로 키우
기도 하였다. 일부는 장거리 이동에 적합한 가축으로 가축 구성을 변경하기도
했다.122) 이러한 적응 전략은 다른 집단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목축
민의 생계를 개선시킬 수 있다. 문제는 목축민들이 택한 일부 대응 전략은 갈등
의 소지를 키울 수 있다는 데 있다. 목축민 일부는 상대적으로 자연조건이 나은
남부에 거주하는 기간을 점차 늘렸다. 농민들의 동의 없이 경작지에 가축을 방
목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공유지에서 농민이나 다른 목축민들을 쫓아내기도 했
다. 또한 비옥한 목초지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다른 목축민과 경쟁하기도 하였
다.123) 이러한 행동들은 목축민 내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한편 기존의 농민-목
119) Scheffran, Ide, and Schilling(2014), pp. 379-380.
120) UNEP(2007), “Sudan Post-Conflict Environmental Assessment,” p. 85.
121) CAGR은 UNEP(2007)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가 직접 계산하였다.
122) Ibid., p. 86.
123) Ibid.,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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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민 간의 갈등을 악화시켰다.
아울러 북부에 위치한 중앙정부가 실시한 종글레이 운하(Jonglei canal)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남부의 자연환경과 생계기반을 위협하면서 북
부-남부 간 갈등구조가 고착화되었다.124) 수단 정부는 이집트 정부와의 협력
하에 이집트로 가는 유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종글레이 운하 건설을
고안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종글레이 운하 건설이 주변 지역의 목초지 및 낚
시터들을 파괴하면서 주민들의 생계에 위협을 줄 수 있음에도 주민들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결국 남부지역 반정부군의 테러로 운하 건설은 중단되
었고, 종글레이 운하를 둘러싼 갈등은 1983년 수단의 남북 분쟁과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다.125)
실제로 ACLED 데이터에 따르면 1990년대에 비해 최근 농민 및 목축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쟁이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4-22 참고).126) 주별로 비교
해보면 분쟁 발생 빈도 상위 4개 주가 모두 다르푸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가
장 분쟁이 심각한 곳은 북다르푸르주이며, 이어서 남다르푸르주, 중다르푸르
주, 서다르푸르주가 그 뒤를 이었다. 앞서 문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단에서
농민-목축민 간 분쟁은 다르푸르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 갈등이 심각해진 것을 볼 수 있다.127)

124) Scheffran, Ide, and Schilling(2014), pp. 379-380.
125) UNEP(2007), “Sudan Post-Conflict Environmental Assessment,” pp. 230-231.
126) ACLED에서 분쟁 개요를 설명하는 ‘Notes’ 변수가 농민(farmer) 혹은 목축민(herder, pastoralist,
herdsmen, nomad), 소(cattle)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분쟁만을 추려냈다.
127) ACLED DB(검색일: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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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수단 내 농민·목축민과 연관된 분쟁 추이(1997~2020년)

자료: ACLED DB(검색일: 2021. 4.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수단의 경우에는 농민-목축민 갈등의 정치적 성격이 나이지리아보다 강했
는데, 정부가 고의적으로 이러한 프레임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수단 정부는 북
부-남부 간 갈등을 북부의 아랍 목축민과 남부의 아프리카인 농민 반군 간의
갈등으로 프레임화하였다. 목축민과 농민이 실제로는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런 프레임화와 함께 기존의 자원 갈등은 목축
민과 농민 양측 간의 정체성 기반 분쟁(identity conflict)의 성격을 띠게 되었
다. 정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목축민들과 연대하여 남부의 반정부군을 제거하고
자 했다.128) 현재 북부지역은 수단으로 남아 있고, 남부지역은 독립하여 남수
단이 되었다. 남부지역 반정부군은 현재 남수단의 여당인 수단인민해방운동
(SPLM: Sudan People’s Liberation Movement)으로 재편되었다.
수단 내전 및 남수단의 분리 독립에는 종교, 종족, 원유 문제 등 여러 정치경
제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단순히 기후 변화로 인해 분쟁이 촉발되
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수단에서 발생한 갈등의 기저에는 목축민

128) Scheffran, Ide, and Schilling(2014), p. 380.

156 • 기후 변화가 아프리카 농업 및 분쟁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과 농민 간의 오래된 갈등이 있었으며, 그러한 갈등이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악화되었고, 무력갈등을 초래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Maystadt,
Calderone, and You(2015)는 수단과 남수단의 경우 이상 기온이 있을 때 분
쟁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러한 현상이 목축민이 대다수이거나 목축민
과 농민이 공존하는 지역에서 더 심각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수자원을 차지
하려는 경쟁이 갈등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29) UNEP 역시 목
축에 필요한 토지와 수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수단 내에서 발생하는 분
쟁의 주원인임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목축민-농민 간 갈등의 심각성을 강조하
였다.130) 그러므로 건조한 기후에 목축민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분쟁
발생 가능성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막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
는 지역에서 앞으로 생계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목축민에게 도움을 주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3) 동아프리카
기후 변화가 분쟁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사례로는 소말리아를 들 수 있다.
Maystadt and Ecker(2014)는 가뭄이 심각해질수록 분쟁 발생 가능성이 증
가하며, 이때 가축 가격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가뭄이 들면
방목이 어려워져 사료를 더 많이 사야 하고 가축을 비옥한 목초지로 이동시키
기 위한 비용도 들게 되므로, 목축민들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평소보다 가축
을 많이 판매하게 된다. 가뭄은 국소적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지역에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목축민들이 동시에 가축 판매
를 늘리게 된다. 이로 인해 가축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목축민들이 단체로 피해
를 입게 된다. 목초지 및 수원지에 접근하기 위한 경쟁, 가축 절도로 인한 갈등,
가축 거래와 이윤 관련 다툼 등이 분쟁을 초래하게 된다.131) 소말리아에서 이
129) Maystadt, Calderone, and You(2015), pp. 665-667.
130) UNEP(2007), “Sudan Post-Conflict Environmental Assessment,”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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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온 및 가뭄 기간이 각각 1표준편차만큼 증가할 경우 분쟁 가능성이 62%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때 소 가격까지 6% 하락할 경우 분쟁 가능성은
72% 증가하게 된다.132)
기후 변화는 목축민 간의 갈등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케냐 북서부는 목축업
이 주요 경제활동 수단인 지역으로 여러 종족이 목초지 및 수원을 놓고 갈등하
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목축민 집단 간에 서로 가축을 절도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133) 절도한 가축은 시장에 팔아 경제적 이윤을 챙길 수 있으며, 팔지
않더라도 가축 규모를 늘리는 것 자체가 가뭄으로 인한 자산 손실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일부 목축민 집단 내에서는 성공적으로 가축을 절도하는 것
이 사회적 입지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가축 절도를 범죄보다는 하나
의 스포츠처럼 여기기도 한다.134) 최근 가뭄 빈도가 증가하면서 수자원과 목
초지가 감소하고 있고, 이와 함께 북서부 지역에서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
다. 아울러 툴카나(Turkana) 지역에서 원유가 발견되면서 설치된 시추 설비
및 송유관이 목축민들의 이동 통로를 방해하면서 목축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배가시켰다. 목축민들은 국내 이동은 물론 국외 이동에도 어려움을 겪는데, 툴
카나 목축민들이 방목을 위해 우간다를 방문했다 현지 경찰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례들이 보고되기도 했다.135)
이와 같이 동아프리카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의 증가는 다양한 방식으
로 분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4-12]에서 볼 수 있듯이 소말리아, 케냐
를 비롯한 동아프리카 지역은 가뭄이 발생한 해에 분쟁이 발생한 비율이 높기
도 하다. 유사한 종류의 분쟁이 가뭄 발생 빈도가 높은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기후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일수록 분쟁에 대해 연구할 때 기후 관련
요인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131) Maystadt and Ecker(2014), pp. 1163-1164.
132) Ibid., pp. 1168-1169.
133) Scheffran, Ide, and Schilling(2014), pp. 377-378.
134) Adano et al.(2012), p. 72.
135) Scheffran, Ide, and Schilling(2014), pp. 37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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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적 배경
개발도상국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향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은 일반적으
로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기회비용이 더 낮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분쟁
에 따른 이익이 비용을 상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Chassang and
Padró i Miquel(2009)은 이론적 모형을 통해서 개발도상국 농촌경제에 경제
적 충격이 왔을 때 전쟁이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으며 Burke,
Hsiang, and Miguel(2015b)은 Chassang and Padró i Miquel의 모형에서
생산성의 하락이 분쟁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Burke, Hsiang, and Miguel(2015b)의 이론모형을 바
탕으로 특정 집단(국가 혹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이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한한 기간 동안 한 사회에 규모가 각각  인 2개의 경제주체가 있다고 가
정해볼 때, 이 두 경제주체는 토지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산을 가지고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이때 노동력은 , 생산성은   로 각각 규정되며 이에
따라 분쟁에 발생하지 않는 평화로운 상태일 경우 한 경제주체가 기간에 생

산한 총생산량은   이며 1인당 생산량은  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한 경제

주체 가 다른 주체 를 공격할 경우, 는    의 확률로  의 자산을 취득
할 수 있으며 공격에 따른 비용은    ≤ 으로 정의된다. 한편 Baysan et

al.(2019)의 논의와 같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분쟁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심
리적인 이득인    는 기온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Burke, Hsiang, and Miguel(2015b)과 Baysan et al.
(2019)의 이론적 모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선행 연구와 같이 동적 모형을 고
∞

려하도록 한다. 동적 모형하에서의 효용함수는  

   로 정의되며 여







기에서  는 할인율이다. 평화를 유지하거나 분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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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체가 얻을 수 있는 미래가치는   이며 분쟁에 참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미래가치는   로 정의된다. 동적 모형하에서 평화가 유지되는 조건은 다음
과 같다.


  
               




[식 4-1]

즉 평화가 유지될 때의 가치는 상기 식의 좌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화가 유
지됨으로써 얻는 미래 가치가 분쟁이 발생할 때의 가치를 초과할 때에만 분쟁
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다시 구성하면 [식 4-2]와 같다.


                



[식 4-2]

본 연구에서는 [그림 1-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후 변화가 분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 농업생산성 저하, 생산기반 붕괴에 따른 지역민의 이주, 목축
민과 농경민 간 갈등 등 세 가지 사례로 설명한 바 있다. [식 4-2]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생산성인   , 집단 내 총인구인  , 분쟁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인  , 분쟁을 일으키거나 상대방을 공격함으로써 얻는 심리적인
가치인  등 네 가지의 변수의 변화에 의한 효과로 볼 수 있다.
첫째, 생산성이 저하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높아진다. 예를 들어 [식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화가 유지되는 조건은 식의 좌측 항이 우측 항보다
클 때이다. 그러나 생산성이 낮아질 경우 좌측 항이 작아지기 때문에 만약 우측
항이 더 커지면 어떤 형태로든지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Chassang and
Padró i Miquel(2009)은 집단 간 폭력적 분쟁만을 고려했으나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분쟁의 발생이라고 했을 때에는 폭력적 분쟁뿐만 아니라 시위
등의 비폭력적 분쟁의 발생을 포함하고 있다. 시기에서의 농업 생산성의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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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기후 변화와 같은 외
부환경의 조건이 변화할 때에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아프리카 인구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을 차지하는 각 국가에서 기후조건의 변화
에 따라 농업 생산성이 저하될 경우에는 농민들이 받는 경제적인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
둘째, 집단 내에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게 될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
다. 예를 들어 [식 4-2]에서 인구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는  이며 각 집단은 평
화적인 상태에서 일정한 수준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조건
의 변화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 이주민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주민들이 이동하
는 지역에서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론 모형에 따르면, 지역 내 이
주민이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경우 좌측 항이 감소하게 되며 이는 좌측 항이 커야
평화가 유지된다는 균형을 깨트릴 수 있다. 다만 이주민의 증가폭만 증가할 경
우 어느 임계점까지는 이주민과 원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지만, 임계점을
초과할 경우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아프리카 내에서 특정 지역 내에 인구
가 몰리면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대표적으로 서아프리카 차드호수 사례가 있
다. 서아프리카에서 가뭄이 지속되면서 인근 지역의 유목민들이 차드호수로 몰
리게 되었으며 한정된 수자원을 놓고 많은 경제주체들이 가축의 식수를 확보하
고자 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도 더욱 빈번히 발
생할 여지가 많다.
셋째, 각 집단이 상대방을 공격함으로써 얻는 심리적인 이득인  가 증가하
게 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더욱 높아진다. Baysan et al.(2019)은

 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연평균 기온이 증가할수록 경제주체들은 상대


방을 공격하거나 분쟁을 일으킴으로써 얻는 심리적인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판
단하게 된다. 이는 비단 폭력적인 분쟁 혹은 전쟁뿐만 아니라 평화적인 시위의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기온이 증가할 경우 경제주체들은 대정부 시위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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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자신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감정적인 해소를 하거나
시위에 참여하는 주체들 간의 연대의식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쟁
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은 참여에 따른 심리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넷째, 분쟁의 발생에 따른 비용인 가 낮아지게 되면, 평화적 균형이 깨지고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예컨대 분쟁을 일으키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직접
적인 비용도 포함하고 있으나 기회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분쟁
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선행 연구에서는 기회비용이 낮기 때문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 즉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분쟁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활동을 하더
라도 얻는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향이 더
높다는 것이다. [식 4-2]에서도 분쟁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감소하게 될 경
우, 좌측 항의 값이 더 작아지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하기보다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론 모형에서 볼 수 있듯이 기온의 증가, 강수량 변동, 가뭄 및 홍수 발생 등
의 기후 변화가 발생하게 될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평화적인 균형 상태가
깨질 수 있다. 또한 기후 변화가 직접적으로 분쟁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경
제적 충격, 집단 내 인구 증가에 따른 1인당 소득 감소,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기회비용을 포함한 분쟁 발생에 따른 비용 감소가 분쟁의 유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증 모형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기후 변화가 분쟁 유형별로 어떻게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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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증 분석 방법
가. 기후 변화와 분쟁
본 절에서는 기온 및 강수량 변화가 분쟁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
하고자 한다. Miguel, Satyanath, and Sergenti(2004)와 Burke, Hsiang,
and Miguel(2015b)에 의하면 기후 변화가 분쟁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
한 일반적인 패널 모형은 [식 4-3]과 같다. [식 4-3]에서 아래첨자 ,  , 는 각
각 분쟁의 발생 장소(또는 지점), 국가, 그리고 시기를 나타낸다. 종속변수인
  는 연도별 지점에서의 분쟁(시위, 폭동, 교전, 민간인 대상 공격)
발생 횟수이며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가 1997~2016년에 이르는 시계열 자료
이기 때문에 고정효과 패널모형으로 기초적인 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식 4-3]

