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l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치학박사 학위논문

글로벌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와
규범의 사회화
- 2015년

네팔 지진 사례를 중심으로

2018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홍지영

-

글로벌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와
규범의 사회화
- 2015년

네팔 지진 사례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의 영

이 논문을 정치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홍

지

영

정치학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년

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 iv -

국문초록

글로벌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와 규범의 사회화
- 2015년 네팔 지진 사례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행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과 설
득이 일어나는 참여의 공간, 즉 규범 플랫폼(norm platform)에 초점을
맞추어 초국적 수준의 행위자들이 국제규범을 이행하는 규범 사회화
(norm socialization) 과정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초국적 수준
에서 강제력이 담보되어 있지 않고, 국내 수준에서의 제도화 단계에 이르
지 못한 국제규범이 어떻게 준수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다수의 이질적인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이 재난현장에서 다양
한 층위의 인도적 지원 규범을 자발적으로 준수하였던 2015년 네팔 지진
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례에 주목한다. 네팔 사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축
적되어 왔으나 강제 기제가 뒷받침되지 않은 인도적 지원 규범이 높은 수
준으로 준수되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인도적 지원 활동은 피해를 구제
하는 활동으로서 그 성격이 일방적이고 수혜적인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인도적 지원 분야는 규범 사회화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통용되어 온 ‘비난’과 ‘압력’과 같은 강제적 설득 기제가 효과적이지 않다.
국제규범의 확산과 영향력의 강화를 설명하는 기존 이론들은 제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강력한 제도가 규범의 준수를 담보한다는 전제로 제
도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논하였다. 그러나 인도적 지
원 분야는 행위자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고착되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
에서 다수의 행위자들이 동일한 수준으로 규범에 순응하는 행태를 보일
경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요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화 이전 단계에서 국제규범이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자발적 준수
되는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아래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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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례 분석에 앞서 글로벌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의 규범과 제도가 어
떤 형식으로 존재하며 어느 수준으로 제도화되었는지 면밀하게 고찰한다.
둘째, 2015년 네팔 인도적 지원 사례에서 인도적 지원 규범이 행위기준으
로 준수되었는지, 그 결과로 실제 행위자들의 행태를 변화시켰는지 분석한
다. 셋째, 이전 사례에서와 달리 행위자들이 인도적 지원 규범을 준수하는
데 새롭게 작동한 요소는 무엇인가를 고찰한다. 본 연구는 이 지점에서 행
위자들의 협력과 높은 수준의 규범 준수를 가능하게 한 메커니즘으로서
주요 규범주창자들과 여타의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킨 유엔
OCHA의 클러스터의 역할에 주목한다.
글로벌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는 네팔 지진에 대응하기 위해 OCHA가
초기대응 기간으로 산정한 약 5개월 동안 인도적 지원 활동을 이행하였
다. 당시 참여한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의 규모는 450 여 개로 집계된다.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은 유엔 OCHA의 조정에 따라 주요 인도적 지원 분
야로 나누어진 각 클러스터 회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같은
분야에서 유사한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행위자들 간의 모임인
클러스터는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우선 순위 결정 및 업무 분담이 이루
어지는 기회와 장소로서 기능하였다.
유엔 OCHA는 각 클러스터에서 자발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집계하고 총
괄하여 전체 인도적 지원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클러스터와
작업그룹의 활동은 이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에게 공유되었
다. 재난 현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각 클러스터의 하위 지역단위 모임은 담
당하는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계획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성을
담보하였다. 인도적 지원 분야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주
요 규범주창자들이 클러스터를 선도하면서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이행 과
정에서 ‘해를 끼치지 말라’, ‘필요기반’, ‘포용성’, ‘책무성’ 및 ‘피해자 권
한 강화’ 원칙 등 주요 인도적 지원 규범이 준수될 수 있었다.
종합하자면 초국적 수준의 인도적 지원 규범 사회화 과정에서 규범 플
랫폼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규범 플랫폼 기능은 다음과 같

- ii -

다. 첫째, 인도적 지원 참여 행위자들의 층위와 참여목적 등과 상관없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위자들 간의 접촉면을 증대하여 상
호작용과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둘째, 규범주창자
들이 모든 행위자들에게 옹호주창활동을 개별적으로 하는 데에서 오는 비
효율을 감소시켰다. 마지막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행위자들 간에
합의된 표준(standard-setting)을 구성하고 제시함으로써 규범의 기준을
명백히 하였다. 특히 클러스터 내에서 인도적 지원 규범에 입각한 모니터
링 및 평가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되면서 규범 내재화 수준이 상이한 다수
의 인도적 행위자들이 유사한 수준으로 규범을 준수하게 만드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상 네팔 지진 사례 분석을 통하여 인도적 지원 규범 사회화를 설명함
으로써 갖는 이론적 의미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제규범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초국적 수준의 규범 플랫폼을 추가할
수 있다. 둘째, 국제규범이 초국적 수준 또는 국가 수준에서 가시적으로
강제기제를 가진 제도로 고착화되기 이전 단계에서도 예외적으로 행위자
들의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하여 규범 내재화 수
준이 상이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규범을 준수하
는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셋째, 규범생애주기 이론에서 제시
하는 국제규범 발전 과정에서 규범의 확산 단계를 ‘규범이 행위자들 사이
에서 확산되는 확산 단계’와 ‘다수의 행위자들에 의해서 폭넓게 준수되는
사회화 단계’로 세분화함으로써 기존이론을 비판적으로 보완하였다.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제도화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규범을 연구하던 기
존 연구들이 설명할 수 없었던 이론적 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주요어 : 인도적 지원,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규범, 규범의 사회화,
협력, 규범 플랫폼, 유엔 OCHA, 클러스터, 네팔 지진
학 번 : 2013-30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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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은 자연재해나 인위적 분쟁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 활동이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고, 고
통을 경감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인도적 지원은
그 지원의 성격이 단기적이고 일방적이며 수혜적인 특징을 보이며 전통적
으로 행위자의 중립성(非정치성)이 강조되어 왔다.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공여국과 국제기구, 인도주의NGO 등 참여 행위자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해
왔던 영역이었다. 참혹했던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인도적 지원 관련
국제규약이 채택되기도 하였으나 전쟁이 종식된 이후로 규모, 제도, 그리
고 규범 등의 측면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인도적 지원이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은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이후이
다. 냉전의 종식은 국가들 간 이데올로기 대립을 약화시켰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인종 및 종교 갈등 또는 내전으로 인한 국지적 무력충돌은 오
히려 증가하였다. 동시에 기후 변화 등의 영향으로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
가 낳은 폐해가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대두시켰
다.
재난과 재해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인위적 재난이 결합된 복합 재난
(complex emergencies)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는 사례
가 증가하자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도 달라졌다. 2016년 기준으로 인
도적 지원 총규모는 273억 달러에 달한다.1) 1990년 인도적 지원 총액인
1) 관련 데이터는 Development Initiatives에서 발간하는 글로벌 인도적 연차 보
고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Development Initiatives는 빈곤,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인도적 지원 분야를 다루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이다. 2000년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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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달러와 비교하면 규모면에서 약 90배가 증가한 것이다.2) 인도적 지원
은 양적 성장만을 보인 것이 아니다. 인도적 지원의 활동 범주가 재난 재
해의 예방과 재난위험경감(Disaster Risk Reduction, DRR)에서부터 재난
대응, 복구 그리고 개발과의 연계로 확장되었으며 초국적 수준에서 참여
행위자 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유엔 산하에 인도적 지원 전문 국제기
구인

유엔

인도적

지원

조정실(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이하 유엔 OCHA)이 1991년에 설립되면서 제도
적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인도적 지원의 규모와 범주, 행위자 확장과 더불어 인도적 지원 규범도
발전해 왔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인도주의적 가치가 주창되었다. 이 가치
는 인도주의 원칙과 행위 규범, 행동지침과 기준 등으로 세분화되고 전문
화되었다.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축적되어 온 다양한 규범은 그 성격을 고
려할 때 크게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며 차별을 방지하고 재난 피해자의 권
한을 강조하는 가치지향적 규범과 인도적 지원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행위자들 간의 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행동 규범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곧바로 모든 인도적 지원 사례에서 더 효율적이
고 가치지향적인 인도적 지원이 실현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도
적 지원 활동의 성과는 사례 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 각각 23만 명과 31
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사례와 2010년 아이티
대지진 같은 대형재난은 서구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어 천문학적 규모의 지
원이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과 효율성 측면에서

매년 글로벌 인도적 지원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UNDP, OECD DAC과 같
은 개발 관련 국제기구 뿐 아니라 DFID, ODI와 같은 국가 기관, Sussex대학,
Brookings Institution 등 연구기관과 여러 NGO와 파트너십을 맺어 생산하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Development

Initiatives

(2017)

참고.

(https://reliefweb.int/report/world/global-humanitarian-assistance-rep
2)

ort-2017) (검색일 2018년. 2월 21일)
Development
Initiatives

(2005).

참고

(http://devinit.org/post/gha-report-20042005/) (검색일 2016년. 7월 2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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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사례라는 비판에 직면하였다.3) 반대로 2015년 네팔 지진 당시의
인도적 지원 활동은 다른 평가를 받는다. 전반적인 재난대응 과정에서 인
도적 지원 행위자들의 효율성은 크게 제고되었고 인도주의 가치를 반영하
는 규범이 실현되었다고 평가받는다.4)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는 2015년 네팔 지진에 대응한 인도적 지원 활동
을 자세히 살펴보면, 행위자들이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
성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인도적 지원 원칙에서 파생되고 확장된 여러
가지 인도주의 가치가 실현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네팔 지진 당시
30여 개 공여국과 450여 개의 국제기구 및 인도주의NGO가 인도적 지원
활동에 참여하였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지진 발생 24시간 이내에
가동되기 시작하여 지진 발생 나흘이 지난 시점인 4월 29일에는 전체 대
응계획인 ‘네팔 지진을 위한 유엔 긴급지원요청(The Nepal Earthquake
Flash Appeal and Action Plan)이 수립되었다.5) 이 계획에서 행위자들
은 인도적 지원의 공동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곧바로 이행에 착수하였
다.6) 놀랍게도 층위, 규모, 경험, 신념이 서로 다른 다수의 행위자들이 불
3) 인도양 쓰나미 사례에 대한 평가는 관련 평가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다. Tsunami Evaluation Coalition(TEC) (2006a); (2006b); (2006c);
(2011); Emergency Capacity Building Project (2011); 유니세프 (2016,
p.9)
4)

(https://www.unicef.org/evaldatabase/index_92870.html)(검색일

2016년. 4월 21일)를 참고.
유엔

OCHA

(2015d)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nepal_earthqua
ke_humanitarian_response_report_lr.pdf)(검색일
UNISDR

(2015)

2016년.

