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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 Social

가난한 사람들도 오래 살 수 있을까요?

기대 수명과 빈곤
90

산술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류는 빈곤을 피할 수 없다”고 예언했다. 하지만
현재 인류의 삶은 과거에 비해 좋아지고 있으며 기대수명도 높아지고 있다. 그
러나 빈곤에 처한 밑바닥 10억 명(bottom billion)은 조기 사망의 위험에 노
출되어 있다. 공중보건은 2015년에 시작된 유엔의 지속가능개발 목표(SDG)
의 주요 항목이다. 2015년까지 추진되어온 밀레니엄개발목표(MDG)의 영아

빈곤 | Social

사망률, 산모사망률 감소 목표에 이어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도 보편적 건

Life expectancy at birth (years)

토마스 맬서스(Thomas Malthus)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식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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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기대수명은 지구촌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유엔
인구국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 기대수명은 1950~1955년 47세에서

1960

1970

1980

1990

2000

World
Northern America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강보장체계의 확대가 포함되었다.

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평균 기대수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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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15년 사이, 약 9.4년으로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증가는
아동 사망률 감소와 HIV/AIDS 치료 가능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Other infections 9%

등 선진국의 경우는 20년 간 전체 인구의 평균수명이 늘어났지만 부유층과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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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층 사이의 기대수명 격차가 소득 불균형과 동일한 추세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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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지역별 기대 수명]
Source: UN, 2015

2015년 71.4세로 25년 정도 늘어났다. 2015년 유럽 국가들의 평균 기대수
명은 76.8세인 것에 비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평균 기대수명은 60세로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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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이하 어린이 사망 원인]
Source: WHO, 2010

Newbo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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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sis 6%
Other neonatal 5%
Pneumonia, neonatal 4%
Congenital 3%
Tetanus 1%
Diarrhoea, neonata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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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나요?

빈곤과 안전
범죄와 폭력의 발생은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들 모두의 문제이다. 북미
와 서유럽 지역에서는 범죄의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남부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연안의 중부 아메리카, 동유럽과 아프리카에서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폭
력, 강간, 살인 등 범죄의 원인은 상당히 다양하지만 빈곤국가에서 지속되는
내전과 거버넌스의 부족은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빈
곤을 초래한다.

빈곤 | Social

테러리즘, 계속되는 내전, 실업, 불평등, 인신 매매, 마약 거래, 약물중독, 급속
한 도시화, 빈곤에 대처할 예산과 프로그램의 부족, 도시계획의 부족등은 범죄
와 폭력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빈곤층은 범죄, 폭력, 살인 등의 위험에 대처할
수단이 없으므로 더 취약하며 폭력과 범죄는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따라
서 범죄율과 살인율이 국가의 안전 수준을 보여주는 직접적 통계 수치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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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지역별 살인율 통계]
Source: UNODC, 2013

수 있다. 유엔 마약범죄국(UNODC) 통계에 따르면 남부와 중부 아프리카 지
역 국가들, 중부와 남부 아메리카 국가들의 살인율은 전 세계 평균의 4배를 뛰
어넘고 있는데, 이는 뿌리 깊은 빈곤의 만연과도 관련이 있다.

[세계 살인율 현황]
Source: UNODC,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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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의 주거 환경은 점차 나아질까요?

슬럼가
850

주하는 인구는 8억 6천 3백만명에 이른다. 이러한 수치는 2000년의 7천 6

800

백만 명, 1990년도의 6천 5백만 명에 비해서 28%가 더 늘어난 것이다.
2025년까지 인구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전 세계에 걸쳐 10억 개의 새로운
집이 필요한데 해마다 6천 5백 6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슬럼가 인구 수(백만 명)

유엔 인간 주거 계획(UN-Habitat)의 2014년도 통계에 의하면 슬럼에서 거

세계은행의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가에서는 도시 지역의 규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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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4년 사이 평균 주택가격은 미국에서 19.9%, 독일에서 12%, 영국
에서 19.4%, 한국에서 12.6% 상승했으며, 주택가격 대비 수입 비율(priceto-income ratio)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국가들도 많았다. 고소득 국가에
서 주택가격은 평균 연봉의 2.5~6배 정도가 되는데 반해, 저소득 국가에서는
10~12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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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저소득층 주민이 거주하는 도심 외곽 슬럼 지역의 주거상황을 개선하

을 의미한다. 여전히 주택은 세계적으로 비싼 상품이다. OECD조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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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주거시설은 건강상의 위협, 질병과 조기 사망 비율의 증가와 관련이

야 하고, 불법으로 건축된 임시거주지에서 무계획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1990년 이후 171만 명 증가

[슬럼가 인구 추세]
Source: UN-Habitat, 2010

아갈 것으로 보인다.

기도 어렵다. 구입 가능한 집이 부족하면 저소득층이 열악한 거처를 임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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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0년에는 8억 8천 9백만 명이 슬럼에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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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61만 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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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90% 넘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해마다 7천만 명이 도시 지역의 인
구로 유입되고 있다. 2050년에는 세계 인구의 약 70%가 도시지역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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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별 인구 증가 추정]
Source: U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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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교육의 혜택을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교육과 빈곤

서는 1990년 태국 좀티엔에서 개최된 ‘모두를 위한 교육 세계 회의 (World
Conference on Education for All)’에서 선언된 모두를 위한 교육
(Education for All)에 대한 목표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하게 개정했다. 그
리고 이들 목표를 2015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다카르행동강

유엔 여성기구 조사에 따르면 세계 성인 문맹의 2/3는 여성이었다. 문해교육
을 포함한 기초교육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의사소통, 협력해서 일