    ×            

여기에서  와   는 각기 지역과 연도 고정효과이다. Burke, Hsiang, and
Miguel(2015b)에서 밝히고 있듯이 분쟁 지역 간 잠재적 문화적·사회적·역사
적·경제적 차이는 지역 고정효과를 추정 식에 포함함으로써 상쇄할 수 있다.
핵심변수인    는 평균 기온과 연간 강수량 변수의 벡터이며 변수 간
비선형 관계를 고려하여 기온과 강수량의 2차 형태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쟁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 기온과 강수량 변수만 포함
했으며 이 외에는 분쟁지역 및 연도 고정효과로 비관측 이질성을 통제하였다.
Burke, Hsiang, and Miguel(2015b)이 밝히고 있듯이 사회경제학적인 변수
와 분쟁 발생 간에는 역인과관계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소득, 인구, 민족구성,
정치체제 등의 변수와 분쟁 발생 간에 내생성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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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러한 내생성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변수의 이용 역시 쉽지 않기 때문에 기
후변화가 분쟁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기후 이외의 다른 변수를
별도로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Burke, Hsiang, and Miguel
(2015b)의 논의에 따라 기후 변수 이외의 요소는 고정효과로 통제하고자 하였다.
한편 Burke, Hsiang, and Miguel(2015b)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후 시
차 변수를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첫째, 분쟁 발생이 기상이변이나 기후
변화에 늦게 반응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가뭄, 홍수 등의 기후 변화가 발생
하는 시점은 파종기 등 농업 생산 초반이나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량 효과
는 수확 시기가 지난 후에야 측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기후 변화에 따른
분쟁 발생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흉작을 경험한 농민들이 이듬해
에 농업생산을 위한 농자재를 구매하기 어려운 점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
면서 분쟁이 촉발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농업 생산성 저하와 분
쟁을 모두 다루고 있는바, 시차변수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아프리카 인구의 가
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을 중심으로 한 분쟁 발생이 농업 생산성 저
하 혹은 소득 수준 악화와 관련 있는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장기차분법을 이용한 분쟁의 장기적 변화 분석
연간 기온 및 강수량은 기후 변화에 따라 그 변동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정효과 패널모형 또는 시차모형을 포함하는 분석모형은 단기적인
변동성에 따른 행위 변화만을 관찰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 변화에 대해 논할 때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온 증가나 강수량 감소추세가 미
치는 영향이 더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행위 변화보다 중장기적 시
점에서 분쟁 발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 Burke and Emerick
(2016)은 장기적 측면에서의 농업 생산 및 농가의 기후적응 행위를 관찰하기
위해 장기차분법을 활용했다. 예컨대 기온이 동일하게 증가했더라도 절대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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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았을 때에는 농가가 기후적응을 위한 행위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절대기온이 임계점을 넘어서거나 작물 생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도
가 되었을 때에는 동일한 수준의 기온 증가가 있었더라도 농가의 기후적응 행
위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Burke and Emerick(2016)은 이 같은 사
실에 주목하여 장기차분법을 활용해서 과거 대비 최근 연도의 농업 생산성 변
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Schlenker(2017), Shrader(2016) 등도
비슷한 개념으로 장기차분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Burke and Emerick
(2016)과 달리 농민들의 기후적응을 고려했다기보다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인
기온 상승 혹은 강수량 감소가 점진적인 분쟁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서 장기차분법을 활용하였다. 이는 Mérel and Gammans(2021)가 제기한 문
제와 비슷하다. Mérel and Gammans(2021)는 단기적인 기상이변이 발생하
더라도 기상이변을 겪는 당사자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차분법을 이용해서 장기적인 기후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정 연도의 기상이변에 따라 농촌 소득이 감소했을지라
도 기상이변이 발생한 당해 연도에 평화 시위(protest) 혹은 폭력 시위(riot)가
갑자기 발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각 개인이나 집단이 기상이변
에 적응하는 전략(예를 들어 경제활동 다각화, 농업기술 도입, 이주 등)을 취함
으로써 기상이변에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Burke and
Emerick 2016; Burke, Hsiang, and Miguel 2015b).
기후 변화는 분쟁을 일으키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지만 기후 변화에 따른 사
회적 환경의 변화는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기상 악화와 자연재
해 발생에 따른 대규모 이주는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가
뭄에 따른 유량 감소는 농민, 유목민들 간의 물 분쟁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환
경 이주나 수자원 분쟁과 같은 경우, 단기적인 기상이변이 분쟁을 유발한다기
보다는 기후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이주와 수자원의 감소가 분쟁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의 기후조건의 악화가 직접적으로 이런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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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분쟁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이론 모형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후 이주에 따른 인구 증가가 즉각적으로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어떤 임계점에 이를 때까지는 경제주체들이 평화적인 상태를 더 선호한다. 그
러나 지속적인 이주가 이어지거나 대규모 이주가 한꺼번에 발생할 경우에는 해
당 지역에서 이주민과 원주민 간의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원주민의
입장에서 1인당 소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경우 이주민과의 갈등
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90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 그리고 현재를 놓고 본다면 기
후 변화가 분쟁 발생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기후가 동일하게 변한다고 할지라
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기온이 동일한 폭으로 증가했을지라도 과거에 비해 현
재 시점에서 임계점을 넘어서거나 임계점에 근접해 있다면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았을 분쟁이 현재 시점에서 발생함으로써 기후가 분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앞서 이론 모형에서 설명했듯이 분쟁에 따른 심리적 이
익이 기온이 증가할수록 커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거에 비해 현재
시점에서 평균 기온이 더 높기 때문에 다른 집단을 공격하거나 시위를 했을 때
의 심리적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커졌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기온의 증가가 분쟁 발생 경향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장기차분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기후 변화의 경우 기온이 증가하면 전반적인 농업 생산성이 감소하고
경제활동에 있어 불확실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동집약적인 산업인 농축산업
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이 장기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136)
예컨대 Burke and Emerick(2016)의 분석 전략을 고려해볼 때, 과거에 비해
현재 시점에서 기후 변화가 농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면 경제활동

136) 단기적으로 농업 생산량의 감소는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요인이 되어 농가의 소득에 큰 차이
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지속적인 농업 생산성 하락과 농산물 가격 상승은 농가의 식품 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득 증가분을 상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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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 혹은 소득 감소를 겪은 국민들이 평화적이든 폭력적이든 시위에 참여할
유인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앞선 이론 모형에서 기후 변화에 따라 생산성
이 감소하게 되면 평화적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보다는 분쟁을 일으킨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소득 감소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후 변
화는 단기적으로 분쟁을 촉발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기후 변화에 따
른 경제 침체, 소득 수준 하락 등이 기회비용의 감소를 유발하고 간접적으로 분
쟁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차분법을 고정효과 모형의 대안으
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장기차분법은 기후 변화와 분쟁에 관한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사용되지
않는 방법론이며 Burke, Hsiang, and Miguel(2015a)이 기후 변화에 따른
동아프리카 분쟁 발생 경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 국
가를 제외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43개국의 기후 변화에 따른 분쟁 효과를 분
석함으로써 기후 변화가 분쟁 발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국가가 어디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Burke and Emerick(2016)에 의하면 패널 자료에 포
함된 자료를 특정 기간 시기와 시기에 대해 각각 년씩 포함하는 시기로 구
분할 수 있다. 각 시기의 분쟁 발생 횟수, 기온, 강수량 등의 변수의 평균치에
대해 시기와 시기의 평균치를 바탕으로 한 장기차분은 다음과 같다.


   
     
    
     
    
  
[식 4-4]


여기에서 
   
 와 
    
  는
 ∈
 ∈





각각 시기의 평균적인 분쟁 발생 횟수와 평균 기온 및 강수량 수준이며 이는
시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낼 수 있다. [식 4-4]를 통해서 시기와 시기
사이의 장기차분 효과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점진적인 기후 변화에 의한 분쟁효
과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기와 시기의 구분을 분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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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료가 있는 1997년부터 2016년까지로 하며 5년, 10년 단위 등 2개 연도
단위를 토대로 시기 구분을 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 포함된 ACLED 분쟁 자료는 1997년부터 지역별 분쟁 횟수를 파
악할 수 있으며 2020년까지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UCSB의 기온 자료
는 현 시점에서는 2016년도까지만 공개되어 있어 분석 자료의 이용은 1997~
2016년으로 한정하도록 한다. 국가 총GDP, 정치체제 등 정치경제적 변수의
경우에는 분쟁 및 갈등 변수와의 역인과관계 등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Burke, Hsiang, and Miguel 2015a).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후 변
수 외의 다른 사회경제적 변수는 포함하지 않고 분쟁 발생지역 고정효과와 연
도 고정효과를 포함하였다.

표 4-7. 변수 요약 및 자료 출처
변수
집단
종속
변수

날씨
변수

변수

설명

자료

분쟁 빈도

연간 지역별 분쟁 발생 빈도

ACLED

분쟁 사망자 수

연간 지역별 분쟁에 따른 총사망자 수

ACLED

월평균 기온

1983~2016년 0.25°×0.25° 그리드 단위
월간 평균 기온

UCSB CHIRTS

월평균 강수량

1981~2020년 0.05°×0.05° 그리드 단위

UCSB CHIRPS

일일 최고 기온 1983~2016년 0.25°×0.25° 그리드 단위
구간별 일수
기온대별 일수

UCSB CHIRTS

강수량 shock

1981~2000년 평균 강수량 대비 해당 연도
강수량이 일정 수준 이상 낮은 경우 강수량
shock가 있었다고 판단

UCSB CHIRPS

baseline
평균 기온

1900~50년 아프리카 평균 기온

Willmott and
Matsuura(2001)

baseline 역대
평균 강수량

1900~50년 아프리카 평균 강수량

Willmott and
Matsuura(2001)