4월

12일);
참고

(https://www.unisdr.org/we/inform/publications/44592) (검색일 2016년.
4월 20일)
5) 유엔 OCHA (2015a); 유엔 OCHA Humanitarian Country Team (2015)
6) 상주조정관은 지진 발생 24시간 내에 네팔 총리의 요청을 받아 국제사회 인도
적 지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UN INSARAG과 UNDAC팀을 가동하여 피해 현황
을 파악하고 필요사항을 분석하였다. 다음날, 국가긴급상황보고서(Country
Emergency

Situation

Report)를

바탕으로

유엔

클러스터회의(cluster

meeting)가 소집되었고 여기에 참여하는 수백 여 개의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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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3일 내에 공동의 목표와 우선 순위 분야를 정하고 이 계획에 따라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 때 수립된 공동의 목표는 단순히 지원 목표
액이나 수혜대상의 규모를 선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필요 기반
원칙과 비차별 원칙, 공평성, 취약성, 책무성, 피해 주민의 권한 강화 등
인도적 가치를 실현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다양한 규범들
이 적용된 전략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글로벌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의 활
동은 이 공동목표를 수립하고 재난발생 직후부터 2015년 9월까지 약 5개
월 간 계속되었다.
인도적 지원 활동에는 긴급구호, 주거, 사회 인프라 복구, 식수와 식량
의 공급과 배분, 위생과 보건, 교육,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소외 방지,
개발로의 연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분야의 이슈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계
되어 있다. 또한 재난의 성격과 피해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각 단계에서 요
구되는 대응과 필요가 사례마다 모두 다르다. 여기에 수십 여 공여국을 비
롯하여 국제기구 및 인도주의NGO, 기업, 재단, 학계 등 수백 여 개의 이
질적인 행위자들이 모여 비교적 단기간에 활동한다. 행위자들 간의 유기적
인 협력 없이는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 활동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단기간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강력한 규범이 행위를 규제할 수 있거나 또는 모든 행위자들
이 자발적으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는 행위자들을 규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진 제도화 형태를 띠지 않는다.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의 제도적 측면에
서 보면 유엔의 전문 기구를 중심으로 제도가 발전했지만, 이 기구에 참여
하여 활동하는 것이 행위자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사실
은 느슨한 네트워크 형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합의된 다양한 층위의 규범은 국제조약으로 체계화된 소수의 협약을 제외
하고는 강제력이 없는 원칙과 가치의 공동 선언이거나 기술적 측면의 기
준과 가이드라인의 형식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글로벌 인도적 지원 거버넌
스가 행위자들의 기대되는 이익을 중심으로 고안되어 특정 이해관계를 반
순조로운 협력을 위해서 클러스터별로 구체적인 협의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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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거나 몇몇 강대국의 이익에 의해 추동되어 왔던 것도 아니다.
인도적 지원 사례에 대한 경험 연구들은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이 재난
현장에서 인도적 지원 규범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하
는 것이 매우 어려웠음을 보여준다(Granot 1997; Shultz & Blecken
2010; 왕석동 2013; Regnier 2008). 그라노트(Granot)는 인도적 지원 행
위자들의 상이한 신념과 조직 문화, 행위자들 간의 경쟁적 관계 등을 이유
로 협력과 상호작용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왕석동은 인도양 쓰나미 사례에
서 인도적 지원이 행위자들 간의 업무 조정 없이 혼란스럽게 진행되어 그
결과 재원이 낭비되고 배분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네팔 지진 대응에 참여한 행위자들은 이전 사례에서와
달리 인도적 지원 규범을 준수하게 된 것일까. 본 연구는 이 질문에서 논
의를 시작한다. 네팔 인도적 지원 사례는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와 규범이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참여 행위자들의 공동의 이해관계를 반영하
는 규제의 수단을 가진 강력한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의 형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안에서 수많은 행위자들 간에 협력이 이루어
진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간주된다.
단기간 다수의 행위자들이 공동의 목표 아래에서 체계적으로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재난을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사회에서 확산된 인도적
지원 규범 및 행위규칙이 목표와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하였고 이것
이 제도의 뒷받침 속에서 글로벌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행위
자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즉, 인도적 지원 규범이 공유하는 정신
적 모델(shared mental model)로서 기능하면서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의
행위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다(Wendt 1999).
인도적 지원 규범과 행위규칙은 전통적인 인도주의 원칙에 뿌리를 두고
199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모든 인도
적 지원 사례에서 규범과 행위규칙이 동일한 수준으로 준수되었던 것은
아니다. 단순히 규범이 확산되고 축적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규범 준수 수
준이 높아져온 것도 아니다. 만약 규범의 확산과 축적에 따라 행위자들의
규범 준수 수준이 달라진다면, 2005년에서 2015년 사이에 진행된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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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지원 사례에서 규범이 준수되는 수준에 변화가 나타났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2010년 아이티 대지진 당시 인도적 지원활동에 대한 평가에
서 그렇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7)
그렇다면 네팔 사례에서는 어떻게 상이한 이해관계와 선호 또는 신념을
가진 다수의 행위자들이 강제성을 띠지 않는 규범을 준수하여 효율적으로
협업하고 인도주의 가치를 실현하였는가? 이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는 인도적 지원 현장에서 규범이 실제로 준수된 시점에서 어떤 새로운 메
커니즘이 기능하였는지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그 메커니즘이 행위
자들의 활동과 그들 간의 상호작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논문의 분석의 초점은 ‘어떻게’에 맞춰진다. 즉 본 논문은 규
범 사회화(norm socialization)의 과정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여기서 국제
규범의 사회화 단계란 규범이 초국적 수준에서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행위자들이 규범을 완전히 내재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규범에 순응
하는 행태를 보이는 단계를 의미한다. 규범의 순응에 대해서 기존 규범 연
구들은 행위자들이 국내외 연대를 통한 비난(shaming) 및 압력(pressure)
또는 강제 기제 등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순응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설명
한다(Keck & Sikkink; Risse, Ropp and Sikkink 1999).8)
그러나 인도적 지원 분야의 경우, 인도적 지원 분야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구도가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 즉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자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구제 행위자라는 구도적 차이점 때문에 일반적으
로

규범주창자가

켁과

시킨크(Keck

and

Sikkink)가

부메랑

패턴

(Boomerang Pattern)에서 제시하는 압력과 비난과 같은 강제와 강압적
설득 수단은 큰 효과를 갖지 못한다. 인권, 여성, 환경, 보건과 같이 전통
적인 규범 연구 분야에서는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고 규
7) 유엔 OCHA (2010)의 아이티 사례 보고서와 세이브더칠드런과 케어인터네셔널
이 독립적인 평가단을 구성하여 작성한 아이티 인도적 지원 평가 보고서(An
Independent Joint Evaluation of the Haiti Earthquake Humanitarian
Response) 참고.
8) 규범의 사회화와 내재화의 구별에 대해서는 제2장 제2절 이론적 분석틀에서
보다 자세히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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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을 강제하거나 설득해야 하는 대상이 가해자와 일치하는 특징에 반하여,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는 비난과 압력이 가해자나 가해행위를 대상으로 하
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구제하는 활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제와 강압적인 설득 수단이 효과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규범을 준수
하지 않던 행위자들이 규범 순응적 태도를 보일 경우, 이러한 태도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별도의 메커니즘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학습이나 행위자들 간에 합의된 강력한 기
준을 기반으로 한 설득, 또는 약한 수준의 비난 등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보장하는 기회와 공간에 주목한
다. 제4장에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네팔 지진 대응 과정에서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은 유엔 산하 전문기관인 유엔 OCHA의 클러스터(Cluster)
를 통하여 상호작용이 가능한 기회와 공간을 얻었다. 이 공간은 행위자들
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요 아젠다를 논의하는 공론장으로 기능함으로
써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이 각 클러스터에서 결정된 사항을 공동으로 이
행하는, 기존 인도적 지원 사례에서 행위자들이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이
행하던 것과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네팔 지진 당시 인도적 지원
활동에서 인도적 지원 규범이 기존의 사례와 달리 높은 수준으로 준수되
었다.
즉, 네팔 지진 대응 사례가 이전의 인도적 지원 사례들과 다른 중요한
특징은 대다수의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이 유엔 OCHA의 클러스터를 중심
으로 협력하여 활동하였다는 점이다. 인도적 지원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
을 하는 국제기구인 유엔 OCHA는 평시에 인도주의 아젠다를 선도하고,
재난 발생 시 인도적 지원 현장에서 행위자들을 조정하는 가장 중요한 행
위자이자 규범주창자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네팔 현장에서 작동한 유엔
OCHA의 클러스터가 규범주창자로서 여타의 행위자들을 직접 설득하고
이끌어나가는 형식보다는 오히려 참여 행위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정
보를 공유하고 스스로 결정한 대로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도록 만드는 기
회 또는 공간으로 기능하였다는 점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이 지점에서 본 연구는 행위자들이 만나고,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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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론장 기능을 하는 참여의 공간을 규범 플랫폼(norm platform)이라
고 명명한다.9) 규범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것으로 정의한다.
첫째, 인도적 지원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에게 열려 있는 공간으로서
행위자들이 함께 모여서 상호작용이 가능한 공간과 기회를 제공한다. 둘
째, 공동의 아젠다를 논의하고 설득과 학습의 공간으로 기능한다. 셋째,
위계나 자체적인 강제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아서 참여 행위자들의 자발성
을 전제로 하며, 참여 행위자들이 상호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규범
플랫폼은 참여의 범위 및 조건이나 의사결정 기준 및 절차 등이 사전에
합의된 바 없이 완전히 자유롭다는 점에서 기존의 제도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플랫폼의 기능과 역할은 전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자들
의 특징과 그들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진다.
국가의 법적 제도적 장치들은 보편적으로 일관성 있는 체계 안에서 정
착되어 있다. 이와 달리 초국가 수준에서 형성되고 확산되는 국제규범들은
정해진 체계 내에서 상위 규범과 이를 이행하는 하위 규범들이 하나의 지
붕 아래에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있기 보다는 파편화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
이다. 초국가 수준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편 협
약에 근거하거나 처벌 제도를 갖추지 못한 국제규범을 어떤 메커니즘 통
하여 준수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규범의 확산과 규범의 준수 단
계를 구별해야 한다(Checkel 1997, 473-474). 본 연구는 이런 맥락에서
규범의 확산과 제도화 단계 사이에, 폭 넓게 확산된 규범이 제도적 기제가
강제하지 않더라도 높은 수준으로 준수되는 사회화 단계에서 규범 플랫폼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10)