구의 비율과 평균적인 교육 기간은 반비례했다. 교육은 최빈국들이 빈곤을 극
복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토대가 된다. 보건, 정보, 정의, 자유 등 자신의
다양한 권리를 알고 주장할 수 있고, 가정, 지역공동체, 국가의 사회경제적 여
건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003~2012년에 진행된 ‘유엔 문해 10년
(United Nations Literacy Decade)’은 문명 환경 및 사회를 구축하기 위
해 빈곤퇴치, 유아사망률 감소, 인구성장 억제, 양성평등 달성, 지속가능발전,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문해력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
한 핵심 요소라는 사실을 주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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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4세 평균 교육기간과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 비율 관계]
Source: World Bank, 2014

하는 방법 등 성공적인 삶을 위해 중요한 역량을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세계
은행 조사에 따르면, 25~34세 인구 가운데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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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부분 소외된 지역이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가난한 가정의 자녀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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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Dakar Framework for Action)’을 채택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

100

Percent population living on less than $2/day

세네갈 다카르에서 개최된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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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교육을 인권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2000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초등학교 취학률 변화]
Source: UNESCO,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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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여성의 조혼 문제를 고민해본 적이 있나요?

빈곤 여성의 조혼
어린 여성의 조혼(Child marriage)은 지역의 전통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실
제로는 인권침해를 야기한다. 아프리카, 아시아 등 지역의 많은 소녀들이 강제

70
60

적으로 결혼하고, 어린 나이에 출산해 교육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여

50

성의 조혼율이 줄어들면, 여성 교육이 가능하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와 보호를

40

받을 수 있다. 또한 여성을 겨냥한 폭력이 감소할 것이며, 더 많은 여성이 사회
진출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여성 조혼의 비율
은 점차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빈곤 | Social

80

데스몬드 투투(Desmond Tutu)는 “조혼은 어른들이 결혼을 강요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믿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관점은 여자 아이들의 존엄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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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18세 이전에 결혼한 20~24세 여성 비율]
Source: UNICEF, 2015

회를 부인하는 것이다. 여성들은 언제, 누구와 결혼하고, 임신할 것인가 등 자
신의 삶의 중요한 문제를 선택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
나 조혼은 이러한 잠재적 선택권을 박탈하게 된다.”고 하였다. 2009년 세계

Child marriages for all girls by
age 15 in sub-Saharan Africa
and South and West-Asia

성별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에 따르면, 소녀들에 대한
교육 투자는 여성 출산율을 낮추고, 영유아 사망률을 감소시키며, 여성의 노

14%

64%

fewer marriges if all girls
had primary education

fewer marriges if all girls
had secondary education

2,459,000

1,044,000

동 참여율과 소득을 높이게 된다. 그 결과 삶의 질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경
제 성장을 더 빠르게 촉진한다. 여자아이들이 교육, 의료, 의사결정으로부터
배제되지 않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권리행사를 하는 기회는 여권의 신장
(empowerment)와 직결된다.

2,867,000

[교육이 조혼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
Source: 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2014

FORESIGHT CARDS

빈곤 | Technological

위성사진과 인공지능으로 빈곤 지역을 알 수 있을까요?

빈곤지도
지속가능한 개발(SDG)을 위한 2030 UN 개발 아젠다가 시작되었지만, 빈곤
감소를 위한 개발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어디에 빈곤인구가 곤란을 겪고 있는지 파악이 어려웠다. 많은 빈곤국가의 정
부는 부정부패와 무력 충돌로 인하여 발생한 불평등을 드러내길 원하지 않을
사 결과가 정확하지도 않다.
그러나 최근 컴퓨터 과학자들은 위성영상과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하여 빈곤
지역을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빈곤을 예측하기 위해 고해
상도의 인공 위성과 강력한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결합했다. 2016년 8월 사
이언스(Science)에 발표된 연구결과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5개 국가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말라위, 르완다)의 빈곤 정보를 예측할 수 있

[1인당 당 평균 소비 지출 지도(단위: 달러)]
Source: Sustainabillit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Lab

는 알고리즘이 정확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구글 지도에서 볼 수 있는 ‘위성 뷰
(satellite view)’ 등 고해상도 인공위성 영상은 무료이므로 이용이 쉬우며 별
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고해상도의 빈곤지도 제작이 가능하다. 낮에 인공
위성이 촬영한 이미지에 드러난 도로, 도시 지역, 수로를 포함한 약 4,096개의
경제 지표들을 기계적으로 학습한 인공지능은 어떤 지역이 야간에 높은 ‘광도’
를 보여줄 것인지를 예측한다. 이러한 기술은 빈곤 퇴치를 위한 자금의 효율적
분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Number of survey registered by the
International Household Survey Network,
by year in which data collection was fin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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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더러, 전체 인구 조사는 너무나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문맹으로 인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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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이용가능성, 개방성, 휴대폰 사용 추세]
Source: UN Data Revolution Group,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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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기오염이 빈곤층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나요?