자연재해 shock

가뭄 및 홍수 발생 여부

EM-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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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 결과와 시사점
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분쟁
기후 변화에 따른 분쟁에 대한 분석 결과는 기온의 증가에 따른 효과와 강수
량 변동에 따른 효과로 구분된다. 첫째, 평균 기온의 증가는 네 가지 종류의 분
쟁 모두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표 4-8, 4-9 참고). 본 연구에서 이용한 독
립변수인 기온 및 강수량 변수는 형태가 2차 형태인 비선형함수이며 이에 따라
각 독립변수에 대하여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시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
이다. 예컨대 평균 기온이 증가할 경우 22°C 수준까지는 시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평균 기온이
27.5°C에 이르기까지는 폭동이 발생하는 경향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그 이후로는 그 경향이 점차 증가한다. 연평균 기온의 증가에 따라 시위와 폭동
이 발생하는 경향이 아래로 볼록한 비선형 형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평균 기온 지점이 지역민들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온 증가가 폭력 등에 기인하는지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도 본 연구 결과와 유
사한 결과가 나타났다(Carleton and Hsiang 2016). 즉 경제활동을 통한 생
산 극대화 시점을 지나서 기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생산성 저하와 이
에 따른 기회비용의 감소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시위나 폭동으로 나타
난다는 것이다. 또한 인근의 기후조건이 더 안 좋은 지역에서의 이주민 유입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원주민의 반응이 시위 혹은 폭동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
성도 높다. 기후 이주민 사례는 Bohra-Mishra et al.(2014)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사례를 토대로 평균 기온이 25°C를 초과하면 국내 이주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주민과 원주민 간 갈등은 서아프리카에
서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농경민과 목축민 사이에서도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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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 공유지의 비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후 이주민의 증가가 분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위의 경우에는 평
화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기온 수준에서 발생 경향이 증가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폭동은 폭력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온이
27.5°C가 넘어가면서 지역 내 경제 상황이 악화될 여지가 높을 때 더욱 발생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국별로 다소 상이하나 평균 기온이 22~27°C를 초과하는 경우 사
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민들의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기 시작하
고 이는 곧 시위 및 폭동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교전과 민간인 대상 공격 경향은 평균 기온에 대해 위로 볼록한 비선형 형태
를 보이고 있다. 즉 교전과 민간인 대상 공격 경향은 평균 기온이 일정 수준이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특정 온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교전 경향과
민간인 대상 공격 경향이 점차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Burke et al.(2009)의 결과와는 다소 상이하다. Burke et al.(2009)은 선형함
수를 이용하여 기온의 증가가 전쟁(civil war)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으
며 기온의 증가로 인해 전쟁이 발생할 경향이 약 44.7% 정도 높아진다고 밝히
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발견한 바는 기온의 증가가 교전이나 민간인 대상
공격의 발생 경향을 지속적으로 높인다기보다는 어떤 시점이 되면 점차 감소하
는 경향을 가진다는 점이다. 즉 기온의 증가와 교전은 선형보다는 비선형의 관
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기온의 증가에 따라 교전이나 민간인 대상 공격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지역 내 교전이나 민간
인 대상 공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확률이 높은 국가들은 교전의 발생에 따라
지역민들의 이주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이에 따라 기온의 증가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높아졌다면 다수의 지역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
했을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어느 시점이 오게 되면 교전이나 민간인 대상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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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점차 줄어들었을 확률이 있다. 그러나 [표 4-9]의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
해서는 기온의 증가에 따라 분쟁 발생 횟수가 얼마나 증가할지에 대한 시뮬레
이션 분석이 추후에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과거에 비해 교전이 적게 일어나는 데
에 반해 기온은 점차 증가했기 때문에 두 개의 변수 간에 큰 인과관계가 형성되
지 않았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그림 4-3]에서 볼 수 있듯이 우간다, 짐바브웨, 앙골라, 시에라리온
등의 국가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비해 최근 들어 교전 및 민간인 대상 공격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소말리아, DR콩고, 수단, 부룬디, 남수
단, 에티오피아 등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북쪽에 위치한 국가에서 과거에 비
해 교전 및 민간인 대상 공격 발생 횟수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볼 때 평균 기온
이 비교적 높은 국가에서 기온이 증가할 때 교전이 비교적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둘째, 이전 연도 평균 기온도 시위와 폭동 발생 경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시위나 폭동이 발생하는 시점의 전년도 평균 기온이 시위나 폭동의 발
생에 미치는 영향은 시위 혹은 폭동이 발생한 연도의 평균 온도가 미치는 영향
과 매우 비슷했다. 이 같은 결과는 Burke, Hsiang, and Miguel(2015b)이 밝
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전년도의 평균 기온 증가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피
해를 즉각적으로 입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 정도 후에 경제 피해가 현실화된다
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농민들은 기온 증가에 따라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더
라도 최종 수확 시기 후에 경제적인 피해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지역 평
균 기온의 증가가 해당 연도 작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이듬해에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기온 증가 효과가 일정 시간 정도 지연된다. 이
는 이주민의 발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주민이 발생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민과 원주민 간 갈등 관계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원
주민이 이주민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야 분쟁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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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온의 증가에 따른 효과가 어느 정도 지연된다고 볼 수 있
다. 이렇듯 평균 기온의 증가가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줄 수 있
고,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기온의 증가가 분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구
체화할 수는 없지만 평균 기온의 증가가 시차를 두고 시위 및 폭동 발생 경향을
높인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기온의 증가와 시위 및 폭동 간 명확한 경로를
밝히는 것은 본 연구의 분석 범주를 벗어나며 이에 대해서는 지역별 사례 분석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최고 기온의 증가가 분쟁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기온의 증가가 분쟁에
미치는 영향보다 적었다. 연평균 최고 기온을 이용한 기후 변화 분석은 일반적
으로 농업 생산성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인식된다. 그 이유는 작물이 특
정 수준 이상의 기온에 필요 이상으로 노출될 경우 생장 및 작황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제3장에서도 유효적산온도를 이용한 것은 이 같은 맥
락에서 최고 기온 수준이 생산성 예측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쟁의 발
생에 있어서는 최고 기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평균 기온
의 증가가 분쟁 발생과 더욱 관련성이 있다.
넷째, 강수량의 변동은 분쟁과 큰 관련이 없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강수량의
증가가 분쟁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형태의 분쟁 발생에 경제학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McGuirk and Nunn(2020)은 그리드 단위 자
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강수량의 변동이 아프리카 분쟁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국가 단위 평균치를 이용한 선행 연구들과
는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도 연간 강수량 변수 자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
으나 연간 총강수량이 분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았다. 한편 연간 총강수량
의 변화보다 강수량 변동성이 분쟁과 더 많은 관련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1900~50년 연평균 총강수량과 1997~2016년의
연간 총강수량의 차이를 표준화한 Z값을 계산해서 연간 총강수량 변수 대신 활
용하였다. Z값을 활용한 분석에서도 강수량 변동성이 분쟁에 미치는 영향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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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크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분쟁의 발생에
있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평균 기온이며 강수량 자체가 분쟁 발생을
크게 유발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전역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
에 지역별 분쟁 발생 경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점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장의 제2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기온, 강수
량뿐만 아니라 홍수, 가뭄과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분쟁 발생 횟수는 지역
별뿐만 아니라 국가별로도 크게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4개
지역에 대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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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별 분석 결과
지역별로 평균 기온의 증가와 교전 발생 경향은 중부아프리카를 제외한 다
른 지역에서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아프리카와 남부 및
서아프리카의 교전 발생 경향은 기온 증가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
다. [표 4-10]에서 볼 수 있듯이 동아프리카 지역 교전 경향은 평균 기온의 증
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약 27°C를 초과하면 다시 감소하는 형태이
다. 반면 남부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는 기온이 증가하면서 교전이 감소하는 형
태를 보이나 일정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교
전의 경우 기후 변화가 주된 요인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갈등, 불안정한 정세
에 따른 무장집단 출현, 혹은 종족·종교 간 분쟁이 교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훨씬 많다. 예컨대 교전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는 나이지리아, 남수단, 말리, 모
잠비크, 부르키나파소,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카메룬, DR콩고 등이며 상기와
같은 이유로 교전이 격화되는 경향이 있다(부록 그림 3-1~3-44 참고). 이러한
이유로 기온의 증가와 교전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단정지어 설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전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들이 대체로 사헬
지역에 위치하거나 사헬 지역 근처에 있는 국가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기온
이 높은 지역이 교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도 지속
적으로 관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림 4-21]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분쟁이 많고 가뭄 위기를 겪은 지역들에서 식량안보 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남부아프리카에서는 특히 모잠비크 북부와 마다가스카르 남부
가 식량안보 위기를 겪고 있는데, 대체로 기온이 높고 민간인 대상 공격도 많았
던 지역임을 고려하면 평균 기온의 증가가 두 국가의 정세 불안을 가중시킬 가
능성도 있다.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대체로 사헬 지역에 위치한 국가에서 민간
인 대상 공격이 많이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 니제르, 말리, 부르키
나파소, 차드 등이 대표적인 국가들이며 공교롭게도 나이지리아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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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G5 사헬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인 대상 공격의 발생 원인에 대해
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해당 지역들 역시 지속적으로 식량안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대체로 평균 기온이 높고 차드호수 분
쟁과 같은 기후 분쟁을 이미 겪은 상황이라 평균 기온의 증가는 해당 국가들에
게 상당히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8~19년을 보더라도 G5 사헬 국가들은 식량 위기를 겪고 있었으며 이 같
은 결과는 역내 기후 변화 및 교전 발생과 결코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나이지리아는 농경민과 유목민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보코하람 영향권 내에 있는 북동부 지역을 제외하면 중부지역에서 발생하는 분
쟁은 주로 농경민과 유목민 간의 토지 분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Madu and Nwankwo 2020; Odoh and Chilaka 2012; Papaioannou
2016). 나이지리아 북부에 위치한 G5 사헬 국가에서 기후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나이지리아 등 인근 국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농경민과 유목민 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개발지수
(WDI)에 따르면 부르키나파소와 말리의 순 인구 유출은 2017년 기준 약 12만
여 명이며 전체 인구 대비 약 6% 수준이다. 나이지리아도 코트디부아르와 함께
해외에서의 이주민 유입이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국가이다(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20). 인근 국가인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베냉 등의 인구 유출이, 유입
과 비교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국가 주민들이 서아프리
카 내에서 이주를 고려할 때 나이지리아를 고려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므로 사
헬 지역 국가들의 기후 환경이 악화되면 나이지리아로 인구가 더욱 유입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나이지리아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격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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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2021~22년 남부아프리카 식량안보 위기 지역

2021년 7~9월

2021년 10월~2022년 1월

자료: FEWS NET, https://fews.net/southern-africa/key-message-update/august-2021(검색일: 2021. 10. 30).

그림 4-24. 사헬 G5 국가 식량안보 위기 지역 및 인구

자료: WeForum 재인용, https://www.weforum.org/agenda/2019/01/all-the-warning-signs-are-showing-in
-the-sahel-we-must-act-now/(검색일: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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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기온과 지역별 민간인 대상 공격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관찰되
었으며 특히 남부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는 기온이 약 26~27°C를 초과하면
민간인 대상 공격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나고 있다. 남부아프리카의 경우 대체
로 모잠비크와 마다가스카르에서 발생한 민간인 대상 공격 발생 횟수가 이러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2장에서 밝히고 있듯이 남부아프리카는 다른
지역에 비해 대체로 기온이 온화하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모잠비크의
경우 평균 기온이 25°C를 초과하고 있어 말라위와 함께 남부아프리카의 가장
더운 지역에 속해 있다. 또한 [부록 그림 3-1]~[부록 그림 3-44]에서 볼 수 있
듯이 교전이 활발히 발생하는 국가들은 대체로 민간인 대상 공격 발생 횟수도
많기 때문에 앞선 기후 변화와 교전 간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아프리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기온의 증가에 따른 시위 발생 경
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서아프리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교전 및 민간인 대상 공격 발생 경향이 더욱 높으며 [부록 그림 3-1]~
[부록 그림 3-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들이 시위를 하는 경향은 상대적으
로 높지 않다. 서아프리카에서 시위 발생 횟수가 많은 국가는 나이지리아다. 그
중에서도 연방 수도, 라고스주, 델타주, 리버스주, 아남브라주, 오요주 등 남부
에 위치한 지역에서 시위가 많이 발생했다. 나이지리아에서 시위가 많이 발생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종교적 갈등, 대정부 투쟁 등 다양한 이유가 있으나 아직
까지 기후 변화와의 명백한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남부
에서 주로 시위가 발생한다는 점과 석유 가격 급등 등 석유와 관련된 문제가 발
생했을 때 시위가 자주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향후 국제사회가 탈탄소
화에 따라 나이지리아 등의 OPEC+ 국가들에 원유 감산을 요구할 경우, 국내
정세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표 4-12]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
까지는 기온 증가가 서아프리카에서 시위를 격화시킨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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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프리카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기온 증가에 따라 시위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동아프리카와 남부아프리카는 기온이 일정 수준 이
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시위가 발생할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동아프리카와 남부아프리카는 전년도 평균 기온의 증가도 당해 연도 시위
발생 경향에 비슷한 수준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시위가 두드러지게 높은 국가
들은 남아공, 말라위, 수단, 에티오피아, 잠비아, 케냐 등이다. 시위가 자주 발
생하는 국가들 중에서 산업 특성상 남아공과 같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 더욱
발달한 국가도 있으나 그 외에는 대부분 농업 인구가 인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시위 원인에는
민족적 갈등, 종교 갈등 등도 있으나, 평균 기온의 증가에 따라 가뭄, 메뚜기떼
(desert locust) 습격 등 농업 환경이 변화에 따른 작황 부진이 시위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케냐, 에티오피아, 수단 등은 최근 들어 메뚜
기떼의 습격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WFP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메
뚜기 방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37) 메뚜기떼 발생이 특히 기후가 건
조해지면서 빈번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Ellenburg et al.(2021), Limaye

et al. (2020) 등이 최근 밝혀냈다. Limaye et al.(2020)은 메뚜기떼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양 수분 함량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Ellenburg et al.(2021)은 에리트레아, 지부티,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케냐
등 동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토양 수분 함량이 낮을 경우 메
뚜기 번식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와 같이 동아프리카
에서 기온 증가 및 강수량 감소는 빈번한 가뭄 발생뿐만 아니라 메뚜기 번식에
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가 농가의 소득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동아프리카에서 기온 증가에 따라 시위가 더욱 빈
번히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등에
137) WFP(2020. 2. 14), “Stop locusts in East Africa now or pay much more to help people later –
WF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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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정세 불안정과 민족 간 대립으로 인해 시위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
문에 동아프리카 각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남부아프리카의 경우 남아공을 중심으로 시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
한 경향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경제 규모가 큰 나이지리아에서도 동일하
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온의 증가가 시위 발생 경향에 영향을 주었
다고 볼 수는 없다. 그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남아공 시위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남아공의 높은 실업률, 극심한 빈부격차, 흑인과 백
인 간 갈등이 시위에 더욱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업 인구가 많
은 잠비아, 말라위 등에서 시위가 많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하
다. 잠비아는 최근 지나치게 높은 대외채무로 고채무위험국으로 분류되어 있으
며 말라위는 최빈개도국으로서 빈곤율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잠비아와 말라위
도 앞서 언급한 동아프리카 국가들처럼 농업이 국민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부분
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온의 증가에 따른 작황 부진은 국민들의 소득 감소와 식
량안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남부아프리카에서 기
온 증가가 분쟁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결론지을 수 없으나 향후에
기온의 증가가 말라위 및 잠비아 농민들의 소득 및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경우
에는 시위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온 증가에 따른 폭동 발생은 주로 남부아프리카에서 관찰되고 있으며 서
아프리카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이 약하지만 관찰되었다. 반면 동부 및 중부아프
리카에서는 기온의 증가가 폭동 발생 경향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폭동이 주로
발생하는 국가는 남아공, 잠비아, 말라위 등이며 다른 지역으로 넓혀 봐도 나이
지리아와 케냐 정도가 두드러진다. 폭동의 경우 폭력을 동반하고 있고 일정 수
준 조직화되어야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아공, 나이지리아, 케냐 등 3개국
을 제외하고는 폭동 발생 횟수가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그러
나 남부아프리카에서 기온이 약 32°C를 초과할 경우 폭동이 발생하는 경향이
증가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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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할 점은 중부아프리카가 대체로 분쟁 발생 경향이 낮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부아프리카에서 분쟁이 주로 발생하는 국가는 대
표적으로 DR콩고와 카메룬 정도가 있다. 그러나 DR콩고는 정세 불안정과 부
존자원에 대한 국내외 이권다툼으로 인해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기후 변화가 DR콩고의 분쟁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기
는 쉽지 않다. 최고 기온 및 강수량 변동도 일부 분쟁 발생에 영향을 주었으나,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경제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
준이었다. 이에 따라 앞선 분석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분쟁의 발생 경향에 있어
평균 기온의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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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차분법을 이용한 분석 결과에서는 평균 기온의 증가에 따라 교전과 민간
인 대상 공격 발생 경향은 동아프리카와 중부아프리카에서 대체로 더욱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4-25, 그림 4-26 참고). 중부아프리카에서 분쟁 발
생이 기후 변화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으며 분쟁 자체도 다른 지역에 비해
발생 횟수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부아프리카에서 기온이 증가하더라도 교
전과 민간인 대상 공격 발생 경향이 최근 들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설명이 가능
하다. 동아프리카의 경우 과거에 비해 최근 들어 교전이나 민간인 대상 공격이
줄어든 것은 기후 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우간다, 르완다, 탄자
니아 등지에서 과거에 비해 군사행동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온의 증가와 교전 및 민간인 대상 공격 발생 경향이 동아
프리카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유의적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중장기적 측면에서 교전이나 민간인 대상 공격 경향이 어떻게 변화되
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설명하는 데에 다소 한계점이 있다.