9) 피네모어와 시킨크는 규범주창자(norm entrepreneur)와 주창자들이 옹호주
창 활동을 할 수 있는 초국적 수준의 공간 즉 국제기구나 국제회의를 의미하
는 조직 플랫폼(organizational platform)이 새로운 규범이 형성되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라고 설명한다. (1998. p. 896) 본 연구는 규범이 논의되는 공간이
라는 의미에서 플랫폼(platform) 용어를 차용하였다. 그러나 그 형식이 국제기
구나 국제회의 형태이기 보다는 공론장 기능을 하는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
는 열린 공간이자 기회이기 때문에 규범 플랫폼이라고 명명한다.
10) 피네모어와 시킨크의 규범생애주기이론에서는 규범의 확산과 사회화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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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네팔 지진에 대응한 글로벌 인도적 지원 사례는 강제기제가 없
는 국제규범이 다수의 행위자들에 의해서 준수된 매우 예외적인 사례인
동시에 규범 사회화 과정에서 규범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경험적 사례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초국가적 수준에
서 행위자들이 협력하여 다양한 층위의 강제성이 없는 규범을 준수하고,
그 결과 행위가 달라지는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규범 준수 메커
니즘을 설명하고자 한다. 재난 재해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국가, 국
제기구, 인도주의NGO, 기업과 군(military) 등 수많은 이질적인 행위자 집
단이 참여하여 매우 단기간 내에 성과를 요하는 활동이다. 또한 규범의 사
회화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강제적 설득 즉 비난, 압력,
부메랑 효과와 같은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많은
행위자들이 동일한 수준의 규범을 준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특징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연구는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이 서로 만나고
의논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등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 때 행위
자들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유엔 OCHA의 협력체계, 즉 클
러스터이다. 클러스터가 공론장으로서 기능하면서 수많은 행위자들 간의
협력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상호학습과 설득이 이루어졌다. 많은 인도적
지원 사례 중 그 간 확산되고 축적되어 온 인도적 지원 규범이 행위의 기
준으로 적용된 예외적인 사례이다.11)
단계로 간주한다. 리세와 시킨크는 규범 사회화를 규범이 내재화 되지 않은 행
위자들이 규범에 순응하는 단계라고 설명하지만 이를 국가 수준에서 내재화
단계로 한정한다. 본 연구는 초국적 수준에서 규범이 확산되는 단계와 행위자
들이 준수하는 사회화 단계로 구분한다. Finnemore and Sikkink. (1998,
pp. 887-917)
11)

유니세프

(2016,

(https://www.unicef.org/evaldatabase/index_92870.html)(검색일

p.9)
2016년.

4월 21일). 필자는 네팔 지원 현장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각 공여기관 및 단체
를 통하여 지원에 참여하였던 행위자들을 인터뷰하였다. 성하은 굿네이버스 제
네바협력사무소 대표, 하경화 한국국제협력단 다자협력인도지원실 전문연구관,
Masaki Watabe, 유엔 OCHA 일본 고베사무소 대표, Jeremy Wellard,
ICVA(International Council of Voluntary Agencies) 아태지역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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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 구제행위인 인도적 지원 활동을 대상으로 특정 원칙과 행위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설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국제사회에서
승인된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글로벌 인도적 지원 거
버넌스는 다양한 층위의 인도적 지원 원칙과 행위지침, 가이드라인 등의
규범이 표준화(standard setting)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런 환경에
서 유엔 OCHA의 제도적 협력 메커니즘인 클러스터는 규범 플랫폼으로서
작동할 수 있었다. 행위자들은 클러스터 제도를 통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선례(best practice)를 공유하고, 야기될 수 있는 부작
용과 문제점 등에 대해 사전에 학습하고 논의하여 관련 규범을 적용하는
합의에 이르게 된다.
요컨대 국제규범은 국제사회에서 규범이 합의되는 것 자체로는 그 영향
력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 현장에서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목표와 이행방법을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선례를 학습하여 상
호 간에 규범을 준수할 것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제공된다면
규범이 비교적 동일한 수준으로 준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본 연
구는 초국적 행위자들이 기존에 축적된 국제 인도적 지원 규범을 현장에
서 준수하는 과정과 규범 준수 메커니즘을 네팔 지진 사례를 통하여 분석
하고자 한다. 이 사례 분석을 통하여 국제규범이 가시적으로 강제력을 가
진 제도로 고착되기 이전 단계에서도 초국적 수준에서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의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글로벌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의 규범과 제도는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며 어느 수준으로 제도화 되었는가? 둘째, 행위자들이 네팔 사례에
서 이전과 달리 인도적 지원 규범을 준수하는 데 유엔 OCHA의 클러스터
가 어떻게 기능하였나? 셋째, 인도적 지원 규범이 행위기준으로서 작용하
여 실제 행위자들의 행태를 변화시켰는가? 제2절은 이같은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하여 본 연구가 무엇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고 어떤 연구 방법

이경신 KCOC 인도지원부장은 공통적으로 네팔 지진 대응 사례를 성공적이었
으며 행위자들이 유엔 OCHA 클러스터를 통해 협력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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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사례를 분석하였는지 소개한다. 인도적 지원의 정의와 범주가
학문적으로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2절에서는 인도적 지원의
정의를 소개하고 본 연구에서 다루는 인도적 지원의 범주를 논한다.

제 2 절 연구대상, 연구방법 및 범주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5년 네팔 지진에 대응하는 초국적 수준의 인도적 지원 과
정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국제규범의 사회화 과정을 풍성하게 설명하고 이
를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과 환경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규
범의 사회화의 과정이란 규범주창자들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공유, 전문
성 등 학습을 통한 설득 또는 비난, 압력과 같은 강제 수단을 사용하여 규
범이 내재화되지 않은 다른 행위자들이 규범 순응적 행태를 보이도록 하
는 것이다.(Finnemore and Sikkink; Risse, Ropp and Sikkink 1999).
규범이 사회화된 결과는 행위자들의 행태가 변화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
다.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형태의 인도적 지원 원칙, 기준, 가이드라인 실제 사례에서 적용되는 데에
규범 플랫폼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
규범이 실제로 행위자들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여 행태를 변화시켰는지
검토하는 데 두 번째 초점을 맞춘다.
이 두 가지 논점을 논의하기에 앞서 어떤 규범이 행위자들로 하여금 특
정 목표에 합의하게 만들었고, 어떤 행위지침들이 실제 인도적 지원 활동
에 적용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2015년
에 이르기까지 인도적 지원 글로벌 거버넌스가 제도적·규범적 측면에서 어
떤 형태로 기준을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
요하다. 제도적·규범적 발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그렇게 축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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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즉 인도적 지원 원칙과 기준이 네팔 지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었
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의 제도적·규
범적 발전에 대한 검토에 이어서 다음으로는 초국적 인도적 지원 행위자
들이 네팔 지진 당시 실제로 어떻게 활동했는지 살펴본다.
앞서 간략히 언급한대로 네팔 사례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행위자
들이 클러스터를 통하여 인도적 지원 활동을 이행했다는 점이다. 행위자들
은 클러스터에 모여서 총 피해 규모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업
무를 분장 및 조정하고, 이행 방법을 결정하였다. 이들은 지원 활동의 성
격과 분야에 따라 해당 클러스터에 참여하여 해당 사업 분야와 관련된 피
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
었다.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위한 네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
부와의 커뮤니케이션도 클러스터를 통해 공동으로 이루어졌다. 클러스터에
참여한 행위자들은 측정된 필요를 바탕으로 업무 배정, 우선 순위 결정,
재원 배분 등을 함께 결정하였다. 클러스터 활동은 인도적 지원 역량이 뛰
어난 인도적 지원 행위자 중 해당 지역에서의 활동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기구 또는 단체를 리더로 선정하여 리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
에서 인도적 지원 분야의 규범주창자이자 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는 국제기구와 초국적 인도주의NGO들은 소속된 클러스터를 이끌면서
자연스럽게 우선 순위의 선정과 이행 방식에 다양한 인도적 지원 규범을
적용하였다.
종합하면 클러스터가 정보의 공유, 경험의 공유와 학습의 장으로 기능하
면서 최종적으로 규범을 준수하는 의사결정 및 분업이 이 거버넌스를 통
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인도적 지원 이행 과정이 시간 순서대로 어떻
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고, 주요 클러스터별로 행위자들이 클러스터에서
어떤 의제를 논의하고 논의의 결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였는지 면밀하게
고찰함으로써 클러스터가 실제 규범 준수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으로서 기
능하였는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규범이 네팔 사례에서 행위 양식의 표준으로서
또는 이행 평가 기준으로서 기능했는지 여부이다. 먼저 2015년 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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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된 인도적 지원의 주요 원칙과 가치, 가이드라인이 네팔 사례에서 어
떤 구체적인 기준으로 제안되었고 적용되었는지 분석한다. 인도적 지원 규
범은 일괄적 체계를 바탕으로 발전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어와 개념
이 혼용되어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규범 프레임워크에서 담고 있는 공통의
규범적 가치를 파악하고 이를 근간으로 파생된 주요 원칙을 확인한다. 이
원칙들이 네팔 지진 대응에 참여한 행위자들에게 어떤 행위 규범 또는 평
가 기준으로 적용되었는지 논의함으로써 규범의 역할과 영향력을 분석한
다.
더불어 규범 플랫폼이 효과적으로 작동한 인도적 지원의 결과가 규범
플랫폼이 형성되기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
하여서 2004년 발생한 인도양 쓰나미 대응 인도적 지원 활동의 성과를 네
팔의 인도적 지원 활동 내용 및 성과와 비교한다. 인도양 쓰나미 인도적
지원은 피해국의 경제적 수준, 지정학 및 국제관계에서의 위치, 인도적 지
원에 참여한 공여국과 공여 단체 및 행위자들의 특징 등 여러 측면에서
네팔 인도적 지원과 유사한 환경 아래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인도양 쓰
나미 발생 당시에는 클러스터가 구성되기 이전이라 인도적 행위자들이 독
립적으로 프로그램을 이행했다. 따라서 규범 플랫폼으로 기능한 클러스터
의 유무가 인도적 지원 활동의 내용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에
좋은 사례이다.