실내 공기오염과 빈곤층
가정의 편의시설은 요리·난방·조명에 사용되는 기술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이런 시설을 고르는 기준은 ‘믿을만하고 구입 가능한 에너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가’ 등인데,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은 현대식 에너
지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기회와 삶을 위협하고 있다. 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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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국가 30억 인구는 난방과 요리를 위해 나무, 석탄, 유기 폐기물과 같은 고
체 연료를 사용한다. 실내에 돌 세 개를 두고 불을 지펴 요리를 하는데, 이는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고 건강에 대단히 해롭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개
발 도상국의 에너지 접근 상황 보고서(The Energy Access Situation in
Developing Countries)’에 따르면, 집안에서 요리를 할 때 발생하는 연기에
노출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매년 1백94만 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에게 실내에서 연소 시 발생하는 연기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여 사망
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며, 액화 석유 가스나 연
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천연 가스, 요리용 스토브는 공급되지 않거나 가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다. 지역별 조리 방식에 적합하고, 국가나
지역별로 맞춤 제작된 안전한 조리 기구를 고안 및 생산, 유통하게 할 유인책
이 필요하며 공공 인식 개선 캠페인도 필요하다.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모두를

[고체 연료 연소로 인한 사망자 수]
Source: WHO, 2005
Energy use in tonnes of oil equivalent per cap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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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연간 투자를 44억 달러로 늘리고, 안전한 현대적인 취사 방법을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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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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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선진국과 후진국 소득 격차는 커지고 있나요?

네트워크 준비지수(Network Readiness Index, NRI)
7

정부와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6

따른 격차는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 2000년

5

대 처음 10년 동안 세계은행은 정보통신 사업의 민영화, 규제 개선을 도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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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통신 부문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2010년 말에는 아프리카의
모바일 접속 수는 서유럽을 추월했다.

NRI 2015 score

정보통신기술의 보급은 저개발국가들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정보, 교육, 보건,

2
R = 0.77

4
3
2
1

아프리카 지역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10억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아프리

100

1,000

10,000

100,000

GNI per capita, 2013, US$ (log scale)

카 지역은 비록 모바일 이외 분야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은 뒤쳐지고 있지만,

Sources: World Economic Forum; World Bank 2015.

2000년과 2011년 사이 인터넷 사용의 증가세가 2000%를 넘어섰다. 세계

[소득과 네트워크 준비지수의 관계]
Source: WEF, 2015

Note: N= 138 economies.

경제포럼(WEF)은 각 나라의 정보통신기술 이용 환경 및 경제발전에 미치
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네트워크 준비지수를 작성한다. 2015년 네
49%

트워크 준비지수는 전 세계 경제 98.4 %를 차지하는 143개 국가들을 대상
으로 평가되었는데 저소득국가들 가운데는 가이야나가 93위를 차지했고, 온
두라스(100위), 가나(101위), 보츠와나(104위), 세네갈(106위), 방글라데시
(109위), 볼리비아(111위), 나이지리아(119위)를 차지했다. 세계은행은 접속
(Connect), 혁신(Innovate), 변화(Transform)를 키워드로 하는 ‘ICT 부문
전략계획(2012~2015)’을 실행하였다.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발을
위한 협력을 위해 정보통신 기술이 중요한 협력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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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기술은 무엇인가요?

적정 기술(Appropriate technology )
적정기술이란 고액의 투자가 필요하지 않고, 에너지 사용이 적으며 누구나 쉽
현지자원
중심

게 배워서 쓸 수 있는 기술로 현지에서 얻을 수 있는 원재료를 통해 소규모의
생산이 가능한 제품을 의미한다. 적정기술은 그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 공동체

지속
가능성
접근

의 정치적, 문화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해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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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만들어진다. 즉, 값싸고 조작이 간단하며 기존의 인프라와 부합하면서 자원
의 낭비를 지양하는 기술인 것이다. 식물을 이용해 만드는 바이오 디젤, 볏짚
을 쌓아 만드는 주택, 고효율 축열기, 휴대용 정수필터, 초저가 태블릿에 이르
기까지 적정기술의 사례는 다양하다.
또한 적정기술은 현지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지속가능
에너지

[적정기술이 가지고 있는 지속가능성의 주요 요소]
Source: 손화철, 2009
80%

두고 현지의 접근 가능한 자원과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발전의

70%

실천적 의미를 갖는다. 유엔이 2015년에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따

60%

르면, 적정기술은 물과 위생, 도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사회기반 분야의

5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다. 초창기 NGO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40%

적정기술 보급 노력에 이제는 많은 기업들도 동참하고 있다. 여기에는 단순하

30%

면서도 꼭 필요한 기능을 갖춘 제품 생산 역시 반드시 시장에 반하는 것은 아

20%

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적정기술은 제3세계 뿐만 아니

10%

라 선진국에서도 수요층을 형성해나가고 있다.

재활용
증대

0%

Do not collect water

Collect water
Uganda

Zambia

Experience difficulties
collecting water

[우간다와 잠비아의 물 접근 현황]
Source: WaterAid etc., “Undoing inequity: Inclusive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in Uganda and Za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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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은 필수 의약품을 구할 수 있나요?

의약품 접근성
전 세계 제약판매 담당의 90%는 선진국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염성 질
병으로 인한 1,400만 명의 사망자들 가운데 90%는 약품을 구입할 여력이 없
는 개발도상국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의약품 연구개발은 경제성장, 혁신,
사회의 발전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연구개발은 생명을 구하는 약품 개
중보건에 관한 56차 세계보건회의의 결의안에는 주로 열대성 질병인 빈곤 관
련 질병에 연구개발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다. 제약회사가 시장에 내놓는 신
약 중 1% 미만만이 열대성 질병 치료약이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특허 체계를 통한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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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약회사의 의약품 접근성 지수]
Source: Access to Medicine Index, 2016

(TRIPS)은 특허시스템을 통해 개발자에게 20년 동안 판매독점권을 보장하는
법적 수단을 부여했다. 그러나 특허료를 지불할 여력이 없는 국가들은 값이 싸

12,000

고 동일한 효과를 가진 복제약(generic drug)을 생산하려고 했으며, 이러한

10,000

시도를 막으려는 특허권자와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국경없는 의사회(MSF)
는 복제약의 출시를 통해 시장에서 경쟁을 허용하는 방안이 브랜드 의약품 가
격을 극적으로 하락시키므로 저개발국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약사들로서는 시장에서 의약품 판매를 통해 그
동안 연구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회수할 방법이 제약되므로 새로운 연구개발에
투자를 꺼릴 가능성도 있다.