그림 4-25. 평균 기온 증가와 지역별 교전 발생 변화율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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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프리카와 남부아프리카에서는 과거에 비해 민간인 대상 공격 경향이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장기차분법을 활용할 경우 동일
한 기온의 증가에 대해서 각 시기별로 분쟁의 발생 경향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관찰하기 용이하며 지역 주민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온 임계점을 돌파했
을 때의 분쟁 발생 경향이 변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생
각해볼 때 서아프리카와 남부아프리카에서 장기차분법을 활용한 분석 결과가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와 비교했을 때 교전 및 민간인 대상 공격 발
생 경향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과거에 비해 동일한 기온 증가에도 지역
내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확률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동
일한 기온의 변화라 할지라도 과거에 비해 지역 내 충돌 발생 경향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그림 4-26. 평균 기온 증가와 지역별 민간인 공격 발생 변화율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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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와 폭동의 경우, 중부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거에 비해 평
균 기온이 동일하게 증가하더라도 발생 경향이 더욱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
다(그림 4-27, 그림 4-28 참고). 특히 서아프리카와 남부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는 평균적으로 시위나 폭동 발생 경향이 고정효과 모형 결과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기후 변화에 더욱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시위나 폭동은 정부 혹은 반군 주도의 교전 같은 경우와는 달리 시민들이 주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정치적인 이유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사
하라이남 아프리카 전반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시위와 폭동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부록 3 참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도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간 봉쇄가 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시위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21년 남아공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동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더
해 정치적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렇듯 최근 들
어 남부 및 서아프리카에서 기온의 증가와 함께 시위 및 폭동 발생 경향이 더욱
높아졌다는 점은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타격 혹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역 내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기온의 증가가 시위 및 폭동 발생
경향을 얼마나 높이는지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필
요하며 추후 연구에서 더욱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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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평균 기온 증가와 지역별 시위 발생 변화율

자료: 저자 계산.

그림 4-28. 평균 기온 증가와 지역별 폭동 발생 변화율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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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세계은행에서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인한 물 부족 사태
로 2050년까지 동아프리카에서 최대 3,800만 명, 서아프리카는 최대 3,200만
명의 기후 난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138) 이렇듯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과 동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 유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수자원 부족, 농업 생산성 저하, 식량 부족 문
제가 점차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데에 큰 문제점이 있다.
본 장에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분쟁의 현황을 살펴보고 기후
변화와의 연관성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여러 분쟁 중에서도 1997~2020년
간 발생한 교전, 민간인 대상 공격, 시위, 폭동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아프리
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분쟁 유형은 민간인 대상 공격이었으며, 근소한 차이
로 교전이 그 뒤를 이었다. 발생 빈도가 가장 적은 유형은 폭동이었다. 권역별
로 세분화해보면 지역마다 많이 발생한 분쟁의 종류가 다르게 나타났다. 지리
적으로 인접한 동아프리카, 중부아프리카에서는 교전과 민간인 대상 공격 비중
이 높은 반면, 남부아프리카는 시위와 폭동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서아
프리카는 민간인 대상 공격, 시위, 교전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는데, 그 편차가
적어 여러 종류의 분쟁이 고루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비교할 때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동아프리카였으며, 서아프리카가 그 뒤를 이
었다. 국가별로 비교할 때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는 소말리아, 나이지리
아, DR콩고, 남아공 등이었다. 누적 분쟁 발생 건수를 분쟁 유형별로 세분화해
보면 국가별로 발생 빈도가 높은 분쟁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교전과 민간인
대상 공격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국가로는 소말리아, DR콩고, 부룬디 등이 있
다. 시위와 폭동이 주로 발생한 국가로는 남아공, 기니 등이 있었다. 한편 나이지
138) World Bank(2021. 10. 27), “Climate Migration in Africa: How to Turn the Tid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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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 수단, DR콩고에서는 모든 종류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였다.
분쟁 종류별로 분쟁 발생지와 기온 분포를 비교해보면 교전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권역별로 비교했을 때 연평균 기온이
높은 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에서 교전 발생 빈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남부에서는 교전 발생 빈도가 낮았다. 그러나 국가별로 살펴보면 예외도
상당수 관찰되었다. 민간인 대상 공격은 네 종류의 분쟁 중 기온 분포와 가장
관련이 없었다. 시위와 폭동은 각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이 관찰되는 배경으로는 상대적으
로 기후가 온화한 지역에 과거부터 대도시가 발달하였는데, 대도시 지역에서
주로 시위와 폭동이 발생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아울러 기후 변화로 인해 원래
부터 기온이 높았던 지역의 기온이 더욱 상승하면서 거주가 어렵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후조건이 양호한 도시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증가할 수 있다.
인구 급증으로 인한 자원 부족, 실업률 증가,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는 시위
와 폭동을 촉발하는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한편 가뭄의 경우 서아프리카에서
특히 가뭄이 발생한 해에 분쟁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뭄 발생 연도에 분
쟁이 발생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시위·폭동보다는 교전·민간인 대상
공격 발생 빈도가 높았다.
강수량의 경우, 대체로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서 분쟁 발생 빈도가 높았다. 교
전 및 민간인 대상 공격은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강수량이 400㎜ 이하인
지역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시위 및 폭동의 경우에도 강수량이 많은 지
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연평균 기온이 상대적으로 온화한
지역 중에서도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 시위·폭동이 집중되어 있었다. 앞서 기후
가 온화한 지역에서 대도시가 발달한 것을 확인하였는데, 도시 인프라가 미비
할 경우 폭우가 오면 홍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폭우 및 홍수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의 불만을 가중시켜 시위·폭동을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
로 홍수 발생 빈도와 분쟁을 비교해보면 서아프리카를 제외하고는 홍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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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가 높은 곳에서 대체로 분쟁 발생 빈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일부 국가의
경우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분
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러한 국가들의 경우 자연재해 발생 시 분
쟁 발생 위험도 높아지므로 자연재해가 예측될 경우 분쟁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아프리카에서 기후 변화에 따른 분쟁 발생 경향에 대해 분석을
실시했으며 교전, 민간인 대상 공격, 시위, 폭동 등 네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
았다. 시위와 폭동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전반적으로 평균 기온이 증가하면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교전이나 민간
인 대상 공격은 일정 수준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평균 기온이 약 26~27°C가 되
는 지점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평균 기온이 증가하면
서 시위나 폭동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
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예를 들어 작물의 적정 식생 온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생산성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이 선행 연구의 결과이
며, 본 연구에서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특히 옥수수 생산성이 급감할 수 있다
는 경고를 하였다. 즉 기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농업 생산성 하락, 목
초지 감소에 따른 유목민의 이동으로 인한 토지 갈등, 수자원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분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Rigaud et al.(2021a),
Rigaud et al.(2021b)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2050년까지 기후 이주민이 수

천만 명 이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던 것을 상기해보면 사하라이남 아
프리카에서 기후 변화에 따른 갈등이 격화되기 전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
회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교전이나 민간인 대상 공격의 경우에는 발생 경향이 높은 지역에서 다
수의 피난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기온이 높은 지역에는 인구밀도가 낮
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기온이 어느 임계점을 넘어갈 경우 평균 기온 증가가
오히려 교전이나 민간인 대상 공격 경향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이는 사하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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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아프리카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교전이 감소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예컨대 최근 들어 교전이나 민간인 대상 공격이 활발한 지역은 사헬
지역 아래에 위치한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수단 등과 모잠비크 정도인데 해
당 국가들의 교전 발생에 기온의 증가가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에는 어
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교전 및 민간인 대상 공격 경향은 정
치적·종교적·민족적 갈등으로 인해 유발된 측면이 더 높다고도 볼 수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기온의 증가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고 지역민 간 갈등이 표면
화되면 교전이나 민간인 대상 공격의 발생이 더욱 빈번해질 수도 있다. 또한 현
재 교전이 빈번한 국가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분
쟁 발생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조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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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기후 변화 협력 전략
2. 협력 방안에 대한 시사점
3. 결론

1. 한국의 기후 변화 협력 전략
가.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코로나19, 기후 변화 피해 등 범지구적 위기의 확산은 보건의료와 기후 변
화 대응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에게 큰 피해를 입혀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증대시켰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환경의 변화는 ODA 최상위국
가 종합전략인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비전 수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21년 1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향후 5년간 한국의 ODA 청사진을 제시할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2021-2025) 비전으로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을 채택하였다.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시
행계획 비전 달성을 위해 2021년 한국정부는 포용적 ODA, 상생하는 ODA, 혁
신적 ODA, 함께하는 ODA 등 네 가지 전략과 12개의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139)
2021년 종합시행계획의 ‘상생하는 ODA’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 과제로 ‘녹색전환 선도’가 제시되었다. 2021년 종합시행계획에는 ODA
를 통한 녹색전환을 위해 ① 기후 변화 논의 선도 및 협력 ② 전략적 그린뉴딜
ODA 추진 ③ 개도국 기후 변화 대응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한국정부는
녹색전환 선도의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기후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기후 변
화 대응 논의를 선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등
환경 관련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기후 변화 협력을 강
화할 것이다.140)
139) 관계부처 합동(2021a),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p. 8.
140) 위의 자료,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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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전환 선도의 두 번째 추진 과제는 ‘전략적 그린뉴딜 ODA 추진’이다. 한
국정부는 개도국의 녹색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해 그린 ODA 비중을 DAC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141) 한국정부는 그린뉴딜 ODA 추진 전략 수
립을 통해 7%(2014~18년 평균 총지출 기준) 수준인 그린 ODA 비중을 OECD
DAC 평균인 15.9%로 확대하고자 한다.142)
전략적 그린 ODA는 수원국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중소 및 중견기업
의 사후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한다. 한국정부는 상위중소득국의 노후화된 화석
연료 발전소를 그린 에너지로 대체하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전력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위중소득국에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고효
율화를 위해 송배전망 안정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1년 종합시행계획에
는 수원국의 그린 ODA 수요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배터리 및 수소, 수자원
및 위생, 송배전 효율화 등 기술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부문과 연계하여 융복
합 ODA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중소 및 중견기업이 그린 ODA
사업을 수주할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 지원 등의 사후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
도 포함되었다.143)
녹색전환 선도의 세 번째 주요 과제인 ‘개도국 기후 변화 대응 지원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개도국과 양자 기후 변화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자 한다. 한국정
부는 양자 협정을 통해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을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연구개발, 법·제도 개선 컨설팅 등 긴밀한 협력
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144)
2021년 종합시행계획의 기후 변화 관련 계획은 ‘녹색전환 선도’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지원과 재난재해 경감 및 대응 지원에도 포함되었다. 한
국정부는 개도국이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영양상태 개선을 통해 식량안보를 보
141) 그린 ODA는 리우마커(기후 변화 완화·적응 목적 포함)가 부여된 사업을 의미한다.
142) 관계부처 합동(2021a),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p. 13.
143) 위의 자료, p. 13.
144) 위의 자료,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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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할 수 있도록 수원국 맞춤형 스마트 농업 ODA를 추진하고자 한다. 지역별
기후 특성 및 농업 역량을 고려하려 적정기술을 활용한 기후적응형 스마트 농
업을 구축할 계획이다.145) 재난재해 경감 지원은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후 국
가가 신속하게 지원할 뿐만 아니라 기후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방적 노력
을 병행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 지역 단위의 위기상황 대처능력
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행정 ODA 등 통합재해관리 구축을 지원하고자 한다.146)