2. 연구방법
1) 사례연구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은 규범 플랫폼이 공론장으로서 기능함으로써 초국
적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이 규범을 준수하게 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
이다. 본 연구는 이 과정을 규범이 초국적 수준에서 확산되는 것과 구분하
여 규범의 사회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서 국내 수준에서 제도
화되거나 초국적 수준에서 국제법의 체계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의 규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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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초국적 수준에서 행위자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이 본 연구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이다. 이 주장의 근거를 밝히는 가장 효
과적인 연구 방식은 성공적인 사례에 대한 고찰이다.
레이파트(Leijphart)는 사례연구를 단순 사례연구(atheoretical case
study), 해석적 사례연구(interpretive case study), 가설 창출용 사례연
구(hypothesis-generating
(theory-confirming

case

case

study),

study),

이론
이론

확증용
논박용

사례연구
사례연구

(theory-inconfirming case study), 그리고 예외적 사례연구(deviant
case study)로 분류한다(Leijphart 1971, 69). 국제규범에 관한 다수의
연구는 초국가 수준에서는 국제조약, 협약 등이나 관련 국제기구의 설립,
국가 수준에서는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또는 담당 부처 및 기관을 설립
등 제도화된 것으로서 규범의 영향력을 증명한다. 제도화 이전, 즉 국제규
범이 여러 초국적 행위자들 간에 확산되는 과정에서 규범이 세분화, 전문
화 되어 그 영향력이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제도화 이전단계에서는 이를
가시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규범의 확산 단계나
사회화 단계에서 규범의 영향력에 대한 사례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는 초국적 수준에서 확산되었으나 강제력이나 처벌 기제를 갖추
는 제도화 단계 이전에 있는 규범의 영향력을 밝히는 예외적인 경험 연구
이다. 예외적인 사례연구는 단일 사례를 분석하는데도 귀납적으로 새로운
이론을 추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만, 네팔 지진
대응에 있어 규범의 사회화 과정을 고찰한다는 면에서 단일 사례연구이기
는 하나, 인도적 지원의 성과가 규범 플랫폼이 형성되기 이전과 이후가 어
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네팔 지진 대응 성과를 클러스터가 구
성되기 이전 사례에서의 재난대응 결과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4
년 발생한 인도양 쓰나미 사례는 다른 조건에서 네팔 지진 대응 사례와
유사하지만 클러스터가 구성되기 이전으로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이 개별
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였다. 클러스터 유무가 인도적 지원 활동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인도양 쓰나미 지원 결과와 네팔
사례의 지원 성과를 비교한다. 여기서 인도적 지원의 가치지향적 규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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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여부와 효율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 분석할 수 있다. 다만 본
논문의 주요 논의가 네팔에서 이루어진 행위자들의 활동과 규범 플랫폼에
서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인도양 쓰나미에 대
응한 인도적 지원의 결과의 비교는 제4장 제3절 ‘클러스터 중심의 인도적
지원 활동’과 제5장 제2절 ‘클러스터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기준
으로서 규범’ 및 제3절 ‘네팔 지진 사례에서 규범 플랫폼과 규범의 준수’
부분에 한정하여 다룬다.
또한 본 연구는 인도적 지원 규범이 확산, 적용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그 영향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추이(process
tracing)를 접목한다. 과정추이 방식은 시간적으로 사건이나 상황이 진행
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상세한 기술(description)이 기초가 된
다. 마호니(Mahoney)는 과정 추이는 변화의 궤적을 설명하기 때문에 단
계별 현상을 적절하게 기술함으로써 변화 과정을 기술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Mahoney 2010). 먼저 시계열적으로 인도적 지원의 규범
이 확산되고 동시에 제도적 기틀이 갖추어지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규범
이 어떻게 구조 내에서 어느 수준으로 축적되었는지 밝힌다. 이러한 기술
은 네팔 지진 발생 당시 규범의 사회화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2) 문헌 조사
이 단계의 논의를 위한 주요 문헌 분석 자료는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국제법 및 국제조약, 196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유엔 총회 결의안,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의 승인을 받은 주요 원칙, 가이
드라인, 그리고 각 시기별 유엔의 인도적 지원 전문기관에 대한 다양한 보
고서, 유엔 개혁(UN reform)에 관한 보고서 등이다. 인도적 지원과 관련
된 국제법적 뿌리는 국제인권법, 국제인도주의법, 난민법, 재난법에서 찾
을 수 있다. 국제조약으로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의 권리와 여
성,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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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분석의 핵심이 되는 자료는 규범주창자인 초국적 인도주의
NGO들이 선언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공여국, 공여기관 그리고 다른 NGO
등 다양한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의 승인을 받아 국제 인도주의 공동체에
서 행위 규범으로 자리 잡은 원칙, 행동강령, 가이드라인이다. 여기에는
국제적십자 운동이 제안하여 여러 행위자들의 승인을 얻은 ‘국제적십자운
동 7대 기본원칙’, ‘재난구호 시 국제적십자 및 적신월사 활동 및 비정부
기관을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 for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and NGOs in Disaster Relief)’,
‘국제재해구조 및 초기회복지원의 국내적 촉진 및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
(IDRL Guidelines)’ 등과 인도주의NGO들의 스피어 프로젝트(Sphere
Project)가 선언한 인도주의 헌장(Humanitarian Charter), 인도주의 최
소기준, 핵심 인도적 지원 기준(Core Humanitarian Standard), 공여국
들이 합의한 ‘좋은 인도적 지원 공여 원칙 및 선례(Principles and Good
Practice of Good Humanitarian Donorship)’ 등이 포함된다. 유엔 기
관, 특정 분야의 전문 기구, 또는 기관 간 합동 위원회(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이하 IASC)가 발간한 분야별 가이드라인 등도 분
석 대상이다.
네팔 지진 지원 과정의 각 단계에서 규범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유엔 OCHA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고찰한다. 네팔 지진 당시 행위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는 지진 대응계획 수립, 인도적 지원 활동 내용, 그리고 모니터링 단계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네팔 현지에서의 행위자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일차적
으로 각 행위자들이 발간한 문서를 분석한다. 네팔정부와 유엔 OCHA를
비롯한 세계식량기구(World Food Programme), 유니세프(UNICEF), 유
엔 재해경감사무국(UN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유엔 인구
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국제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의 유엔 기관은 물론이고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 등 정부 간 기구 및 국제기구와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영국 해외개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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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등 공여기관도 각각 재난 발생 직후
재난 피해 정보를 담은 정보지(fact sheet),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런 문서들은 행위자들이 파악한 피해 상황 및 지원 규모와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 그리고 주요 인도주의
NGO들 중 특히 네팔 지진 대응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단계에 따라 인도
적 지원 계획과 정보지(fact sheet), 현황보고서(situation update), 언론
보도자료(press release)등을 발간하고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 된 이후에는
결과보고서와 평가보고서 등을 발간하였다. 이 단계에서 특히 중요한 자료
는 인도적 지원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를
분장하고 관련 의사결정을 내리는 클러스터 회의록(cluster meeting
minutes)과 주로 가치 지향적 규범을 준수하기 위하여 특정 아젠다를 다
루는 작업반(working group) 회의록이다. 특히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의사결정 내용을 볼 수 있는 클러스터 회의록이 핵심적인 분석 자료이다.
인도적 지원의 성과와 이에 대한 네팔 주민들의 반응 등은 IASC의 피드
백(feedback) 보고서와 각종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분석한다.
인도양 쓰나미 사례 분석에서도 네팔 사례에서 마찬가지로 유엔 OCHA
와 참여 행위자들의 보고서가 핵심적인 분석 자료이다. 자료 분석에 있어
네팔 사례와 가장 큰 차이는 클러스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 이행에 있어서는 개별 행위자들이 발간한 자료가 주요 분석
대상이라는 점이다. 다만 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 부분은 공여국과 공여기
관의 후원으로 인도적 지원 전문가와 초국적 인도주의NGO가 함께 쓰나미
평가 연합(Tusnami Evaluation Coalition, 이하 TEC)를 구성하여 객관
성을 담보하여 작성한 합동 평가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12)
12) 인도양 쓰나미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종료된 이후 인도적 지원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20 여 개의 공여국 및 공여기관의 후원으
로 전문가를 위원으로 한 합동 평가 조사단이 구성되었다. TEC은 ALNAP 네
트워크의 자료를 기반으로 합동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ALNAP는 영국 국
제개발부 산하의 개발협력연구소인 ODI를 중심으로 한 공여국, 공여기관, 초
국적 인도주의NGO, 학자와 컨설턴트 등의 네트워크이다. 여기에는 TEC
synthesis

report,

Coordination

- 17 -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3) 인터뷰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그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하여 유엔 OCHA와 공여자, 인도적 지원을 직접 이행하는 행위
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 인터뷰를 진행한다. 인터뷰 대상 기구 및 단체
는 유엔 OCHA 일본 사무소와 인도적 지원 NGO의 네트워크인 국제 자원
봉사

에이전시

협의회(The

International

Council

of

Voluntary

Agencies, 이하 ICVA), 그리고 네팔 현장에 참여한 굿네이버스, 한국제이
티에스, 현장에서 일부 행위자들의 조정 역할을 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
회(Korea NGOs’ Council of Overseas Cooperation, 이하 KCOC) 등
인도주의NGO 협의체와 행위자이다. 인터뷰 대상자는 네팔 지진 대응 과
정에서 직접 현장에서 인도적 지원 업무에 참여하거나 2차 지원을 담당한
네팔 재난 당시 담당자들이다. 대면 인터뷰를 통하여 네팔 사례에서 인도
적 지원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이전 사례와의 차이점, 클러스터의
기능 측면, 규범 준수 정도, 참여 행위자별 차이와 주도적인 행위자의 역
할, 클러스터별 차이와 그 요인 등을 파악한다.