US$ per patient per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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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하는 보건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2003년 지적권리와 혁신, 공

GlaxoSmithKline plc
Johnson & Johnson
Novartis AG
Merck KGaA
Merck & Co Inc
Sanofi
AstraZeneca plc
Gilead Sciences Inc
AbbVie Inc
Novo Nordisk A/S
Eisai Co Ltd
Bayer AG
Bristol-Myers Squibb Co
Pfizer Inc
Takeda Pharmaceutical Co Ltd
Boehringer Ingelheim GmbH
Eli Lilly & Co
Daiichi Sankyo Co Ltd
Roche Holding AG
Astellas Pharma Inc

Originator Products

Generic Products

8,000
6,000
4,000
2,000
0

Jun Sep Jun Dec Jun Dec Apr Jan Jun Jun Jul Jul Aug Jun Jun
00 01 02 02 03 03 04 05 05 06 07 08 09 10 11
Month / Year

[복제약이 출시되었을 때 하락한 정품 의약품 가격]
Source: MSF Access 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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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위한 최저 비용은 얼마일까요?

빈곤선(poverty line)
70

수입을 의미한다. 식량, 물, 에너지, 의류, 주거지, 교육, 건강관리가 포함된다.

60

생계비용의 상승은 더 처참한 빈곤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수많은 가난한 사
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은행은 절대적 빈곤을 판단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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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하루 수입 1.25달러의 생계비를 규정했다. 현재 전세계에는 하루 수
입 1.2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빈곤층이 8억 3천 6백만 명이나 있으며, 저

Regional Poverty Headcount Rate (%)

빈곤선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생활기준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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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국가 국민들은 5명 가운데 1명이 절대적 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추산된
다. 그런데 세계은행은 2015년 중반에 빈곤선 기준을 하루 수입 1.90달러로
변경하였다. 하루 수입 기준을 1.90달러로 올리는 것은 50%나 상향 조정하
는 것인데 전세계에서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인구의 파악에도 변동을 가져오게

2015 estimates (2011 PPPs, $1.90)
2014 estimates (2005 PPPs, $1.25)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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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Asia and Pacific
Europe and Central Asia
South Asia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Sub-Saharan Africa

[빈곤선 1.25달러와 1.9달러로 추정한 지역 빈곤율 변화]
Source: World Bank, 2015

된다. 2015년의 빈곤선 조정은 세계은행이 1990년에 빈곤선을 하루 1달러로
정한 뒤 큰 폭으로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각국의 구매력에 관한

180

새로운 데이터에 따라 빈곤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기준선

140

변경은 세계 빈곤 인구가 실제로 증가하거나 감소한 것과는 무관하고, 단지 달
러 구매력의 가치 하락에 따라서 기존의 빈곤선을 재조정한 것에 불과하지만,
빈곤 기준선을 상향 조정할 경우,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인구에도 변동이 생기
게 된다. 세계은행은 여전히 1.90달러 빈곤선을 고집하고 있으나 빈곤의 현실
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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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식량가격 변동 추이(단위: 달러)]
Source: World Bank,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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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빈곤국에 필요한 원조는 무엇인가요?

공적개발원조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은 수원국이 지원받은 현금이나 물자에 대

TOTAL DAC

해 채무를 지게 되는 관계를 의미하여 유상원조라고도 불린다. 양허성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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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면에서 일반 융자와 비교하여 차입국에 유리
한 조건이지만, 증여율이 25%를 상회할 경우 해외 개발원조(ODA)로 계상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속한 국가들은 조건부 구

빈곤 | ECONOMIC

속성 원조(tied ODA)와 비조건부 원조(untied ODA)를 택할 수 있다. 구속
성 원조란 공여국이 개도국에게 개발원조 자금을 제공하면서 최빈개도국들이
그 자금으로 반드시 공여국의 기업으로부터 자재·물자·용역을 구매하도록 ‘구
속’하는 원조를 의미한다. 2005년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에서 OECD DAC 회원국들의 비구속
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목표치를 89%로 설정했고, 실제로 2011년 기준 DAC
회원국들의 비구속화 비율의 평균은 84%에 달하였다. 개발원조위원회 보고
서의 권고에 따르면 두 가지의 기술적 조치가 원조의 질을 상승시킨다. 증여율
을 60% 정도 이상으로 크게 높여서 차관을 제공하거나, 일정 부분의 원조 자
금을 비구속성(not tied to the donor’s own products)으로 풀어 주는 것
이다. ‘OECD 가이드라인 협약’에 의하면, 원조자금이 자국의 수출촉진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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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구속성 유상원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우리나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앞으로 제공하는 해외개발 원조
자금 가운데 비구속화 비율을 75%까지 올릴 계획이다.

[2012~2013년 DAC 회원국 총생산 대비 ODA 비율]
Source: J.A. Alonso,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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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를 빈곤층도 이용할 수 있나요?