나. P4G
P4G는 녹색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5대 중점분야(물, 식량·농업, 도시, 에너
지, 순환경제)의 민관협력을 촉진하여 SDGs 달성과 파리협정 이행을 가속화하
기 위한 협력체이다. P4G는 2017년 9월 UN총회에서 공식 출범하였으며
2018년 10월 포용성장과 SDGs에 대한 가시적인 진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1차
P4G 정상회의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되었다. 현재는 우리나라를 포함,
덴마크, 네덜란드, 남아공, 케냐, 에티오피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등 12개국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세계도시
기후정상회의(C40), 세계자원연구소(WRI: World Resources Institute), 세계경
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등의 국제기구 및 협의체, 민간기업,
시민사회가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147)
2021년 5월 말 한국정부는 제2차 P4G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이라는 주제로 열린 P4G 회의
는 67명의 정상급 인사와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하여 개도국의 녹색회복을 지
원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 변화 행동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148)
145) 관계부처 합동(2021a),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p. 11.
146) 위의 자료, p. 11.
147) 외교부(2021),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4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25).
148)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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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P4G 정상회의에서 △ 개도국과의 협력사업 확대 △ 탄소중립 달성
△ 생물다양성의 가치 회복 등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 방안을 발표하였다.
한국정부는 개도국이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기술공유와 지
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개도국의 그린 ODA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
다. 한국은 개도국이 경제 위기를 녹색경제를 통해 재건할 수 있도록 그린 ODA
비중을 19.6%(2015~19년 평균)에서 OECD DAC 평균(28.1%)으로 끌어올
릴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2021년 종합시행계획에서 발표한 비중보다 상
향된 수치이다. 또한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GGGI에 연 500만 달러의
그린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설립하고 연 400만 달러를 P4G 기여금으로 공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단순히 개도국 재정지원으로 그치지 않고, 기후
위기에 취약한 국가가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 회복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
후 변화 역량 강화도 함께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 변화 역량 강화는 민
관협력을 강조하는 P4G 사업을 통해 한국 기업의 녹색산업 진출 기반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149)
한국은 P4G 정상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의 중간 목표로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기존보
다 상향하여 2021년 11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개최하는 제26차 기후 변
화 당사국총회(COP 26)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탄소중립 시나
리오 수립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확대하고 건물, 운송 등 부문
별 친환경 기술혁신 방안을 포함한 핵심 추진전략을 2021년 안에 제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150)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
융지원을 중단하고 신규 석탄발전소의 허가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151)
한국은 주요 탄소 흡수원인 생물다양성의 가치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
149) 환경부(2021),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결과｣, p. 2.
150) 2021년 10월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를 발표하였다.
151) 환경부(2021),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결과｣,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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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 2021년 10월 중국에서 개최된 제15차 생
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 15)의 성공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COP 15에서 채택된 203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
워크에 선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세계
의 육상과 해양을 보호하는 자연을 위한 정상의 서약(Leader’s Pledge for
Nature),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확대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세계
해양연합(Global Ocean Alliance) 등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152)
한국은 P4G 정상회의를 개최를 통해 기후 의제를 선도하며 글로벌 리더십
을 발휘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국가 및 국제기구 정상들은 기후 위기가 환경 문
제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안보, 인권 등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데 동의하
고, P4G가 유엔 주도의 기후 변화 대응과 SDGs 달성 노력을 지원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특히 P4G 정상회의에서 물, 식량·농업, 도시, 에너
지, 순환경제, 녹색금융 부문에 대한 민관 파트너십 협력강화 방안을 이끌어냈
다. 나아가 기후행동 확산을 위해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강화가 필
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은 P4G 정상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 6
월 G7 정상회의, 9월 UN총회, 10월 G20 정상회의, 그리고 11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이행 논의에 동참하
고 적극적으로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153)

다. 그린 ODA 추진전략
2021년 7월 한국정부는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밝힌 그린 ODA 규모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우리나라는 그
린뉴딜 ODA 추진전략을 통해 P4G 정상회의에서 발표하였던 그린 ODA 비중
152) 위의 자료, p. 3.
153) 청와대(2021), ｢서울선언문 주요 내용 소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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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2025년까지 OECD 평균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54)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과 상생의 녹색회복을 선도하기 위한 그린 ODA 추진전
략으로는 ① 개도국 녹색전환 지원 강화 ② 그린뉴딜 글로벌 협력 선도 ③ 상생
의 파트너십 확대 지원 등이 제시되었다(표 5-1 참고). 이를 위해 각 전략별 실
행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실행 체계로는 범정부 차원의 그린 ODA 추진체계 확
립, 다양한 개발협력 이해관계자 참여 촉진, 유·무상 주관기관별 그린뉴딜 협
의체 운영 등이 있다.155)

표 5-1.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
비전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
목표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과 상생의 녹색회복 선도
추진전략
① 개도국 녹색전환 지원 강화

▸그린 분야에 대한 ODA 집중투자
▸개도국 발전단계에 맞는 그린뉴딜 생태계 구축 지원
▸국가별 맞춤형 플래그십 프로젝트 발굴

② 그린뉴딜 글로벌 협력 선도

▸글로벌 그린 ODA 이니셔티브 선도
▸그린 분야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 강화
▸UN, MDB 등 기타 국제사회와의 그린 협력 확대

③ 상생의 파트너십 확대 지원

▸개도국 수요를 바탕으로 강점 분야 지원
▸타 대내외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후속사업 연계를 통한 파급효과 극대화
추진체계

범정부 차원의 그린뉴딜 ODA 추진체계 확립
다양한 개발협력 이해관계자의 참여 도모
주: *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의 비전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비전과 동일함.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b),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 p. 5.

한국 정부는 현지 ODA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개도국이 필요한 부문을 신
속하게 파악 및 지원하고자 한다. 재외공관과 현지사무소를 적극 활용하여 주
154) 관계부처 합동(2021b),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 p. 6.
155) 위의 자료,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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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국과의 소통을 통해 협력국의 ODA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발전단계별 지원
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ODA 유·무상 시행기관 간의 그린
ODA 사업 정보 공유 및 협의를 통한 사업 간 연계 추진, 그리고 후속 그린
ODA 사업 발굴 등이며 유·무상 기관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정부
는 국제개발협력사업협의회 산하에 기후 변화·환경분과를 운영할 계획이며
EDCF 컨설팅에 그린분과를 신설함으로써 그린 ODA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할 예정이다.156)
또한 한국정부는 개도국의 취약 부문, 국가발전 전략, 소득 수준 등 개도국의
국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요가 있는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 태양전지모듈 인증시험소 사업을 통해
파키스탄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 사례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전기 보급률 개선
에 기여하였다. 그린 ODA 사업 추진 시 프로그램 차관을 통해 개도국의 주도
적인 그린 분야 정책 수립, 재원의 포괄적 활용, 후속사업 추진 등을 지원할 계
획이다.157)158)
한국의 그린 ODA 사업은 국가별 맞춤형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하고자
한다. 그린 ODA 사업 추진 시 개도국의 그린뉴딜 협력수요와 경제적 파급효과
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업 분야를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은 생물다양성, 산림 복원, 해양플라스틱 제거 등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그린
ODA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발굴하고자 한다. 또한 유·무상 연계, 민관
협력(PPP), 정책금융, 다자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협조융자 등 다양한 형태의 대형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이다.159)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에는 2023년 COP 28 유치를 위해 환경 국제기구

156) 위의 자료, p. 7.
157) 위의 자료. p. 7.
158) 프로그램 차관은 관련 정책과제 이행을 조건으로 과제 이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차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59) 위의 자료.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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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기여 강화와 국제사회와의 그린 협력 확대 이행 방안이 제시되었다.160)
2022년 400만 달러를 P4G 5대 분야(물, 식량·농업, 도시, 에너지, 순환경제)
에 지원하고 정부, 기업, 국제기구, 시민단체,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사업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GCF(2024년까지 3억 달러 공여), GGGI 그린
뉴딜 펀드(2022년부터 2027년까지 연간 500만 달러 공여) 등을 지원하고
MDB, UN 등 국제사회의 그린협력을 확대하여 관계부처, 시행기관, 기업, 시
민사회 등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한다.161)
그린 ODA는 개도국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국의 강점 분야 및 미래 유망 분
야의 지원을 강화하여 상생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한다.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 중 개도국의 수요가 큰 부문을 발굴하여 개도국과 한국의 민관이 중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첫째, 그린 ODA 관련 기반시설 구축 등의
지원과 정책지원을 통해 잠재력이 큰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을 촉진하고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강화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산업통상자원부
의 전기이륜차 활성화 마스터플랜이며 캄보디아의 녹색전환 촉진 및 전기충전
기반시설 구축을 연계한 사업이다. 둘째, 한국의 강점인 ICT를 활용하여 스마
트 농업, 홍수 예방 및 경보체계 등을 구축하여 개도국의 수자원 관리와 농업
생산성을 개선시키고자 한다. 예를 들어 환경부는 한국의 강점인 AI 기반 물 인
프라 조성과 위성·LoT(Localization of Things)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한 수
해 및 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라오스의 홍수 예방 및 경보체계
마스터플랜을 시행한 바 있다. 셋째, 전력망 구축이 어려운 도서 지역에 에너지
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를 결합한 마이크로 그리드 등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자 한다.162) 예를 들어 산업부는 전력망 구축이 어려
운 필리핀 도서 지역에 태양광 기반 마이크로 그리드를 구축하여 전력을 공급
160) 그러나 2021년 말 COP 28 유치의사를 철회했으며 UAE를 지지하였다.
161) 위의 자료, pp. 9~10.
162) 마이크로 그리드는 분산 에너지원을 수용해서 소규모 단위로 에너지의 공급과 수요를 관리하는 지역
전략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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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넷째, 수소경제, 태양광 등 미래 유망 분야의 그린뉴딜 ODA를 발굴하
여 지원할 계획이다. 풍부한 태양광과 수자원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그린
수소를 생산 중인 중동 및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163)

2. 협력 방안에 대한 시사점
국제사회의 농식품 분야에서 기후 변화 대응의 잠재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그 효과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
Shukla et al.(2019)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농식품 분야에서 기후완화
및 적응 전략에 따른 효과를 다섯 가지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그림 5-1 참고).
제2장에서 밝히고 있듯이 국제사회의 대아프리카 기후 변화 원조는 탄소배출
저감보다는 기후적응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남아공을 제외하고는 탄소배출이 두드러진 국가
가 없을 뿐 아니라 기후적응 전략의 실행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164)
IPCC에서는 작물 생산 관리, 가축 생산 관리, 기후 변화 서비스, 공급망 개선,
소비 관리 등에 대해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을 실행할 시에 효과에 대해 요약하고
있는데, 농업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저감 전략보다는 적응 전략이 훨씬 효과
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165)
국제사회에서도 수자원 확보, 디지털을 활용한 재해경보시스템 등 주로 적
응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녹색기후기금(GCF)의 거대
한 녹색 장벽(GGW: The Great Green Wall) 프로젝트는 세네갈에서 지부티
까지 사헬 지역 사막화 방지를 위한 나무 장벽을 대규모로 조성하는 등 기후 변
화에 따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166)
163) 위의 자료. p. 12.
164) COP(2020).
165) Shukla et al.(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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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에 제시된 기후적응 전략 중,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적합한 적응
전략은 그 범위가 보다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생산 관리에서는 품종
개량, 수자원 관리, 혼농임업 등이, 기후 서비스에서는 조기경보시스템 및 농업
위험보험 가입 등이 있을 수 있다. 한편 공급 및 소비 측면에서 아프리카 국가
들과의 협력이 요구되는 부분은 농산물 공급체인 관리의 효율화가 있을 수 있
다. 본 장에서는 한·아프리카 간 기후 변화 협력을 통한 농업 분야 지원을 위해
기후 위험보험제도 실시, 물-식량-에너지 넥서스 구축, 그리고 농업 가치 사슬
및 품종 개량 지원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
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및 분쟁 최
소화를 위해 민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5-1. 농업 분야 저감 및 적응 전략별 잠재 효과

자료: Shukla et al.(2019), p. 60.

166) https://www.greatgreenwall.org/results(검색일: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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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덱스 보험제도 지원
농가가 해일, 가뭄, 화재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에 경영위기에 봉착
하지 않기 위해 한국정부는 2001년부터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제정하여 농작
물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김규호 2020). 구체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은 재
해 발생 시에 정부가 피해비용을 보조하는 일종의 정책보험이다. 미국, 일본 등
의 선진국은 농작물재해보험을 비교적 이른 시기(미국 1938년, 일본 1947년)에
도입했다. 미국의 경우 대표적으로 수확량보호보험(Yield Protection) 등의 수
량보장보험, 수입보호보험(Revenue Protection) 등의 수입보장보험, 달러보
장보험, 그리고 대재해보장(Catastrophic Coverage, CAT) 등이 있으며 강
수량지수보험(Rainfall Index), 초목지수보험(Vegetation Index) 등의 기타
보험도 운영되고 있다(윤성은, 차원규 2013; Plastina 2021).
그러나 아프리카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재정적인 측면에서 농작물재
해보험 체계가 발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따라 인덱스 보험 등의 지수형
보험(Parametric Insurance)이 더 각광을 받고 있다. 지수형 보험은 자연재
해, 기후위험 등에 의한 손실금액 추정이 어려울 경우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인덱스 보험은 강수량, 온도 등의 지표에 의해 보상 금액이 결정되는 형
태의 보험이다(문혜정 2020). 지수형 보험은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보상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보험금 결정이 투명하고 손실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시간도 줄어든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Swiss Re,
Parametrix, Marsh 등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수형 보험 상품을 개발
해서 운용하고 있다(문혜정 2020).
아프리카에서 전통적 방식의 농작물재해보험의 운영이 어려운 이유는 농작
물 손실이 기후위험 말고도 여러 다른 요인(관리 부실, 농작물 절도, 비료 및 살
충제 미사용 등)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므로 보험금 과다청구 등의 도덕적 해이
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Greatrex et al. 2015).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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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프리카에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가는 지극히 한정되어 있
으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운용하더라도 수익성이
매우 낮을 것이다. 그러나 기후 위기가 지속되면서 농업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될 경우 어떤 형태로든 손실 보전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이뤄
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인덱스 보험에 대한 개발원조가 있을 수
있다. Carter et al.(2018)은 손실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전통적 방식의 보
험 시장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지만, 보험 도입 비용이 전통적 방식에 비해 저
렴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농민들에게 인덱스 보험이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다.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한 인덱스 보험 사업은 15개국 이상에 도입된 것으로 파
악되고 있다(Carter et al. 2018). 특히 최근 들어 아프리카에서도 디지털 전
환이 급격히 전환되고 있고 휴대전화를 통한 각종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유럽의 사례처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인덱스 보험
가입 상품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CRE(Agriculture and Climate
Risk Enterprise)는 개발도상국에서 인덱스 보험을 제공하는 가장 큰 업체이
며 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Greatrex