3. 연구범주: 인도적 지원의 정의와 범주
인도적 지원이 핵심적으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생명을 보호하고 고통을
경감하는 행위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역사적 맥락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 인도적 지원이 의미했던 바가 다르고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명
시적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위해서는 정
의와 범주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도적 지원의 개념과 범주는 역
사적 사건들과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기 때
문에 이 흐름을 살펴보고 본 논문에서 다루는 인도적 지원의 범주를 명확
히 하고자 한다. 특히 범주의 변화는 인도적 개입과 인도적 지원과의 관계
그리고 인도적 지원이 재난의 예방부터 재난 후 재건까지 확장되는 과정
Assistance in Tsunami affected countries, Joint Evaluation of the
international response to the Indian Ocean Tsunami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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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맞춘다.
1) 인도적 지원의 정의
현대적 의미의 인도적 지원의 시작은 1863년 국제적십자자사(ICRC)의
창설로 간주된다. 이탈리아 통일 전쟁의 참상을 경험하면서 전쟁 피해자들
에 대한 구호활동 필요성을 절감한 앙리 뒤낭은 국제적십자사를 창설하여
국가 간 전쟁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인류가 제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부상자와 민간인 피해자, 그리고 전쟁 포로 처리
등에 있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도적 요청이 증폭되었다. 최초로
무력충돌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제 1 제네바 협약이 맺어진 이
후 의정서의 추가와 개정을 거쳐 1949년 총 4개 조약으로 채택되면서 마
침내 현대적인 국제규약의 형태를 갖추고 보호의 범위와 내용이 보완, 발
전되었다.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으로 지칭되는
이 협약을 바탕으로 인도주의 또는 인도적 지원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규범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인도적 지원 국제기구인 유엔 OCHA는 인도적 지원을 “재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경감하는 지원”이라고 정의
하면서 인도적 지원은 반드시 유엔 총회 결의안(46/182)에서 명시된 인류
애(Humanity), 공평성(impartiality), 중립성(neutrality)의 인도주의 원칙
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고 유엔은 인도적 지원 이행에 있어 국가 주권을
존중한다고 명시한다.13) 인도적 지원에 있어 공여국들의 책무성 강화를

13) OCHA

Policy Development and Studies Branch는 인도적 지원을 “Aid

that seeks to save lives and alleviate suffering of a crisis-affected
population. Humanitarian assistance must b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humanitarian principles of humanity, impartiality and
neutrality, as stated i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6/182 (19
December 1991). In addition, the UN seeks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with full respect for the sovereignty of States.”라고 정의한
다. (2013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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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2003년

출범한

선진

인도적

지원

공여국

협의회(Good

Humanitarian Donorship)는 스톡홀롬 회의에서 “인도주의 공여국의 원
칙과

실행(Principles

and

Good

Practice

of

Humanitarian

Donorship)”에 합의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재난이나 전쟁 등 긴급한 위
기 상황에서 피해자의 생명을 구조하고 고통을 경감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14) 인도주의 공여국의 원칙과 실
행은 “필요기반(need based)”, “공평성”, “중립성”과 더불어 인도주의 목
적이 어떤 정치적, 경제적 목적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독립성
(independence)”을 강조한다.
주요 공여국의 인도적 지원 관련 법, 정책 및 제도들을 살펴보면 보편적
인 인도적 지원 요소들을 재확인할 수 있다. 강한 인도적 지원 전통을 가
진 스위스는 인도적 지원의 궁극적인 목표를 첫째, 인명 구조와 고통의 경
감, 둘째, 기초 사회 서비스의 회복과 재난 피해 지역의 역량 강화로 선정
하고15) 모든 인도적 활동 이행에 있어 인류애, 중립성, 공평성, 독립성,
그리고 모든 정치적 고려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한다.16) 인도적 지원 규모
가 가장 큰 공여국인 미국의 경우 국제개발처의 해외재난지원국(OFDA)의
임무를 “생명 구조”, “고통 경감”, “재난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 감소”로
명시하고 있다.17) EU는 2007년 회원국 공동의 인도적 지원 목표와 정책
프레임워크에

합의하면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EU

컨센서스(The

European Consensus on Humanitarian Aid: The Humanitarian
Challenge)”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인도적 지원의 목적은 “생명유
14) 선진인도적 지원 공여국 협의회는 2003년 스톡홀롬 회의에서 ‘모범인도공여
국의 원칙과 실행’을 승인하는 공여국 간 네트워크이다. 출범 당시 17개 공여
국으로 시작하였으나 2016년 기준 42개 공여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선
진 인도적 지원 공여국 협의회 (2003) 스톡홀롬 선언. “Good Humanitarian
Donorship,

“Principles

and

Good

Practice

of

Humanitarian

Donorship.”(https://www.ghdinitiative.org/ghd/gns/principles-good-pra
ctice-of-ghd/principles-good-practice-ghd.html) (검색일 2016. 7. 12)
15)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2013)
16) Swiss Federal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FDFA (2014)
17) USAID.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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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고통 예방 및 경감”, “인간 존엄성 유지”이다. 이에 따라 EU에서 인
도적 지원 임무를 담당하는 집행위원회 산하의 인도적 지원 및 시민보호
위원회(European Civil Protection and Humanitarian Aid Protection)
는 자기 기구의 목적을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난에 의한 피해자들의 생
명을 구하고 고통을 경감 및 예방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으로
밝힌다.18)
반면 인도적 지원 국제기구나 관련 국가 기관의 인도적 지원 조건에 있
어서는 서로 상이하거나 상충되는 경우도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미국이다. 국제개발처의 해외재난지원국은 인도적 지원 이행 조건으로서
미국 정부의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한다.19) 국익 부합 조건
은 인도적 지원 활동의 목적이 정치안보적 목적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로부
터 독립적일 것을 요구하는 독립성 원칙에 정면에서 충돌한다. 또한 유엔
OCHA와 더불어 미국은 주권국가의 존중을 기반으로 해당국의 요청과 수
락 또는 동의가 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는 반면 EU의 경
우 인도적 지원에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또는 R2P)까지 포
함한다. 보호책임은 인간안보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지는 것으로 이는 해당국의 동의 없이도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인도적 지원의 범주
(1) 인도적 지원과 인도적 개입
인도적 지원이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은 냉전이 종식된 직후인 1990년대
부터이다. 냉전 종식 이후 이웃 국가 간 또는 일국 내에서 민족 갈등과 종
교 갈등 또는 정치·사회적 계급 간의 갈등으로 인한 국지적 무력충돌이 발
생하기 시작하였다.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나 지역에
예측 불가능한 대형 자연재난이 발생하면서 복합적 위기상황(Complex
18) ECHO. https://ec.europa.eu/echo/who/about-echo_en (검색일 2016년
9월 14일).
19) USAID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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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ies)이 빈번히 발생하고 이러한 인도적 위기는 많은 경우 오랫
동안 지속되었다. 또한 1991년에 시작된 소말리아 내전, 1994년 르완다
대량학살, 그리고 1998년 코소보 사태 등 연이어 발생한 전쟁과 내전에서
제노사이드(genocide)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지구촌 곳곳에서 이어졌다.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이 낳은 심각한 폐해는 그 즈음 급격하게 발달된
통신 매체를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더 가까이,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되기
시작하였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유엔이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자 국제사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인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무력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코피 아난(Kofi Annan) 유엔 사무총장은 인도적 개입은 광의로 규정되
어야 하고 가장 평화적인 방법부터 가장 강압적인 행동까지 모두 포함시
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Kofi Annan 2000). 인도주의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여론도 강화되었다.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해 로버츠(A. Roberts)는 “다수 인민들의 곤경과 희생을 저지하기 위해
당사국의 동의 없이 해당국에 대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그리고
버위(W. D. Verwey)는 “해당국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 특히 생명권의 중
대하고도 대규모적인 위협을 예방하거나 저지하기 위하여 해당국의 영토
내에서 군사적 행동을 포함한 강제적 행동을 실행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Adam Roberts 1993, 429; Wil D. Verwey 1998, 180). 인도적 개입은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경감한다는 점에
서 인도적 지원과 그 목적을 같이하지만, 상대국의 동의없이 군사적 행동
을 포함하는 강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도
적 지원의 틀을 뛰어넘는 것이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인도적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촉구하는
움직임에 부응하여 캐나다 정부를 중심으로 “개입과 국가주권에 관한 국
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가 구성되었다. 개입과 국가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는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반인도적 행위에 무력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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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에 대한 논의 끝에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 국가가 책임을 다 하지 못
할 경우 국제사회가 공동 책임이 있다는 보호책임 개념을 고안했다. 보호
책임 개념은 2005년 유엔 총회의 세계정상회담 결과문서를 통해 명문화되
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가주권에 대한 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은 여전히 중요한 국
제법과 규범이며 특히 유엔 시스템이 주권존중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
다. 이 때문에 인도적 개입에 대한 일관성 있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거
나 보호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안정된 제도로 수립되기는 어
려웠다. 같은 시기, 2001년 9.11테러를 겪은 미국이 2003년 유엔 승인 없
이 이라크 침공을 감행하면서 사후에 자의적인 무력사용을 정당화하기 위
하여 인도적 개입을 주장하였다. 무력을 사용하는 인도적 개입이 사실상
군사적 조건과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강대국의 정치적 이해관
계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인도주의 단체들은 인도주의 또는 인도적
지원과 무력사용을 포함한 군사개입이 구별될 것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으로 개입과 국가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 논의에서 인도적 개입이라
는 용어는 지양되었고 “인간 보호를 위한 외부의 군사적 개입”과 같은 표
현이 사용되었다(Gareth Evans and Mohamed Sahnoun 2001, 122).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주권과 보호책임으로 대표되는 보호받을 권리에
관한 논의는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인도적 지원의 범주와는 구별되어 전
개되었다. 유엔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보호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네 가지 범죄로 국한되었다.20) 결과적으로 이 네 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
는 다른 형태의 인도적 위기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개입의 법적·규범적 근
거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보호책임과 결과적으로 인도적 지
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활동의 범주에는 무력사용을 포함하지 않고, 해당국
가의 “명시적 요청 또는 수락”이 있을 경우에 한정되는 관행이 준수되어
왔다.
(2) 인도적 지원의 확대: 재난 예방- 긴급구호-개발의 연계
20) 보호책임의 범주에 대해서는 2006년의 유엔 안보리 결의 1674호, 1704호와
2009년의 유엔 총회 결의안 63/308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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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인도적 지원 규모의 급격한 증가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긴급구호 지원 규모 자체가 증대되었다. 2000년
유엔