빈곤층의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는 크게 자금거래, 저축, 신용거래 그리고 보험의 네 가지 범주로

Panel A : By Region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부족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산을

Middle East

축적하고 위험을 관리하며 새로운 사업활동을 해나가는 데에 있어 제약이 된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가난한 사람들은 최소한의 소비를 유지하기 위
해 보유자산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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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에 대한 접근은 소규모 사업가로 하여금 경제활동을 위한 기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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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Asia & Pacific
Middle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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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B : Within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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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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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North Africa

20%

55%
89%

것을 보여준다. 저비용 보험과 같은 금융 수단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가난

23%

Eastern Africa

45%

Central Africa

투입요소들을 확보하도록 해준다. 대규모 사업가들은 통상 높은 실질이자율
을 지급하는데 이는 그들이 투자로부터 잠재적인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42%

Southern Africa

[지역별 예금 계좌 보유율]
Source: African Development Bank, 2013

한 사람들에게 보호수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자산 고갈,아이들의 학교 중퇴,
고리대금업자로부터의 대출 등을 막아준다.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의 사람
들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남미국가들의 경우
가난한 사람들 중 14.5%만이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3.3%만이 신용
거래를 이용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국민의 10% 이상이 금융서비스
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이용자 비율]
Source: African Development Bank, 20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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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통한 빈곤의 극복은 가능한가요?

저개발 국가들의 국제무역
국제무역은 저개발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의 40%에 해당한다. 저개발국
산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세계에서 최대의 코코아를 생산하
고, 도미니카의 주요 수출 농작물은 타바코, 바나나, 채소, 시트러스, 코프라
등이다. 이러한 농작물 대다수의 가격은 매우 변동성이 국제시장에서 결정된

200
Trade to GDP (%), 2010-12

가들은 중요한 수출상품에 해당하는 커피 등 비용이 적게 드는 1차 상품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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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제한된 선진국 시장에 수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저개발국가 간
할 수도 있다. 서로 간의 출혈 경쟁으로 벌이면서 저개발국가들은 계속적으
로 생산품 가격을 낮추고 있다. 내륙 개발도상국(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의 수출품목으로는 석탄, 석유, 가스 등 연료가 압도적이며, 가
죽과 모피, 희토류 및 광석이 그 뒤를 이었다. 세계무역은 액수와 물량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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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2년 평균 GDP 대비 무역 개방 비율]
Source: UN-OHRLL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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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지금까지 정체 상태다. 세계무역액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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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년도에 비해 22.6% 하락했으나, 다음해 곧바로 21.6% 성장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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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2년 이후 저조한 성장을 보이다 2015년에는 -4.6% 성장을 기록했다.
2012~2015년 무역 성장률의 퇴보는 선진국들 및 개발도상국가들에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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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무역자유화의 둔화와 최근 각 국가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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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된 보호무역주의 정책수단들이 세계무역을 정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
다. 이러한 국제 무력의 흐름은 저개발국가들의 수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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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개발국가의 수출품목]
Source: UN-OHRLL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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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빈곤 상황은 개선되고 있습니까?

아-태지역의 빈곤층
12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시한으로 설정했던 2015년 무렵, 아시아 태평
시아 개발은행(ADB)이 발간한 2014년 아시아태평양통계연감(Statistical
Yearbook for Asia and the Pacific)에 따르면, 하루 1.25달러 이하로 생
활하는 인구는 1990년 52%에서 2011년 18%로 줄었다. 아시아 태평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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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전체 인구의 40%인 약 9억 3,300만 명의 인구는 극빈층(poorest of
the poor)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하루 2달러 이하로 살아가며 심각
한 궁핍을 겪고 있다. 1인당 하루 소득 1.51달러를 빈곤선으로 설정할 경우,
2010년 아시아지역의 빈곤율은 아시아 전체 인구의 약 1/3에 이르고, 약 3억
4,300만 명이 새롭게 빈곤층 통계에 포함된다. 식량 수급 불안정 및 자연재해
등 외부 충격에의 취약성을 반영한다면, 하루 1.51달러의 빈곤선을 기준으로
아시아 인구의 49.5%에 해당하는 약 17억 명이 빈곤층으로 추정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빈곤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개발도상국가들에서 1인당 평균
실소득은 1990년 초에 비해 두 배로 증가했지만 경제성장의 성과는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고 있다.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ESCAP)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불균형은 주요 개발도상국가들의 도시지역에서 특히 심화되고 있
다. 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성장을 위해 천연자원 및 해외 근로
자의 송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들은 고용 불안
정과 기후 변화로 초래되는 환경 위협에 당면해 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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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지역에서 하루 1.25달러로 생활하는 빈곤 인구가 절반 이상 감소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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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의 GDP 성장률 변화]
Source: U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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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은 충분한 식수를 섭취하고 있나요?

식수
2002년 유엔 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CESCR)는 “물에 대한 권리는 인간
이 존엄성을 잃지 않고 생활을 영위하며 다른 인권들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요
소”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매년 지구에서 인간이 소비할 수 있는 깨끗한 물 자
원은 대략 총 1만 4,000㎢이지만 이는 지구 전체 물의 0.03%에 불과하다.
억 명의 사람들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의 여성과
어린이들은 가족들이 쓸 물을 구하기 위해 매일 평균 6km를 걸어야하므로 교
육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서부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북부 지역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은 평균 1천 명에서 1천500명이 하나의 펌프에 의지하여 살아

[전 세계의 수자원 접근성]
Source: E. Bonamente et al., 2015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머지 않은 2025년에는 전세계 30억 명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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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겪을 전망이다. 국제지하수학회(IAH)는 지하수는 수천 년에 걸쳐 생성

5,000

되지만 현재 급속히 고갈되고 있으며 매년 전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물의 양은
강우량으로 다시 채워지는 양의 2배가 넘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물을 공급받는 수준은 다르며, 물은 인구 밀도에 비례해 위치하

Water demand (k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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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발간된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가들에 거주하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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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 간 분쟁의 위험도 존재한다. 물 스트레스는 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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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혹은 환경적인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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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공급의 부족은 주로 물의 오염, 가뭄 혹은 원활하지 못한 물의 분
배로 인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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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도 위생시설을 이용하고 있나요?