et al. 2015). 또한 microensure도 개발도상국에서 소규모 농민들을 대상으
로 보험 상품 운용을 하는 대표적인 업체로 볼 수 있다.
인덱스 보험은 재해를 대비하는 사회적 보험 성격을 띠고 있어 아프리카 농
민들이 재해 등의 국지 혹은 전국 단위의 충격에 따른 손해를 예측하고 저위험
-저수익 행동을 취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공급 및 수요 측면에서 한계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농작물재해보험 혹은 사회적 안전망보다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Jensen and Barrett 2017). 뿐만 아니라 기존의 농작
물재해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소규모 농민들이 가입하는 데에
있어 비용적인 장벽이 다른 전통적 보험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인덱스 보험이 지닌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대하기에는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보험 상품에는 특정 재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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뭄, 홍수, 태풍 등 혹은 강수량, 기온 기준으로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
금 지급)에 대해서 인덱스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이 일반화되어 있으
나 최근 아프리카에서도 특정 재난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이유로 농작물 재해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 측면에서 손실액을 보상하지 않는 인덱스 보험
자체가 큰 효용이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Carter et al. 2018). 인덱스 보험
은 그 성격상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과 보상 방
식이 다르나, 농작물 손실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기후 인덱스 자료에 따라 보
상금액 규모가 훨씬 작을 경우 농민들은 인덱스 보험의 유용성에 의심을 제기
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보험 공급자 측면에서 볼 때 보험금 산정을 위한 객관
적인 자료 수집에 한계점이 있다. 또한 기상이변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
을 시에 보험사 혹은 은행 포트폴리오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인덱스 보험 시장에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Carter et al. 2018).
셋째, 보험 수요자 측면에서 봤을 때 보험 가입과 보험금 납부가 미래가 발생하
지 않을 재난 혹은 기상이변 발생 시를 대비한 투자금이라고 보기에는 비용을
지불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며 가입하더라도 매우 소액만 지출하는 것을 선호
한다. 예를 들어 Cole et al.(2013)은 인도 BASIX ICICI가 제공한 인덱스 보
험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0.66~-0.88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농민들
이 보험료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밝혔다. 민간 보험업체 측면에
서도 아프리카 농민들을 위해 낮은 보험료를 유지하거나 낮은 가입률에도 불구
하고 사업을 지속할 경우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신규 업체가 인덱스 보험 시장
에 진입하거나 기존 업체가 지속적으로 보험 상품을 운영하기는 쉽지 않다. 마
지막으로, 무슬림 목축민의 경우 미래의 부정적인 사건을 언급하거나 예측하는
것은 금기시되며 이에 따라 가뭄 혹은 홍수를 미리 대비하는 인덱스 보험 가입
의 정당성 자체가 부정되기도 한다(Jensen and Barrett 2017).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농민들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인덱스 보험이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은행 글로벌 인덱스보험기금(GIIF: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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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Insurance Facility), ILO, USAID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농업 보험을
위한 글로벌행동네트워크(GAN: Global Action Network on Agriculture
Insurance) 등이 현재 국제사회에서 인덱스 보험 확대를 추진하는 대표적인
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민간 보험업체의 인덱스 보험 시장 진입장벽이
아직까지는 다소 높기 때문에 공여기관 혹은 국제기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Carter et al.(2018)은 인덱스 보험의 도입 확대를 위해서는 강수량 인덱
스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 농업 생산성 자료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지역 평균 생
산성의 전년 대비 당해 연도 생산성 하락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손실금액에 따른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보험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
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농작물재해보험 시장이 형성되었다. 블록
체인은 실시간 기후정보에 기반하여 보험료가 산정된다는 점과 보험가입자들
이 기상 자료나 식생 자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와 비교해서
손실 보상금액이 낮은 베이시스 위험을 개선할 수 있다(Xiong et al. 2020). 뿐
만 아니라 모바일 머니 사용률이 높은 아프리카 농민들이 모바일 머니를 통해 보
험료를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인덱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그린 ODA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대아프리카 개
발원조 공여금 중에서 기후적응을 위한 원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아프리카 농가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세계은행, 국제농
업연구협의그룹(CGIAR: Consultative Group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등과 인덱스 보험에 대한 공여 사업을 실시하면 기후 변화에 따른
농가의 손실액을 보전하고 기후 위기로 인한 빈곤 및 식량안보 문제에 간접적
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나. 물-에너지-식량 넥서스(WEF Nexus)
수자원의 감소는 식수, 관개수 등 물의 가용성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토양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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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된 수분 부족으로 땅이 굳으면서 농작물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다
는 것도 농업 생산성과 큰 관련성이 있다(Mubiru et al. 2018). 이에 따라
Flammini et al.(2014) 등도 물, 에너지, 식량이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세

분야를 연계한 개발협력이 이뤄져야 식량안보, 빈곤 감소에 대해 지속가능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유럽 그린딜은 세 가지 분야에 기후를 더해 기후
-물-에너지-식량 넥서스가 강조되고 있다.167) 물-에너지-식량 넥서스가 강조
되고 있는 이유는 세 가지 분야 모두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탄소배출 등에 있어 상호 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Rasul and Sharma 2016).
또한 [표 5-2]에서 볼 수 있듯이 넥서스 접근법은 분야 간 연계를 통한 트레이
드오프와 시너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에서 장점이 있다.
남부아프리카 경제협력체인 SADC에서는 기후 변화와 수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WEF 넥서스 지역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도입했으며
현재는 EU와의 협력을 통해 SADC-EU WEF 넥서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
다.168) 또한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독일 연방경제협력개
발부(BMZ), 네덜란드 외교부,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 미국 국제개발
처(USAID) 등이 공동으로 실시한 식량을 위한 물-에너지(WE4F: Water &
Energy for Food) 사업이 있다. 2018년에 개시된 해당 사업은 주로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태양광 기술, 기후 예측 기술, 태양광 펌프,
수경재배 등과 같은 기술 혁신과 함께 여성·빈곤층 등 취약계층 포용과 같은 분
야에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169)

167) European Commission(2021. 3. 19), “Understanding the climate-water-energy-food ne
xus and streamlining water-related polici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1).
168) NEXUS(2021. 2. 22), Nexus Blog, “WEF Nexus framework to strengthen coordination of
water, energy, and food sectors in the SADC Reg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2).
169) Water and Energy for Food, East Africa Regional Innovation Hu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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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넥서스 접근법의 특징

구분

넥서스 접근법
▸물, 에너지, 식량안보 성취

기후 변화 적응
▸회복탄력성 개발 및 기후 적

넥서스 기반 적응의
보완성 및 공동이익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넥서

목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핵심

▸자원폐기물 최소화와 경제 ▸기후 위기 관리와 대응 역량 ▸넥서스 접근법을 통한 기후

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
원리

효율성 극대화

▸다면적 통합 솔루션 제공

개발을 통한 취약성 감소

▸기후 변화와 관련된 효과 및
위기 대응

분야

스 접근법과 효율적 자원 이
용에 대한 이해

▸위기, 충격 및 취약성 최소화

주요
집중

응 역량 강화

적응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
▸넥서스 솔루션을 통한 취약
성 및 빈곤 극복, 넥서스 접
근법을 통한 기후 변화 취약
성 대응
▸넥서스 접근법을 통한 트레

▸분야 간 시너지 효과 및 공
광의의
전략

동이익 실현을 위한 정책 통
합·조화·거버넌스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및
관민협력

이드오프와 시너지 효과 제
▸적응 역량 및 회복탄력성 개

고 및 정책 통합, 다양성 확

발을 통해 기후 변화로 인해

보를 통한 회복탄력성 향상,

특히 취약한 분야와 원인에

넥서스 접근법을 통한 기후

대한 대응

완화 및 적응에 대한 통합적
전략 제고와 취약성 및 빈곤
에 대한 광범위한 분야 연결

자료: Rasul and Sharma(2016), p. 685.

우리나라가 분야 간 연계를 통한 WEF 넥서스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Biggs

et al.(2015)이 제시한 바와 같이 분야별로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 Biggs et al.(2015)이 도식화한 분야별 상관성은 아프리카 국
가들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SADCEU WEF 프로젝트, WE4F 프로젝트 등은 태양광 펌프를 이용한 농작물 생산,
날씨 예측 시스템 개선을 통한 농가의 기후정보 취득 등과 같은 기술적으로 간
단하고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면서도 농가의 식량안보와 소득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도 WEF 넥서스 프레임워크하에서 농
가 단위에 유용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생산, 축산 분야에서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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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분야의 도입이 요구될 것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토양 내 수분
및 양분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합함으로써 적합한 수준의 농수 및 농자재 투입
량을 계산할 수 있는 정밀농업(Precision agriculture)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
으로 보인다. 끝으로 우리나라도 기후 스마트 농업, 노지 스마트 농업 등을 시
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기술 및 비용 측면에서 도입 가능하면서도 현지에
서 효과성이 높은 기술을 농업개발협력사업에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운영함으
로써 현지 농민들의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2. WEF 부문 간 연계 세부 분야

자료: Biggs et al.(2015), p.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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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업 가치 사슬 및 품종 개량 지원
기후 변화, 특히 기온의 증가에 따른 작물 생산성 저하가 현실화되면서 사하
라이남 아프리카에서도 작물 품종 개량을 통한 내열성 강화와 생산성 유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농업진흥청의 KOPIA 사업을 중심으로 사
하라이남 아프리카 씨감자, 쌀 등의 품종 개량을 소규모로 진행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기후적응에 초점이 맞춰졌다기보다는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현지 환경에 적합한 품종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생산성 감소가 두
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옥수수의 경우, 내열성 종자 개발 및 선발을 통해 옥수
수 생장시기 감소를 방지함으로써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도입
이 시급하다(Challinor et al. 2016). Challinor et al.(2016)은 기후 변화 시나
리오에 따라 옥수수 생장 일수가 평균 5일(RCP 8.5 기준)가량 감소할 것이라
는 결과를 도출했으며 생장 일수 감소에 따라 생산성 하락이 예측되고 있다(그
림 5-3 참고). 이에 따라 아프리카 미작 연구소(Africa rice center), 국제옥
수수밀연구소(CIMMYT: International Maize and Wheat Improvement
Center), 아프리카 가뭄저항성옥수수 프로그램(DTMA: Drought Tolerant
Maize for Africa) 등에서는 기후스마트 쌀, 밀, 옥수수 종자 개발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170) 또한 장기적으로는 옥수수가 다른 작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 수수, 쌀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단기적으로는
옥수수 품종 개량을 통한 생산성 유지가 큰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ippke et al. 2016).

170) Challinor et al.(2016); Africa rice 온라인자료. https://www.africarice.org/climate-change(검
색일: 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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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기후 시나리오에 따른 옥수수 생장시기 평균 감소 일수 예측

주: 그래프는 1995~2014년 아프리카 지역 그리드별 평균 옥수수 생장 시기 대비 기후 시나리오별 감소 일수의 분포를
나타냄.
자료: Challinor et al.(2016), p. 957.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농업 분야 개발원조에 있어서도
가뭄, 홍수 등의 자연재해 혹은 내열성 품종 개량 사업에 대한 원조 규모를 더
욱 증대할 필요가 있으며 CGIAR 산하 농업연구소와의 협업도 지속적으로 늘
려 나갈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쌀, 콩, 씨감자 등 우리나라가 비교우
위를 가지고 있는 작물을 중심으로 수확 후 관리, 생산 기자재 지원 등에 대한
지원을 이어 왔다. 이에 더해 품종 개량을 위한 R&D 투자 증액, 특히 서아프리
카 국가(세네갈, 나이지리아, 카메룬 등) 기후 환경에 적합한 쌀 품종 공동개발
및 선발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늘어날 경우, 아프리카 농업
생산성 및 식량안보 문제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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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부문에 대한 지원과 함께 중요시되는 부문은 농산물 가치 사슬 구축 지
원을 위한 협력이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쌀, 옥수수 등의 곡물 수확
후 관리(저장, 가공 등) 기술 및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손실률이 비교적 높으
며 이에 더해 마이코톡신, 알파톡신과 같은 곰팡이류 발생 확률이 높게 나타난
다. 이에 따라 작물 생산 후 관리를 통한 작물 손실률 개선이 주요한 과제로 인
식되고 있다. 특히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생산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수확 후 관리 기술 도입을 통한 손실률 개선이 요구되는 바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도 농업 ODA 지원 분야에 수확 후 관리 분야의 예산 비중을 증대할 필요
가 있다.