총회를

통해

발표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는 인도적 가치를 환기시켰다. 국제개발원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인도적 지원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숫자와 각 행위자들을 통
해 지원되는 펀드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90
년 인도적 지원 총규모는 20년 간 약 90배가 증가하였다. 2000년 대 이후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되어 장기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둘째, 다수의 공여국과 국제기구, 인도주의NGO들이 자연재해 뿐 아니라
인위적 재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 큰 영향
을 미쳤다. 전쟁법이 적용되지 않는 내전, 민족, 인종 및 종교 간 무력충
돌 시 발생하는 민간인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
한 유엔과 인도주의 기구 및 단체들은 특히 내전 및 민족 간, 종교 집단
간 무력충돌로 인한 인위적 재난 이슈가 장기적으로 난민, 식량, 교육, 보
건, 위생환경 등 여러 범위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재난의 영향은 평
화, 인권 및 개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유엔은 이렇게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 등 여러 가지 위기가 중첩되어
발생하는 현상을 ‘복합적 위기상황(Complex Emergencies)’이라고 명명하
고 인도적 지원을 통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복합적 위기의 경
우 인도적 위기의 역사적, 지리적, 정치적 특징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각
분야의 특징적인 어려움에 따라 활동의 대상과 내용 등이 달라지는 것이
핵심이다. 인도적 위기의 개별 사례와 맥락에 따라 필요한 요구들이 달라
지면서 인도적 지원은 일률적이고 단기적 차원의 물자 지원 활동을 넘어
서게 되었다. 인도적 지원 이슈는 복합적 위기 상황 개념을 매개로 취약국
(fragile state), 난민, 국가체제구축 및 평화구축(state-building and
peace-building), 민군협력(civil-military coordination)까지 아우르는
장기적 관점의 지원으로 확대되었다.
셋째, 인도적 지원의 목적(mission)과 그 활동 범주가 ‘예방–긴급구호

- 24 -

및 재난 대응–개발 연계’로 확장되었다. 먼저 활동 대상이 되는 재난의 성
격이 지진, 홍수와 같은 급성재난에서 기후변화에 의해 장기간 나타나는
기근, 가뭄과 같은 만성재난으로까지 확대되었고 테러, 내전과 같은 인위
적 재난까지 확장되었다. 국제사회는 인도적 위기의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
장기적인 방안들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재난 발생을 예측하고 재
난에 취약한 공동체의 특징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등을 설립함으로써
재난에 대비해야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재난 피해자들의 삶을 재난 발생
이전의 생활 수준으로까지 회복시키기 위해서 재난 발생 후 긴급구호 등
을 포함한 단기 재난 대응 활동이 중장기적 개발로 연계되는 복구와 재건
사업이 강조되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유엔의

자연재해경감을

위한

10개년

(International Disaster on Natural Disaster Reduction: IDNDR,
1990-2000) 지정과 그 궤를 같이한다. 유엔은 1990년대를 자연재해경감
기간으로 지정하고 1994년 요코하마를 시작으로 2005년 고베회의, 제3차
2015년 센다이 회의로 이어지는 세계재해경감대회(World Conference
on Disaster Risk Reduction)를 통해 재난 예방 활동을 국제적 차원의
문제로 격상시켰다.21) 인도적 지원 활동의 범주가 단기적인 수준에서의
재난 대응에서부터 재난예방과 재해위험경감 그리고 개발원조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는 중장기적 재해복구까지 확대되자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총
괄하는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것은 1999
년

재해감축

국제

전략기구(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의 설립으로 이어졌다.22)

21) UNISDR 2015. http://www.unisdr.org/who-we-are/unisdr-in-un (검색
일: 2017. 4월 26일)
22)유엔 OCHA는 인도적지원국의 주요 기능을 인계받아 독립 기관으로 설립되었
지만 사무처 내의 인도적 지원국이 담당하던 특정 기능들은 전문기관으로 이
양되었다. 인도적지원국의 재해경감(disaster mitigation) 기능은 유엔 개발계
획으로, 지뢰제거활동전략(mine action)은 유엔 평화유지활동국(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으로 인계되면서 분야별 기구로 이전되며 유엔
시스템 내에서 분야별 전문화를 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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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유엔 OCHA는 기구의 설립 목적(mission statement)을 인도적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여기에는
재난 취약성 경감, 인도적 위기의 근본적인 뿌리에 해당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해결 촉진, 일시적인 구호 및 안정에서 재건(rehabilitation)과
개발(development)로의 순조로운 이행 촉진 등이 포함된다. 요컨대 유엔
OCHA의 임무 범위는 재난대응을 비롯하여 정책, 옹호 및 정보 공유, 복
합 위기상황 문제와 재난 예방까지 포함한다. 다른 한편 재해감축 국제 전
략기구는

재난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재해위험경감(Disaster

Risk

Reduction, DRR)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별로 계획 이행 상황을 보
고 받는다. 재해감축 국제 전략기구는 2000년대를 거치면서 효고 프레임
워크(Hyogo Framework) 센다이 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로 발전해왔다.
종합하여 보면 인도적 지원은 전반적인 흐름에 큰 변화를 보이면서 오
늘날의 포괄적 인도적 지원 형태로 변모하였다. 즉, 재난 발생 직후에 필
요한 단기적 긴급구호 활동에서 재난위험경감 등의 재난의 예방과 구호활
동 이후 재건과 복구까지 포함하면서 그 활동의 내용과 범주, 기간이 큰
폭으로 확장되었다. 동시에 보다 여러 층위의 다양한 인도적 지원 행위자
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인도적 지원의 범주와 지원 조건에서 국제기구 또
는 국가 별로 보이는 특징과 상이점, 논쟁이 가능한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인도적 지원의 정의는 공통적으로 “위기에 처한 피해자”, “생명 구
조”, “고통 경감”, “인류애 또는 인간 존엄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 간에 지원의 조건과 범주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러
한 요소들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도적 지원의 기본 요소로 수용된
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식적이고 일괄적인 형식을 갖추지 않았지
만 인도적 지원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범주에 관한 논의 및 활동의 흐름을 바탕
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인도적 지원 활동의 범위는 물리력을 배제한 활
동으로 명시적으로 피해 국가의 요청과 동의하에 이루어진 활동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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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1990년대 인도적 개입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었으나 현 시점
에서 보호책임이 적용되는 범주, 즉 인도주의적 목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피해국가의 동의 없이 물리력을 포함한 개입에 해당하는 활동과 이에 대
한 논의는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 3 절 논문의 구성