위생시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의 물과 위생에 관한 합동조사프로그램

80%

(JMP)이 규정한 현대식 위생시설 공설 하수구 연결, 정화조 시설 연결, 수세

60%

식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 환기 개량형 재래식 화장실 등이 있다.
2015년 유니세프(UNICEF)와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적절한 위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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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부족은 수인성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전세계 인구 38%에 해당하
는 24억 명이 위생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약 9억 명은 거리의 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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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094)
30%

은 콜레라, 설사병,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장티푸스, 소아마비 등을 널리 전

34%
31%
(183,959) (484,234)

45%
(34,474)

20%
0%

덤불 등 공개 장소에서 배변을 한다. 위생 시설의 부족은 보건, 교육, 젠더, 사
회통합, 생산성 등의 측면에서 빈곤에 영향을 준다. 형편 없는 위생시설 부족

70%
(599,436)
59%
(1,005,446)

70%

Caucasus& Northern Western
Latin
South
Central
Africa
Asia America & Eastern
Asia
The
Asia
Carribbean

Eastern
Asia

Oceania Southern
Sub
Asia
saharan
Africa

[비위생 환경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Source: 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 2013

염시키는 원인이 된다. 개발도상국가들에서 설사병으로 해마다 28만 명이 사
망하므로 에이즈나 홍역, 영양실조에 비해서 아동사망률이 더 높다. 열악한 위
생시설이 보건에 끼치는 영향은 근무일 손실로 인해 소득창출과 생산성을 저

100%

하시킨다. 설사병으로 학교를 결석하는 날짜는 매년 4억 4천3백 일로 추산된

80%

다. 열악한 위생시설은 여아의 통학에 영향을 미친다. 잘 갖추어진 위생시설과

60%

위생교육의 여부는 여자아이들의 교육 참여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대부
분의 학교에 위생시설, 수도, 안전하고 깨끗하고 분리된 화장실이 부족한 탓에
많은 여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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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위생시설 개선 비율]
Source: Domestos/WaterAid/WSSCC,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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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부여가 빈곤층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나요?

빈곤층의 토지 권리
아프리카는 개간되지 않은 땅이 많으므로 농업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높임으

빈곤 | ENVIRONMENTAL

로써 빈곤을 없앨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고 많은

Killogrames per hectare
5,000
4,000

기회로 이어지게 하려면 토지 관리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가

3,000

난한 개발도상국 중에는 토지 권리가 공식적으로, 혹은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2,000

않는 곳이 많다. 전체 토지의 대부분이 미등록 상태이거나, 토지와 관련되어

1,000

관습법과 성문법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토지에서 농사를 짓
고 거주하지만 공식적으로 토지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노
출된다. 정부가 개발사업을 진행하거나, 외부 기업이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토
지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채 토지를 박탈당하거나, 토지 분쟁이 일어났을 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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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aharan Africa
Middle East & North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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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Asia
East Asia & the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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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지역별 곡물 수확량(단위: kg/ha)]
Source: African Development Bank, 2015

우 자신의 이익을 지키지 못할수 있다. 예컨대 아프리카 농부의 70%가 여성
들이지만 여성들은 관습법 때문에 토지를 소유하지 못 하고 있다. 개발도상 국
가들에서 여성이 농업 노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43%지만, 토지 소유주의
10~20%만이 여성인 것이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식민 지배 이전에

Latin America &
the Caribbean

는 여성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토지 권리를 보장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

Sub Saharan
Africa

나 식민기를 거치면서 개인적 토지 소유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관습적 시스템

Southern Asia &
Southeastern Asia

은 더 이상 여성의 토지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공식적인 성문법 체

North Africa &
West Asia

계에서는 아직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나 보호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
에, 많은 여성들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Oceania
0%

20%

40%
Women

[개발도상국가의 남녀 토지 소유권 현황]
Source: FAO, 2016

60%
Men

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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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식량 공급 불안을 겪어야 할까요?

식량 공급 불안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세계식량계획(WFP)

2014-16

이 지난해 9월 공동 발표한 ‘2014 세계 식량 불안상황(SOFI)’에 따르면

gh i j
f a

2012~2014년 전 세계의 기아인구는 8억 5천만 명에 달했다. 2015년 FAO

Number

(millions)
1990-92 2014-16
a
b

e

c

의 ‘세계 식량안보현황 보고서(The State of~)’에 따르면 그 규모가 7억 9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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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명으로 감소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감소도 식량안보에 영향을 주는

d

b

d

f

하나의 원인이지만 환급가능한 작물 등 식량 이외의 용도로 토지사용을 변경
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상당한 양의 비료와 살충제를 사용하
는 단일경작체계는 토양부식과 생물다양성 감소를 야기한다. 가족농업과 소규
모 농업은 매년 아프리카 대륙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약 80%를 생산하고 있으
나 대규모 기업농의 증가로 소규모 자작농들이 경작을 하지 못하고 바이오 연
료의 원료가 되는 작물을 경작 면적이 증가하는 점도 식량안보에 위협이 된다.

e

g
h

c

i

j

Total = 795* million

Developed regions
Southern Asia
Sub-Saharan Africa
Eastern Asia
South-Eastern Asia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Western Asia
Northern Africa
Caucasus and
Central Asia
Oceania
Total