라. 그린 ODA 협력 강화
아프리카는 전반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의 기후완화보다는 기후적응에 대
한 수요가 매우 높다. 이러한 이유로 기후적응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복원력 제
고가 그린 ODA 등과 같은 개발협력사업의 큰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공공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UN 등 국제기구도 개발도상국 기후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적응기금(AF: Adaptation Fund)과 같은 재원을 마련했다.171)
한편 한국정부는 그린뉴딜과 그린 ODA 추진전략을 통해 개도국 녹색전환 지
원, 그린 분야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 강화를 통한 글로벌 협력, 개도국 수요에
맞는 분야 맞춤형 지원이라는 전략을 수립했다(관계부처 합동 2021b). 한국정
부의 대개도국 ODA에서 그린 분야 ODA 비중의 증가는 기후 변화에 따른 아
프리카 국가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넷제로(Net Zero) 선언에 동참했다고 할

171) https://unfccc.int/Adaptation-Fund(검색일: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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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도 탄소배출을 실질적으로 감소해 나가야 하는 국가는 남아공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후완화 정책보다는 기후적응 정책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
한 대륙이다.
한편 한국정부는 P4G 5대 분야인 식량·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 등
에 대한 자금지원과 민간기업, 스타트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등을 통한 민관협
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관계부처 합동 2021b). 특히 기후적응 분야에 있어
서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부처, 녹색기후기금(GCF), 국제녹색
성장연구소(GGGI) 등의 국제기구의 재원 조달이 필요할 것이나 현지에서 실
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태양광사업, 기후·노지 스마트 농업, 농산물 유통 체계
상 콜드체인 도입, 식물 공장, 재해경보시스템, 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기후정보
전달과 같은 다양한 사업 수행에 있어서는 민간 부문, 특히 기업의 역할이 확대
되어야 할 것이다.
기온 증가와 강수량 변동으로 인한 기후 변화와 재해 발생이 아프리카 농업
과 분쟁에 미치는 영향은 자명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장에서도 농업 분야에 대
한 지원 전략을 중심으로 서술했으나, 국제사회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사헬 지
역 조림사업, 아프리카 내 수자원 확보 및 고갈 방지와 같은 분야에도 우리나라
가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할 분야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기구, 민간기업과 같
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기술 및 정책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마. 농민-목축민 간 갈등 예방 및 중재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후 변화는 농업뿐만이 아니라 분쟁에도 영향을 미친
다. 기후 변화가 분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로 중 하나는 목초지, 수원 등 이
용 가능한 자연자원을 고갈시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갈등이 악화되고 무력 충돌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평화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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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172) 자연자원 관련 규제와 거버넌스는 기후 변화 상황
에서 자원을 둘러싼 분쟁 발생 위험에 대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다.173) 정부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 자원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소외된 집단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고 각종 무장단체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악용하여 세력을 확장할 수 있다.174) 나아가 자원의 저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원이 충분한 상황에서도 분쟁은 발생할 수 있다. 기후적응 사업
을 통해 분쟁 지역에서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
할 수 있게 되더라도 이러한 자원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
다면 집단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한 예로 부르키나파소에서는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프로젝트 덕분에 특정 지역의 쌀 생산이 증가하자 이주민들이 해당
지역에 몰려들면서 기존에 없던 원주민(농민)-이주민(목축민) 간 갈등이 발생
한 경우도 있었다.175) 반면 케냐에서는 숲의 이용을 놓고 원주민(목축민)-이주
민(목축민) 간에 갈등이 발생하자 현지 행정기관이 전통사회 지도자들과 협력
하여 갈등을 중재하여 폭력사태를 방지하였다.176) 케냐 및 우간다의 목축민 거
주 지역은 상호 평화협정을 맺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다.177) 따라서 분쟁 취
약국과 협력할 때에는 현지 주민들의 자원 확보 능력 개선을 지원함과 동시에
법령 정비와 거버넌스 개선도 함께 지원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원 고갈은 결국 생계유지의 문제이다. 자원이 줄어들더라도 다른 방식으
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분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
사회는 분쟁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여 정세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분쟁의
172) Ghani and Malley(2020), “Climate Change Doesn’t Have to Stoke Conflict,” Foreign

Affairs.
173) Adano et al.(2012), p. 67.
174) Ghani and Malley(2020), “Climate Change Doesn’t Have to Stoke Conflict,” Foreign
Affairs.
175) Ibid.
176) Adano et al.(2012), pp. 73-76.
177) Scheffran, Ide, and Schilling(2014), p. 379.

제5장 한·아프리카 협력 시사점 및 결론 • 217

근원적 원인인 자원 부족 문제는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다. 분쟁의 근원적 해결
을 위해서는 정세 안정뿐만 아니라 분쟁 지역의 경제적 문제 해결도 종합적으
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178)
특히 여러 지역 중에서도 목축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필요
하다.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세계 각지에서 농민-목축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
다. 유목생활은 토지 소유권과 사유재산 개념이 발달하고 도시화로 인해 자연
상태로 남아 있는 미개발 지역이 급격히 감소 중인 현대사회에서 계속 유지하
기 어려운 생활방식이다. 그러나 과거부터 지속된 생활방식을 단기간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데다 당사자에게는 생활방식의 변경 요구가 강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이동식 목축은 목축민들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목축민들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목생활을 지속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마찰을 줄
이기 위해서는 목축민들이 한 지역에 정착하거나 최소한 장거리 이동을 하지
않아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목장을 건
설해 주거나 업종 변경 시 교육 및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목축민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반을 조성해 주는 일은 장기적으로 진행
되어야 하며 대규모 자원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목축민이 많
은 지역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정된 자원을, 경제발전과 직결
되어 있지도 않고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기도 어려운 사업에 투입하기 쉽지 않
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에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178) Chutel(2021), “How Climate Change Drives Conflict in Mali,” Foreig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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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후 변화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농업과 분쟁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를 통해 최고 기온의 증가가 옥수수 등 주요
작물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평균 기온의 증가가
시위, 폭동 등 분쟁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기후 변
화가 분쟁 발생에 미치는 경로는 다양하며 분쟁의 원인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전반적으로 기후 변화가 원인이 되는 분쟁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
리고 특정 분쟁이 어떤 경로를 통해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파악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농업 생산성 하락과 농산물 가격
급등, 농경민과 유목민 간 갈등, 이주민과 토착민 간 갈등, 그리고 심리적 요인
등을 중심으로 기후 변화가 분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서아프
리카, 동아프리카 등 평균 기온이 높은 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향후 기온 증가에
따른 각종 분쟁 발생이 증가할 위험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아프리카 전반적
으로 교전, 민간인 대상 공격 등 권력형 집단에 의한 공격은 줄어들었으나 시위
와 폭동은 지역에 따라 최근 들어 증가한 지역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에서도 사헬 G5 국가들이 위치한 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 전반에 걸쳐 최근
들어 시위가 증가했다는 점은 비록 기후 변화가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기온의 증가 혹은 강수량 감소가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나이지리아 농경
민과 유목민 간 갈등, 수단 다르푸르 등 대표적인 기후 분쟁 지역에 대해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 분석을 통해 아프리카 기후 분쟁은 현재진행형이며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특히 물 및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나라의 개발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그린뉴딜 및 그린 ODA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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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하며 특히 기후적응 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녹색기후기금,
세계은행, UN 등과의 협력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기온의 지속적인 증가와 강
수량 변동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민들이 입게 될 피해와 이에 따르는 갈등 및 분
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기
후 적응 협력에 나설 필요가 있다. 특히 기술 협력, 민간기업과의 협력이 요구
되고 있는 시점이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으로서 아프리카 기후 분쟁 완화를 위
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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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별 우기
부록 표 1-1. 아프리카 국별 우기
지역

서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중부아프리카

남부아프리카

북아프리카

국가
베냉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토고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르완다
소말리아
남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DR콩고
적도기니
가봉
콩고
앙골라
보츠와나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공
에스와티니
잠비아
짐바브웨
수단

우기
소우기
4~7월
6~10월
6~10월
6~10월
4~10월
6~10월
6~11월
5~10월
6~10월
5~10월
6~9월
6~10월
4~10월
4~10월
10~5월
6~9월
3~4월
6~9월
2~5월
3~5월
10~12월
11~3월
2~5월
10~12월
3~5월
10~12월
4~10월
3~5월
10~12월
3~5월
9~11월
2~5월
5~6월
10~11월
5~10월
5~10월
9~5월(북반구), 10~4월(남반구)
2~6월
9~12월
2~4월
10~11월
4~10월
11~4월
10~4월
10~4월
11~4월
11~5월
11~4월
10~4월
10~4월
11~3월
11~3월
5~10월

자료: Britannic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8); CLIVA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0); Nicholson(2017),
pp. 590-635; NOA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0); Tsalefac et al. (2015); WFP(2021); WMO,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9); WMO,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0); World Bank,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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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별 연간 기온대별 일수
부록 그림 2-1. 서아프리카 기온대별 연간 일수 추이

자료: UC Santa Barbara CHIRTS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록 그림 2-2. 동아프리카 기온대별 연간 일수 추이

자료: UC Santa Barbara CHIRTS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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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2-3. 남부아프리카 기온대별 연간 일수 추이

자료: UC Santa Barbara CHIRTS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록 그림 2-4. 중부아프리카 기온대별 연간 일수 추이

자료: UC Santa Barbara CHIRTS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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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별 분쟁 발생 추이
부록 그림 3-1. 가나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록 그림 3-2. 가봉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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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3-3. 감비아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록 그림 3-4. 기니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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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3-5. 기니비사우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록 그림 3-6. 나미비아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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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3-7. 나이지리아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록 그림 3-8. 남수단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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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3-9. 남아공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록 그림 3-10. 니제르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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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3-11. 라이베리아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록 그림 3-12. 레소토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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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3-13. 르완다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록 그림 3-14. 마다가스카르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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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3-15. 말라위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록 그림 3-16. 말리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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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3-17. 모리타니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록 그림 3-18. 모잠비크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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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3-19. 베냉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록 그림 3-20. 보츠와나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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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3-21. 부룬디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록 그림 3-22. 부르키나파소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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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3-23. 세네갈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록 그림 3-24. 소말리아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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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3-25. 수단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록 그림 3-26. 시에라리온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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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3-27. 앙골라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록 그림 3-28. 에리트레아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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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3-29. 에스와티니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록 그림 3-30. 에티오피아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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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3-31. 우간다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록 그림 3-32. 잠비아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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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3-33. 적도기니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록 그림 3-34.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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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3-35. 지부티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록 그림 3-36. 짐바브웨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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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3-37. 차드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록 그림 3-38. 카메룬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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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3-39. 케냐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록 그림 3-40. 코트디부아르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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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3-41. 콩고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록 그림 3-42. DR콩고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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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3-43. 탄자니아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록 그림 3-44. 토고 분쟁 발생 추이

자료: ACLED DB(2021. 4.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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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구대비 분쟁 발생
인구대비 분쟁 발생 건수는 각국의 분쟁 상황을 비교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로 국가 간 상황을 비교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먼
저, 누적 분쟁 발생 건수와 인구 규모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누적 분쟁
발생 건수의 경우 최솟값(적도기니, 55건)과 최댓값(소말리아, 22,277건)의 차
이는 약 405배이다. 분쟁의 범위를 교전 및 민간인 대상 공격으로 한정할 경우
최솟값(보츠와나, 10건)과 최댓값(소말리아, 20,209건)의 차이는 2,021배에
달한다. 반면 인구 규모의 경우 최솟값(지부티, 988,002명)과 최댓값(나이지
리아, 206,139,587명)의 차이는 약 209배이다.

부록 표 4-1. 인구대비 분쟁 발생 건수 상위 20개국
(단위: 건, 명)

누적 분쟁

순위

국가

1

소말리아

2

중앙아프리카공화국

4,200

4,829,764

870

3

부룬디

7,462

11,890,781

628

4

남수단

5,942

11,193,729

531

5

짐바브웨

5,856

14,862,927

394

6

나미비아

800

2,540,916

315

7

시에라리온

2,210

7,976,985

277

8

수단

11,448

43,849,269

261

발생 건수
22,277

인구

인구 백만 명당

15,893,219

분쟁 발생 건수
1,402

9

라이베리아

1,210

5,057,677

239

10

남아공

13,772

59,308,690

232

11

모리타니

927

4,649,660

199

12

에스와티니

221

1,160,164

190

13

DR콩고

15,647

89,561,404

175

14

말리

3,329

20,250,834

164

15

기니

1,729

13,132,792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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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4-1. 계속
누적 분쟁

인구

인구 백만 명당

순위

국가

16

케냐

6,926

53,771,300

129

17

카메룬

3,395

26,545,864

128

18

지부티

125

988,002

127

19

우간다

5,638

45,741,000

123

20

부르키나파소

2,554

20,903,278

122

발생 건수

분쟁 발생 건수

주: 1) 분쟁(교전, 민간인 대상 공격, 시위, 폭동)은 1997~2020년간 누적 발생 건수이며, 인구는 2020년 기준임.
2) ACLED Database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의 누적 분쟁 건수는 17,670건에 달하나 인구 규모가 커 인구 당 분쟁 건수는
85건에 불과하여 표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ACLED DB(2021. 4.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아울러 인구대비 분쟁 발생 건수와 누적 분쟁 발생 건수를 비교하였을 때 상
위 20개국에 포함되는 국가 구성에 큰 차이가 없다. 20개국 내에서 다소 순위
변동이 있고, 앞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국가가 소수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새로
운 분석이 필요할 정도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더욱이 1인당 분
쟁 발생 건수가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한 예로, 에스와
티니의 인구대비 분쟁 발생 건수는 100만 명당 190건이고, DR콩고의 경우 이
수치가 100만 명당 175건으로 두 국가 간 값의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나 누적
분쟁 발생 건수로만 비교하면 DR콩고(15,647건)에서 에스와티니(221건)보다
분쟁이 70배 더 많이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인구대비 분쟁 발생 건수를 근거로
양국에서 분쟁의 심각성이 유사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
다. DR콩고에서는 수많은 무장단체가 활동하고 있고, 분쟁으로 인한 사회경제
적 피해가 막대하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가 수년간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여 분
쟁 해결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에스와티니는 아프리카에서 상대적으로 평온한
국가에 속하는데, 인구대비 분쟁 발생 건수만 보면 이러한 차이를 예상하기 어
렵다. 연장선상에서 분쟁이라는 주제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분쟁이 가장 심각한
국가들이 연구 대상이 되는데, 인구대비 분쟁 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262 • 기후 변화가 아프리카 농업 및 분쟁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상대적으로 분쟁이 심각하지 않은 국가들이 상위에 포진하게 되는 문제가 있
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에서 분쟁이 가장 심각한 국가 중의 하나인 나이지리
아와 에티오피아가 상위 20개국 순위에서 배제되었다. 이러한 국가들은 아프
리카의 전반적인 분쟁 상황을 논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국가들이지만, 인
구대비 분쟁 발생 건수 측면에서는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는다.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서 분쟁이 더 많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1인당 분쟁 발
생 건수가 줄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다. 인구의 경우 개별국가의 상황을
설명 및 비교할 때 이용하기보다는 실증 분석 시 하나의 설명변수로 포함시키
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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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젠다 2063의 일곱 가지 염원 및 세부목표
부록 표 5-1. 어젠다 2063의 일곱 가지 염원(aspirations) 및 세부목표
염원