제2장에서는 인도적 지원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분석한다. 인도적 지원
에 관한 선행연구를 인도적 지원 정책 및 지원 사례에 대한 경험연구, 인
도적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연계 분야의 이슈 연구,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
간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적 지원 규범과 가
이드라인 등에 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인도적 지원의 규범에
관한 중요한 선행연구들은 규범의 준수 여부를 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바탕한 이론모델로 네팔 지진 대응에서
인도적 지원 규범이 준수된 사례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규범 플랫폼이 공론장으로서 기능하면서 행위자들이 규범을 준수하는 데
촉매제가 되는 모델을 새로운 이론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때 규범 플랫폼의 형성과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규범의 사회화 과정
을 설명하는 분석틀을 제시한다. 규범의 사회화를 국제규범이 제도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규범 플랫폼을 통하여 행위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실제
경험 사례를 고찰하여 설명함으로써 켁과 시킨크(Keck and Sinkkink)의
규범생애주기 이론(Norm Life Cycle Theory)을 비판적으로 보완한다.
제3장에서는 네팔 인도적 지원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국
제사회에서 인도적 지원 규범이 어떻게 형성되어 발전해왔고, 이에 발맞추
어 관련 국제 제도가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 먼저 살펴본다. 국제사회에서
근대적 의미의 인도적 지원이 시작된 것은 1863년 앙리 뒤낭의 적십자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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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로 볼 수 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종식 등 국제사회가 굵직한
변화를 겪음에 따라 인도적 지원은 그 범주, 행위자, 지원 대상, 활동 내
용에서 큰 변화를 겪어 왔다. 시기별, 사안 별로 인도적 규범이 논의되는
주체 및 참여자와 공론화되는 공간 및 형식이 모두 다르다.
규범이 출현한 시점부터 1990년대까지는 유엔과 국가행위자들을 중심으
로, 인도주의NGO들이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고 규범주창자 역할을 한
2000년대 이후부터는 규범의 형성 주체와 형식에 따라 경성규범과 연성규
범을 나누어 각각 발달 과정을 분석한다. 아울러 전통적인 인도주의 4대
원칙과 여기서 파생된 여러 가지 주요 원칙, 특히 다수의 인도적 지원 행
위자들에게 승인된 원칙에서 추구하는 공동의 규범적 가치 개념과 원칙을
추출한다. 주요 인도적 지원 규범의 근간이 되는 공동 가치 개념과 원칙
및 기준은 제5장에서 네팔 사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제3장 제3절에서는 규범의 발전을 뒷받침한 제도적 발전도
국제연맹 당시 국제구호연맹(The International Relief Union)을 시작으
로 유엔 산하의 인도적 지원국(Department of Humanitarian Affairs)에
서 전문기구로 독립한 유엔 OCHA까지 면밀하게 살펴본다. 특히 네팔 사
례에서 규범 플랫폼으로 기능한 클러스터(Cluster)가 작동할 수 있게 된
제도적 배경인 오늘날의 유엔 OCHA의 기능 별 협력 거버넌스를 자세히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글로벌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의 2015년 네팔 지진 대응 사
례를 분석한다. 먼저 피해국의 환경과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네팔의 전반
적인 현황과 지진 피해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네팔정부가 대
형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국제사회, 보다 구체적으로 유엔 OCHA의 클러
스터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 양식을 수립한 「국가재난대응
프레임워크」를 소개한다. 네팔 인도적 지원은 이러한 네팔정부의 협력 양
식과 클러스터를 바탕으로 피해규모 측정, 지원 계획 수립, 인도적 지원
활동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각 단계에서 비차별
원칙 및 필요기반 원칙, 포용성, 책무성, 피해자 중심 접근, 그리고 지역역
량 강화 등 가치 지향적 규범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부 목표와 전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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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떻게 수립되고 이행되었는지 밝힌다.
더불어 이러한 목표와 전략이 인도적 지원 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지표
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도 같이 분석한다. 네팔 지진 대응에서 행위자들이
전반적으로 클러스터 단위로 움직였기 때문에 분석은 클러스터 활동과 클
러스터와 같은 층위에서 특정 아젠다를 다루는 작업반(working group)에
초점을 맞춘다. 각 단계에서 인도양 쓰나미 사례에서의 인도적 지원 활동
과 비교하지만 인도양 쓰나미 당시에는 활동이 클러스터 단위가 아닌 개
별 단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능한 비교는 활동의 결과와
평가 단계에 집중된다.
제5장에서는 제3장에서 살펴본 다양한 층위의 규범이 네팔 지진 사례에
서 어떻게 적용되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석한다. 제3장 제2절에서 정
리한 인도주의 4대 원칙에서 파생된 주요 원칙과 기준에서 추출한 공통
가치들이 네팔 인도적 지원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구체화되었는지 분
석한다. 분석은 대응계획 단계에서의 전략 목표와 모니터링 단계에서 평가
기준 등을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이를 종합하여 어떤 인도적 지원 규범이
인도적 지원 활동의 과정과 결과에서 준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클러스터와 작업반의 활동이 규범 플랫폼으로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분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논의의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이 결과를 인도양 쓰나
미 대응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행위자들의 협력을 통해서 인도적 지원 규
범이 준수되었을 때의 차이를 지적한다.
결론인 제6장에서는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을
요약한다. 아울러 국제규범 연구에 대한 본 연구의 이론적 기여와 그 정치
학적 함의를 설명한다. 동시에 단일 사례연구로서 갖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한계를 보완하고 발전된 후속 연구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 방향
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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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존연구 검토 및 이론적 분석틀

제1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제도와 규범이 행위자들을 강제할 수 있는 기제를 갖춘 높은 수준 제도화
단계에 진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들이 어떻게 규범을 준수하
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네팔 지진 대응
사례와 그 이전의 사례를 비교하여 네팔 사례에서 유엔 OCHA의 클러스
터가 규범 플랫폼의 역할로 기능함으로서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증대
하고 행위자들 간의 협력과 규범의 준수가 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과
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제규범의 사회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필요하
다.
제2장에서는 먼저 인도적 지원 분야가 학문적으로 어떻게 연구되어 왔
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국제규범에 관한 이론 모델을 분석한다. 기존의 국
제규범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국제제도나 레짐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기구
나 규칙의 영향력을 강조하거나 규범주창자의 역량, 규범의 정당성 등 자
체의 특징, 프레이밍 전환 및 국내 정치구조 등의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규범의 확산을 설명한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 분야의 사례는 기존의 이론
모델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인도적 지원 규범의 발전은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어 왔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규범 자체의 특징과 행
위자들의 역량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2005년 유엔 개혁 이후 유
엔 OCHA의 제도도 여러 차례에 걸쳐 정비되어왔다. 그렇지만 같은 제도
하에 진행된 몇 차례의 인도적 지원 사례에서 행위자들의 협력과 규범의
준수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제도, 행위자 및 규범 자
체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전 사례에서 행위자들의 조정되지 않은
지원 활동으로 야기된 문제점들을 행위자들이 어떻게 2015년 네팔 지진
대응 사례에서 극복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론 모델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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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본 논문은 행위자들이 규범을 준수하게 하는 촉매제로서 규범
플랫폼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제 1 절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기존 연구

1. 여러 갈래의 인도적 지원 기존 연구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연구는 현장에서 인도적 지원의 수요가
급증한 시기와 때를 같이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인도적 지원은 몇
가지 관점에서 연구되어왔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인도적 지원 개념을
정립하고 정책 목적과 적절성을 논하는 연구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 활동에 있어서 문제점을 짚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
다.23) 인도적 지원 관련 선행 연구는 다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째, 인도적 지원 정책 및 지원 사례에 대한 경험연구, 둘째, 인도적 지원
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별 하위 이슈에 초점을 맞춘 연구, 셋째, 인도적 지
원 활동에 있어 행위자 간 협력을 다룬 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
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도적 지원 규범과 활동 기준에 관한 연구가 있
다. 본 연구는 인도적 지원 규범의 사회화 과정에 관한 연구이지만, 인도
적 지원 규범의 내용에 행위자들 간의 조정과 협력이 포함되기 때문에 세
번째 범주와 네 번째 범주의 연구가 본 연구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선행
연구로 간주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 범주는 앞서 언급한 인도적 지원 동향과
정책, 관련 사례를 살펴보는 연구이다(이명근 외 2012; 홍문숙 외 2013;
홍지영 2016; Barnett 2011; Chen 2011). 구체적으로 인도적 지원 원칙
과 그 딜레마는 무엇인지, 원조 효과성 원칙에 부합한지(Campbell 1998;
23) 인도적 지원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모가미 도시키 조진구 역 (2003); 카너 폴
리 노시내 역 (2010); 장은하 (2014. pp. 202-207)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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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Waal and Omaar 1994; Minear 2002; Seybolt 2009; 모가미 도시
키 2003; 카너 폴리 2010), 이행 기관의 조직 문화와 인도적 지원 원칙이
충돌하지는 않았는지(Hilhorst and Schmiemann 2002; Crisp 2001) 활
동에

문제가

된

정치적,

물리적

장애물은

무엇인지(Duffield

2001;

Brennan and Sondorp. 2006) 등 다양한 층위의 접근이 있다. 인도적
지원 자체가 갈등을 유발하거나 상황을 악화시키는 사례를 보여주는 연구
들도 있다(Lischer 2003; Smillie and Minear 2004; Terry 2002). 또한
인도적 지원 범주 확장에 초점을 맞추어 인도적 지원 개념의 변화와 지속
에 대해 정리하는 연구도 있다(장은하 2013).
위의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진 연구 대상에는 1990년대에 이루어진 인도
적 개입 사례들이 다수 포함된다. 인도적 개입에 대한 주요 연구들은 인도
적 개입이 인도적 지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인도적
지원의 원칙들은 어떻게 적용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 요인들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많은 경우 인도적 개입과 인도주의가 양립 가능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논의들은 인도적 지원과 인도적 개입
이 다른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 영향을 미쳤다.
또 다른 범주의 연구는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하위 이슈
에 대한 연구이다. 가장 대표적인 섹터로 빈곤과 생계지원 이슈를 꼽을 수
있다(Lautze and Hammock 1997; De Waal 1997, 2005; Lautze and
Raven-Roberts 2003). 라우체(Lautze)는 분쟁 시 생계지원 접근을 통해
인도적 지원 활동이 분쟁으로 인한 빈곤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고 주장하
는 반면 왈(Waal)은 인도적 지원 활동이 빈곤 상태를 악화시킨다고 주장
한다. 책무성(Mac Darrow and Amparo Tomas 2005), 분쟁지역(장은하
2014; 전지환 2014; Slim 2002), 취약국(권혁주 2011; 배재현 외 2012;
Commins 2010)이나 난민(Crisp