20
291
176
295
138
66
8
6

Regional share
(%)
1990-92 2014-16

15
281
220
145
61
34
19
4

2.0
28.8
17.4
29.2
13.6
6.5
0.8
0.6

1.8
35.4
27.7
18.3
7.6
4.3
2.4
0.5

10
6
1
1
1011 795

0.9
0.1
100

0.7
0.2
100

[기아인구 변화]
Source: FAO, 2016

아프리카 경제개발 및 계획 연구소(IDEP)는 소규모 자작농들이 식량공급의
불안정 감소, 경제성장 촉진, 빈곤과 실업률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소규모 자작농들은 대부분은 생산한 작물들을 상업시장에 판매
할 능력이 부족하여 곡물시장에 참여가 불가능하다. 그 결과 사하라 사막 이남
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매년 수출하는 식량보다 더 많은 식량을 수입하고 있다.
농업 전문가들은 소규모 자작농들에게 농업기술을 보급하여 가치사슬이 구축
된다면 식량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50년 세계 인구는 91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때까지 개발도상국의 식량 생산을 2배 가까이
증산되어야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Target achieved
Target not achived

[FAO 굶주림 지도]
Source: FAO, 2015

Target not achived, with
lack of progress or deterioration

Missing or insuffident data
Not ass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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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이 기후변화의 책임을 짊어져야 할까요?

글로벌 기후변화 협력체제
세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지구 온난화와 함께 가뭄, 홍수, 혹서, 해수면 상
승, 폭풍우 발생의 빈도와 규모가 커지면서 가난한 국가들이 피해를 입게 된

China
China before CSA
2015 revision

다고 지적했다. 세계인구의 1/3은 이미 기상재해를 경험한 바 있다. 2015년

10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196개 국가들이

8

European Union
(EU28)

6

India

합의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통하여 2020년 교토의정서(Ky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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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million tonnes CO2
12

United States

Protocol)을 대체할 신기후체제가 출범했다. 파리협적은 지구온도 상승폭을

Russian Federaation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고 온도 상승을 1.5℃로 제

4

한하기 위해 노력하고, 2025년 이후 선진국은 매년 천억 달러 규모의 기후재

2

원을 조성해야만 한다. 해수면 상승에 직면한 섬나라들과 아프리카 공동체는
“1.5도라면 우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몰라(1.5 ℃–we might survive)”라
는 슬로건을 강조했다. 파리 협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
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조성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Japan
Uncertainty

0
1990

1994

1998

6%
16%

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프리카 재생에너지 계획(The

Carbon Dioxide

(forestry and other land use)

11%

기 없이 살아가는 6억 명 이상의 인구에게 깨끗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
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2014

Methane

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아프리카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00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 뿐 아니라 전

2010

Nitrous Oxide 2%

구 온도상승을 1.5도 아래로 제한하자는 목표는 제시되었지만, 온실가스 감축

African Renewable Energy Initiative)’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2006

F-gases

Development)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파리협정은 지
의무의 명확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개발도상국들은 재생에너지 사용

2002

[주요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Source: PBL Netherlands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2015

[온실효과 발생 유발 가스]
Source: IPCC, 2014

Carbon Dioxide

(fossil fuel and industrial
processes)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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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아동의 노동이 합법적입니까?

아동 노동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1,050만 명의 아
동들이 다양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급여를 받더라도 근로 환경은 매
우 위험하며 비급여인 경우도 노예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체 가운데 5~14세 아동들은 650만 명에 달하며, 전체 아동 노동의 3/4은 여
자아이들이다. 위험한 일을 하기에 너무 어린 아동들이 작업에 참여하면 신체

빈곤 | POLITICAL

적, 정신적, 사회적, 교육적 발전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아동노동의 약
70%는 혈연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임금 미지급 노동이다. 아동 노동은 개발도

Extreme Risk
High Risk

상국에서 대부분 발생하며, 약 60%의 아동 노동자가 농업과 수산업에 연관
되어 있다. 나머지 40%의 아동은 집안일, 공장 및 불법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
다. 5~14세의 아동노동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전 세계 아동 노동 현황 및 작업 위험도]
Source: Maplecroft, 2014

고 있는데, 이는 빈곤과 아동노동의 관계를 보여준다. 빈곤은 아동노동의 가

100%

장 큰 발생원인이다. 가난한 부모들은 경제적 이유로 아동들의 의사와 상관없

80%

이 일을 하라고 떠밀게 되고, 생존을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하는 부모들에게
불법 노동 소개업자가 접근하게 된다. 빈곤은 또한 아동노동의 결과이기도 한
데, 아동노동을 하는 동안 교육과정에서 소외되므로 가난에서 벗어날 길을 막

79%

73%

67%

74%

60%
40%

는 동시에 가난의 대물림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브라질의 볼사 파밀리아(Bolsa

20%

Familia) 정책은 아이들을 학교와 건강 클리닉에 보내는 조건으로 현금을 지불

0%

(CCT: Conditional cash transfers)하는 데 이는 성공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No data

Medium Risk
Low Risk

21%

27%

33%

26%

Sexual
exploitation in
private economy

Labour
exploitation in
private economy

State imposed

Total

[아동과 성인의 강제노동 비율]
Source: ILO,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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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국가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는 활발한가요?