제1차 10년 이행 계획의 목표
1.1 모든 사람을 위한 높은
생활수준, 질적 삶의 수준
향상, 높은 복지 수준

우선순위 분야
임금, 양질의 일자리
빈곤, 불평등, 기아
사회보장, 장애인 보호
현대식 주거 및 기초품질 서비스

1.2 좋은 교육을 받은 시민과 과학
및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 과학기술
기술혁명

1.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초하여 번영하는
아프리카

2. 범아프리카주의(Pan
Africanism) 이상과
아프리카 르네상스 비전에
기반한 정치적으로 통합된
아프리카

3. 굿거버넌스, 민주주의,
인권 존중, 정의 및 법치의
아프리카

1.3 건강하고 영양상태가 좋은
시민

보건의료와 영양

1.4 경제와 일자리의 다변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
제조업 주도의 산업화와 고부가가치
경제다변화와 경기회복
관광산업

1.5 사전예방과 생산증대를 위한
현대화된 농업

농업 생산성 제고

1.6 경제성장의 가속화를 위한
해양경제

수자원과 에너지
항구와 수상교통

1.7 지속가능한 기후와 기후
회복탄력성을 갖춘 경제와
공동체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물 안보
기후 회복탄력성과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
재생에너지

2.1 통합된 아프리카

통합을 위한 체계와 제도

2.2 세계 수준의 기반시설 구축

통화금융제도

2.3 탈식민지화

의사소통과 기반시설 연결성

3.1 민주적 가치, 관습, 인권의
민주주의와 굿거버넌스
보편적 원칙, 정의, 법치 등의
인권, 정의, 법치
확립
3.2 모든 수준에서 역량 있는
제도와 전환가능한 리더십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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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리더십
참여정치와 지방정부

부록 표 5-1. 계속
염원

제1차 10년 이행 계획의 목표
4.1 평화, 안보, 안정성 구축
4.2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4. 평화롭고 안전한 아프리카

아프리카
4.3 온전히 기능하고 작동하는
아프리카 평화·안보체계

청소년)이 주도하고 아동을
보살피는 인간중심 발전의
아프리카
7. 강력하고, 통합되어 있으며,
회복탄력성을 갖춰 영향력을
가진 글로벌 행위자 및
파트너로서의 아프리카

평화·안보를 위한 AU의 제도
아프리카 평화·안보 작동 기능

5.1 아프리카 문화 르네상스 구축 아프리카 문화의 가치
문화유산, 창조적 예술

아프리카
6. 아프리카인(특히, 여성과

평화·안보 확보

범아프리카주의 가치와 이상

5. 강한 문화적 동질성, 공통의
유산, 가치 및 윤리를 가진

우선순위 분야

6.1 생활 전반의 완전한 양성평등
6.2 청소년과 아동의 역량강화

여성 및 소녀의 역량 강화
폭력과 차별 종식
청소년 및 유소년의 역량 강화

7.1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아프리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위상
카와 평화·공존
7.2 개발재원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아프리카

파트너십
개발원조

자료: African Union(2021b), “Our Aspirations for the Africa We Wa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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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he Effect of Climate Change on Agriculture and Conflicts
in Sub-Saharan Africa
Munsu Kang, Minji Jeong, and Kyu Tae Park

As the economy grew rapidly after industrialization, these changes
have led to higher temperatures and precipitation uncertainty, and
climate change has become a task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solve

together.

The

sixth

assessment

report

(2021)

by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warns that the Earth’s
temperature has increased by more than 1°C during the 21st century
alone compared to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1850-1900). The report
also warned that mankind will lose the ability to predict weather if global
responses to climate change are hindered. Particularly in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problems such as food insecurity, water scarcity, etc.
will arise because of climate change. Chronic declines in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water resources have already begun to occur, and
conflict has increased as common resources have become scarce.
Agricultural activities in Sub-Saharan Africa are the main generators
income and food security, and in many countries in this region, more
than 50% of the people are engaged in agriculture. However, higher
temperatures and lower precipitation are leading to a decline in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farmers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agricultural failure because they often lack climate adaptation skills.
Schlenker and Lobell (2010) predicted that climate change would affec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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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ine in the productivity of major crops, such as maize, millet,
sorghum, and groundnuts, in Africa. Decreases in agricultural
productivity could lead to increased agricultural prices and a food
security crisis, especially for vulnerable groups, if government-level food
supply is lacking. Bellemare (2015) found that soaring agricultural prices
caused instability, indicating that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in
Sub-Saharan Africa could lead to peace in the region, a benefit beyond
agricultural productivity.
This study demonstrated the effect of climate change on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conflict in Sub-Saharan Africa. Climate change can
affect conflict in various ways. First, as mentioned previously, decreased
agricultural productivity promotes an increase in food prices, which can
lead to conflicts because of increased poverty. Second, when a natural
disaster occurs and the production infrastructure collapses, local
residents migrate on a large scale, resulting in conflicts between migrants
and natives. Third, water shortages caused by droughts can reduce
pasture area, and conflicts arise when pastoralists invade farmers’ land.
Although conflicts in Sub-Saharan Africa have often been triggered by
political, religious, and ethnic issues, this study examined the policy
implications of higher temperatures and lower precipitation by
examining how climate change relates to conflicts.
Chapter 2 examines climate change trends and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statu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s
made by major donor countries. To do so, we used Climate Hazards
Center InfraRed Temperature with Station (CHIRTS) and Climate Hazards
Group InfraRed Precipitation with Station data (CHIRPS) published by the
UC Santa Barbara Climate Hazards Center. In the late 1960s, the average
annual temperature in Sub-Saharan Africa was 24°C, but in just 50 years,
the temperature increased by more than 1°C, exceeding 25°C in 2010.
Temperature increases in Sudan, the Central Africa Republic, and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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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dan, located near the Sahara Desert, were higher than in other regions.
Although West Africa did not see a significant increase in temperature,
the average temperature exceeded 27.5°C, and the region is considered
more vulnerable to temperature increases than other regions. In addition,
the number of days of annual heat waves has continuously increased in
West Africa. From 1950 to 2017, the annual average precipitation for
African countries decreased by more than 100 mm, from 1,180 mm to
1,048 mm, and West Africa and Central Africa showed a particularly rapid
decrease. One concern is that annual precipitation volatility has
increased, and as this happens, rainfall prediction weakens and farmers
miss sowing times, leading to reduced agriculture production. Therefore,
this pattern indicates that the climate of Sub-Saharan Africa is seeing
mid- and long-term changes.
In 2001,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gan discussions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at the seven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7) in Marrakesh, Morocco. The Marrakesh Accords contained
measures to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which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In 2006, the action plan was embodied through the
Nairobi Work Program (NWP).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proposed climate change action as the 13th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 but as the IPCC (2019) states, a plan to achieve climate
change goals could increase the number of poor people because it
clashes with the plan to achieve food security and poverty goals, which is
the SDG 2. At the continent level, the Africa Climate Change Strategy
2020 agreed to build climate resilience in Africa.
Because the African continent produces very little carbon emission,
except for South Africa,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s recognized
as a significant issu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proposing that
African countries be in line with climate change adaptation rather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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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iga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rovides enormous adaptation
support for agriculture production sectors and infrastructure and services
related to water supply and hygiene. In the short term, food aid to areas
suffering from climate crisis accounts for more than 17% of the total
contributions worldwide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South Korea has
also increased its adaptation aid for the agricultural education and
training sector in Sub-Saharan Africa, but the aspect of climate
adaptation South Korea is most interested in for that region is water
supply services. Regarding Sub-Saharan Africa, the scale of support for
climate adaptation is much larger than that for climate mitigation, and it
is likely to increase in the future.
In Chapter 3, we discuss about the effect of climate change on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African countries, us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data by country from both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and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The largest crops produced in
Sub-Saharan Africa include maize, sorghum, and millet, and rice
production continues to increase. The demand for cassava, a root crop, is
high, and in terms of cultivation area, it is the fourth most cultivated crop
in Sub-Saharan Africa. Using scenario analysis, we found that when the
maximum temperature increases by 1℃, the maize yield will decrease by
about 7%. When the maximum temperature increases by 2°C and 4°C, the
maize yield will decrease by 13% and 26%, respectively. The millet yield
also decreases with an increase in temperature, and the rice yield varies
depending on regional characteristics, but the yield increases slightly.
Regarding regions, maize productivity is expected to decrease
significantly in West and East Africa because of the high average
temperatures in those regions. Maize is vulnerable to high temperatures,
and in countries with maize as the staple food, adaptation strategies
should be drawn up as soon as possible. The rice yield is expec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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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 when temperatures increase, especially in central and eastern
Africa, but in West Africa, which consumes a lot of rice, it is expected to
vary greatly from country to country, even though no significant
difference exists in average rice productivity. Rippke et al. (2016)
predicted when alternative crops should be considered by regions as the
temperature increases, indicating that beans and maize are more likely to
be replaced by other crops. Also, in West Africa, bananas and yams will
be replaced by other crops because of the difficulty of production.
Chapter 4 examines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conflict in Africa.
In the beginning, we show the distribution of four types of conflicts:
battles, attacks on civilians, nonviolent protests, and riots. Four countries
with much conflict are Somalia, Nigeria,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and South Africa, but the form and pattern of conflicts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In addition, countries with increased conflicts in the
2010s include Sudan, Burundi, Kenya, South Sudan, Ethiopia, and Angola,
indicating that the conflicts in Sub-Saharan Africa are not characteristic
of a specific region. The frequency of battles and attacks on civilians has
decreased significantly, but nonviolent protests and riots have increased
in urban areas. In this study, correlations were identified between
conflicts and the annual average temperature, and it was found that
conflicts were more frequent in areas with higher temperatures. However,
it was not determined whether natural disasters, such as droughts and
floods, were caused by the increased frequency of conflicts. Because
political, religious, and ethnic hegemon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outbreak of conflict in Africa, it is difficult to argue that climate change
directly affected the conflict. However, it is worth noting that civilian
conflicts are on the rise, including conflicts between farmers and nomads
in Nigeria, Sudan Darfur, Kenya, Somalia, and Ethiopia, and conflicts
between migrants and native residents.
The second half of Chapter 4 contains the analysis results regard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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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climate change on conflict. It was found that the average
temperature and the trend of battles and attacks on civilians had an
inverted U-shaped nonlinear relationship. As the temperature increased,
the frequency of battles and attacks on civilians increased, and when the
temperature exceeded a certain point, the frequency of battles and
attacks on civilians decreased. In contrast, protests and riots declined as
warm temperature conditions continued, and they increased from then
on when a certain temperature threshold was exceeded. It can be
interpreted that increased temperatures can trigger conflicts between
farmers and nomads, and conflicts between natives and migrants, and
increased economic loss and competition for limited resources can lead
to protests against the government. In this study, neither increases nor
decreases in precipitation or volatilit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garding conflicts.
Chapter 5 derives the implications of South Korea’s cooperation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in Africa,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f the effect of climate change on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conflict.
South Korea has been increasing the scale of green ODA related to
climate adaptation and recently announced a strategy to further expand
green ODA. However, regarding the adaptation strategy for the
agricultural sector, the IPCC (2019) warned that the potential effects may
be different for each strategy. Therefore, in this study, suggestions were
made that focused on fields with high potential effects and high local
demand when introducing climate adaptation strategies.
First, because the risk to the agricultural sector is increasing from
climate change, index-based insurance system support was proposed to
protect farmers experiencing agricultural failure. Index-based insurance
is in higher demand in developing countries than in developed countries
that operate crop accident insurance, an index-type insurance that
compensates for losses from rainfall or temperature levels. In the ca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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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ican countries, no crop accident insurance market exists, so farmers
have to deal with the damage caused by climate change. To alleviate this
problem, a social safety net for farmers must be established, and
index-based insurance could be an alternative.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upport strategy that develops a
water-energy-food nexus. South Korea has provided much support for
comprehensive rural development projects in terms of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few cases exist of integrated approaches
encompassing a water-energy-food nexus in the field of climate
adaptation. To expand green ODA and support climate change
adaptation, the demand for a nexus approach that encompasses
water-energy-food is expected to grow.
Third, R&D cooperation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to improve
seed variety and the agricultural value chain. Although South Korea’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represents this interest,
additional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s in Africa will be needed to improve maize seeds and
crops that Kore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such as rice.
Fourth, the importance of technological cooperation, such as disaster
warning systems and climate-smart agriculture, is increasing, and this
type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frican countries needs to be
more active in expanding green ODA. To build peace in Africa, it is
necessary to pay more attention to cooperating to reduce conflict and
promote conflict arbitration.
Climate change is affecting aspects of basic development in SubSaharan Africa, such as quality of life, poverty, and food security. Active
cooper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required to adapt to
climate change, and Korea also needs to make green ODA cooperation
more effective in alleviating climate conflicts in Africa and preventing
decreased agricultural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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