여성의석 비율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면 성적 평등은 크게 향상될 수 있다. 정치 참여가 활발
하지 못하다면, 여성은 차별대우를 받으며 자신과 자녀들을 위한 요구를 표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여성의 목소리가 충분히 정치에 전달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여성 대표들에게 최소한 30%의 의석이 할당되어야 한다고 주

25
20
15
10
5
0

2008년 전 세계 여성의원의 비율은 18%에 이르렀지만, 그 비중은 점점 감
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의석의 40% 이상이 여성의원인 나라는 5개국 뿐이
다. 르완다가 48.8%로 의회 내 최대 여성의원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스웨
덴 47%, 쿠바 43.2%, 핀란드 41.5%, 아르헨티나가 40%로 그 뒤를 잇고 있
다. 여성 의원 비율이 30% 이상인 국가는 20개국이지만, 아시아 지역 국가는
전무하다. 한편 여성의원의 비율이 10% 미만인 나라는 전 세계 국가의 1/3
에 달한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르완다, 모잠비크, 부룬디가 여성 의원수가

1990-94

1995-99

Africa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고용주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Average percent of female seats in
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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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고 있다. 세계의 수백만명의 여성들이 소외되는 것은 여성 정치인과 판사,

By region
Average percent of female seats in
parliament

국가, 도시, 마을, 공동체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 내에서 여성들이 정책에 대한

25

및 문화적 태도가 여성의 정치 참여를 소극적으로 만든다는 분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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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수준을 넘나들고 있다. 의회에서 여성이 적은 수를 차지하는 이유는 여
성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할당량 시스템이 없고, 여성에 대한 사회적

2000-04

[의회 여성 의석 비율 추이]
Source: IMF,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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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는 빈곤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부패
공공부패는 빈곤의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하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제시한 부
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와 유엔개발프로그램이 측정하
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를 비교해보면, 부패와 효
과적인 경제개발 간의 상관관계가 드러난다. 부패에 대한 인식지수가 낮은
국가들은 인간개발지수도 역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개발을 위

빈곤 | POLITICAL

한 투자와 빈곤 감소를 위한 활동이 부패라는 장애물로 인하여 저해되거나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많은 빈곤국들의 정부 기관들(의회, 사법
부, 공무원 조직, 경찰)은 취약한 내부 구조, 제한된 민주주의, 개발되지 않은
인적, 천연자원, 기술의 부족을 특징으로 한다. 공공권력의 중심부에서 활동
하는 지배 기득권이 세력을 구조화하고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방법으로서
부패와 부정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심각한 빈곤이 더 악화되고 ‘자원의 저
주’, ‘국제원조자금의 횡령’ 등이 발생한다. 빈곤국가에서 부패는 “원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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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u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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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악화시키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을 가속화할 뿐 아니라, 왜
곡된 경제구조를 형성하므로 문제시 된다. 차드(Chad) 정부가 해외 원조자
금의 실제 집행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공중보건 예산의 전달 흐름을 추적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중앙정부에서 지출된 예산 가운데 실제로 지방으로 전달
된 금액은 1%에 불과했다.

[2015년 세계 부패지수]
Source: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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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원조가 빈곤국에 제대로 쓰이고 있나요?

원조효과성
200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채택된 ‘원조 효과성에 대한 파

Democratic ownership

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과 2008년 ‘아크라 행
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은 효과적 원조를 위한 적합한 원조체제
를 요구하고 있다.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포럼(The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가 원조 효과성의 제고

Participation
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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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areas limiting
progress on
democratic ownership

Donors

열린 HLF-4에서는 원조 효과성을 위한 참여자들의 역할과 민주적 주인의
식(Stakeholders and Democratic Ownership)이 논의되었다. 대안으
로 2010년에는 ‘시민사회 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The Istanbul
Principles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이 등장하였다. 개발
효과성이란 해외의 원조만으로는 가난과 불평등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에 무역과 투자 등 경제정책, 인권, 성평등, 일자리와 환경보전을 중시하는 사
회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효과적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HLF-4 참여자의 역할과 민주적 주인의식]
Source: HLF4, 2011

Policy space

명해지고,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정책 피드백이 불가

Transparency,
predictability, untying, etc.

Accountability

서 다수의 행위자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므로 책임과 권한의 소재가 불분

용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부산에서

Government

Accountability

Parliament

를 위해 3년마다 개최하는 고위급 포럼이다. 개발원조가 제공되는 과정에

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은 개발 원조 자금이 효과적으로 사

Enabling
environment

Civil society
Capacity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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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난민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국제 난민의 증가
시리아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 사태로 2014년 유럽으로 들어온 불법 유입 인
구는 약 28만 3,500명으로 2013년 대비 264.1% 증가하였다. 2015년 상반
기 불법 유입 인구는 23만 2,500명에 이르고 있다. 시리아(490만 명), 아프가

September 2015: 180,320

To:
Europe
of which, Germany

니스탄(270만 명), 소말리아(110만 명)가 유엔난민기구(UNDP)가 보호하고
있는 전 세계 난민의 절반 이상을 배출하였다. 전 세계 강제 이주민의 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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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최대인 반면,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진 인원은 소수에
불과하다. 2015년 전 세계 난민의 51%는 아동이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난민 유입은 유럽연합 28개국 전체 GDP를 2016
년 0.14~0.21%, 2017년 0.18~0.26%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추정된다.
또한 소득수준, 경상수지, 실질임금, 정부부채 및 재정수지 등 거시경제지표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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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2012

2013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난민의 대량 유입에 중부, 동부 유
럽은 국경을 차단하였고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도 쉥겐 국경 조약에 따
라 일시적인 통제를 실행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난민은 늘어
날 전망이며, 터키를 거쳐 유럽으로 유입되는 비중이 높다. 유럽국가들은 직
업교육, 노동시장,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적으로 난민들을 사회에 통
합시키기 위한 정책과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급증하는 난민에 기존 프로그램은 포화상태이며 사회적, 정치적 거부감도 증
가하고 있다.

2014

2015

[월별 유럽국가 및 독일 망명신청 현황]
Source: The Economist, “Europe’s migrant crisis in numbers”,
2016.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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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5년 주요 난민 발생 국가
Source: UNHC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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