2001)과 같이 인도적 지원의 범주에 포

함되는 하위 이슈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이 인도적 개입 이슈는 2000년대 이후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ion, R2P)을 중심으로 별도로 다뤄지고 있다. 보호책임 연구는 주
로 법학에서 국가주권의 존중과 국민인 개인의 보호받을 권리 간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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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다루어어질 뿐만 아니라 인권 이슈와도 연계되
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박선영 2014; 박동형 2012; Smillie and
Minear 2004).
셋째로 재난 시 다양한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 간의 협력과 업무 조정에
관한 연구가 있다.(왕석동 2013; Granot 1997; Quarantelli 1997;
Stephenson 2005; Regnier 2008; Shultz & Blecken 2010; Raju &
Becker 2013; Balcik & Beamon 외 2010, 22-34; Fenton 2003; Rey
2001; Lindenberg and Bryant 2001; Barnett 2013). 인도적 지원에 대
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져왔으나, 인도적 지원 활동에 있어 참
여 행위자들 간의 협력을 다루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하
여 현재까지 소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이다.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사례 분석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참여 행위자들
간에 전반적인 업무 조정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일부 연구는 그러한 주장을 전제로 협력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
기술적 방법을 논의한다. 스테판슨(Stephenson)은 행위자들 간에 원활한
업무조정을 위해서는 하향식 통제 방식이 아닌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임무를 이행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라노트(Granot)의 연구와 슐츠(Shultz & Blecken)의 연구는 행위자 협력
과 업무조정이 매우 어렵다고 결론 내린다. 그라노트는 협력이 어려운 이
유를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의 상이한 철학과 신념을 바탕으로 한 서로 다
른 목표 설정, 이행에 있어서 서로 다른 조직 문화와 관습, 전통이 행위자
간의 협력을 어렵게 하고 또한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은 모금이나 언론의
관심을 두고 경쟁적인 관계에 놓이기 쉬운데 이러한 면이 현장에서 행위
자들 간의 협력을 저해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왕석동과 레그니어(Regnier)는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사례를 분석하면
서 인도적 지원이 행위자 간 업무 조정 과정 없이 혼란 속에서 진행되었
기 때문에 사업의 중복과 지원의 지역적 불균형, 재원의 낭비 등 여러 가
지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왕석동은 유엔 OCHA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고 통합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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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인도적 지원 행위자 간 협력과 업무조
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력과 업무조정이 어려운 환경과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행위자들 간의 협력을 위해 조정과
네트워크가 필요함을 지적하면서도 협력이 가능한 모델에 대한 논의는 결
여되어 있다. 발치크(Balcik)와 라주·베커(Raju & Becker)는 여기서 한 발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먼저 발치크는 행위자들 간의 경쟁이 야기하
는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를
제시한다. 발치크의 연구는 위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인도적 지원에 참여
하는 인도주의NGO들과 피해국 정부, 군대, 지역정부, 지역시민사회단체,
사기업 등 각각의 행위자들이 가진 이해관계, 역량, 전문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 현장에서 행위자들 간의 협력의 어려움을 인정한다.
어떤 행위자도 단독으로 대형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지원 물품 전달에
있어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재난 사전·사후 구호망(pre and
post relief chain)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급망 관리를 적용한다. 발치
크의 연구는 행위자들 간의 협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모델에 대한 논의라
는 점에서 매우 생산적인 연구이다.
그러나 여전히 기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근본적인 협력방안을 모
색하기 위한 구조적·정치적 측면에서의 접근은 결여되어있다. 라주·베커는
행위자 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하향식 접근방법과 재난 지역
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의 부족을 꼽는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위자들 간의 동등한 협력 관계와 지식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협
력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들이 협력의 요소로서 환경적 조건과 제도적 측
면만을 고려하는데 비하여 라주·베커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협력의 요건
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 선행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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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적 지원 규범에 관한 연구
마지막으로 인도적 지원 규범에 관한 연구가 있다. 2000년대 이전에 이
뤄진 인도적 지원 규범 관련 연구들은 규범과 국익을 경쟁 구도로 놓고
특정 국가의 인도적 지원 정책 결정이 규범적 가치를 이행하는지, 국익을
위한 정책인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Hartigan 1992; De
Waal and Omaar 1994; Campbell 1998; Lischer 2003; Olsen,
Carstensen and Hoyen 2003; Barnett 2005; 2009; Stoddard 2006;
Seybolt 2009; Brennan and Sondorp 2006). 그러나 2000년 대 이후에
는 구체적인 활동 지침의 내용에 관한 연구와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분야
별 이슈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Dorothea and
Schmiemann 2002; Calhoun C. 2008; McCann, D. G. C 2011; Hays
2015).
국익과 인도적 지원 규범과 핵심 가치를 대조하는 기존 연구들은 주로
인도적 지원 또는 인도적 개입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인도주의 원
칙이 준수되는 데 있어 장애요인을 논하거나 캠벨과 같이 핵심 가치들의
이론적 뿌리를 찾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윤리적 프레임워크(new
moral framework)의 필요성을 역설한다(Campbell 1998). 다른 한편 올
슨(Olsen)과 스피어린(Spearin)은 국가 자국의 이익추구 뿐 아니라, 미디
어의 관심과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의 자기 이해관계, 기업의 이해관계 등
의 요인이 인도적 지원의 규모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한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연구는 인도적 지원 규범과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바넷의 연구이다(Barnett 2005, 723-740; 2009,
621-663; 2013). 바넷은 인도적 지원의 규모와 범주가 확대되고 그 중요
성이 강조되면서 전통적인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이 국가행위자와 더 긴밀
하게 협업하게 되었는데, 이 때 인도주의NGO가 국가의 의사결정에 영향
을 받아 규범적으로 후퇴한다고 지적한다. 국가들은 국익을 목표로 삼고
인도적 지원 활동을 참여하기 때문에 지원여부의 결정, 지원 자원의 배분,
우선 순위 등에서 인도주의NGO로 대표되는 전통적 인도적 지원 행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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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패턴을 보인다. 자원과 권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가의 의사
결정에 인도주의NGO가 순응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도주의NGO들의 규모
가 커지면서 기관 또는 단체의 생존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재원을
가진 국가에 순응적이 된다는 것이다. 바넷의 연구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
작용이 규범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후, 인도적 개입과 인도적 지원의 영역이 분리되고 특정 국가가 자국
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는 경향이 약화
되면서 바넷 자신이 후속 연구를 통해 글로벌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는 공
여국과 공여기관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목소리를
내는 방향(give more attention and voice to recipients)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인정한다(Barnett 2013). 그러나 바넷의 후속 연구도 2014년 네팔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도적 지원 현장에서 행위자들 간의 협업과
규범의 준수 수준이 달라지고 있는 최근 경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바넷의 주장에 대한 후속 연구로 란돌프 켄트(Randolph Kent)의 연구
를 들 수 있다(Kent 2004). 켄트는 대형재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행위자
들의 공동 행동을 예로 들면서 바넷이 지적한 행위자들 간의 경쟁 문제와
제도의 비효율성은 2000년대 중반 유엔 인도주의 개혁 이후 제고되었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는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 간의 경
쟁을 방지하고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엔 OCHA에 특정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는 협동지원요청(Consolidated
Appeals Process)을 마련하였다. 켄트는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는 협동지
원요청과 공동 접근으로 바넷이 지적한 문제점들은 상당부분 극복되었다
고 주장한다. 이같이 란돌프 켄트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인도적 지원 규범
의 제도화 과정을 소개하는 연구에서 이같은 기존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
하고 이것이 어떻게 극복되어 왔는지 설명한다. 그러나 켄트의 주장과 같
이 제도 개혁만으로 규범 준수를 설명하는 것은 유엔 개혁이 있었던 2005
년 이후부터 2014년 사이에 발생한 대형 재난 대응에서 왜 네팔 지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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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사례와 같은 수준의 효율성과 규범 지향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는지
를 설명하기가 여전히 어렵다.
다시 정리하자면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사례 당시 인도적 지원과 2015
년 네팔 지진 사례 당시의 인도적 지원을 비교하면 네팔의 사례에서 행위
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협력을 통한 효율성이 제고되었으며 목표
와 전략에 가치지향적 규범이 반영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의
강화와 규범 준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에 영향을 준 요인들은 무엇
인지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
에서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행위자 간 협력을 어렵게 한
요인들이 어떻게 극복되고 인도적 지원 활동의 협력체계가 규범 플랫폼으
로서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제 2 절 인도적 지원 규범 사회화 분석을 위한 이론적 자
원과 분석틀

1. 국제규범 논의를 위한 이론적 자원
국제규범에 관한 여러 기존 연구 중 한 갈래는 국제레짐과 제도에 초점
을 맞추었다.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이론은 국가들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
하는 데 있어 국제기구가 중앙권위의 부재, 불완전한 정보, 높은 거래비용
등의 장애를 해결함으로써 협력을 촉진시킨다고 설명한다. 이 때 행위자들
이 국제기구 등 제도를 통하여 상대방을 감시하고 비협력적 태도에 대하
여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주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
한 환경이 행위자들로 하여금 관련 규범을 준수하게 만드는 유인이 된다
는 것이다.
코헤인, 나이, 악셀로드와 같은 학자들은 상호의존을 강조하며 국제제도
를 중심으로 규범과 초국적 행위자들 간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연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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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Doyle 1986; Keohane and Nye 1977; Keohane 1984; Axelrod
and Keohane 1985).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글
로벌 수준에서 제도적 측면, 즉 국제기구나 규칙들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같은

맥락에서

처벌

기제를

가지고

있는

수준

높은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의 유무를 핵심 아젠다로 하는 국제레짐에 대한 연
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위의 연구들은 행위자들이 외적으로 주어진 공통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전제한다. 인도적 지원에 대한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참여하
는 행위자들은 모두 인도주의적 목표를 표방한다. 그러나 국가, 국제기구,
인도주의NGO 등 층위와 성격이 다른 행위자들이 인도주의적 목적을 주장
한다고 모든 행위자들이 공동의 목적을 추구한다거나 같은 이해관계를 가
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국제기구와 인도주의NGO는 인도적 위기
극복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 현장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위자들이 인도적 위기 극복이라는 궁극적인 목적과
더불어 개별기구 및 단체의 홍보와 상징성 확보, 모금활동을 위한 목적 등
다양한 단기적 목표들이 장기적 관점의 인도적 지원 목표와 뒤섞여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 대응 인도적 지원 활동에서 구체적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서구인들의 즐겨 찾는 휴양지에서 성탄절 기간 발생한 인도양
쓰나미 재난 사태는 서구 미디어들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그 결과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 지원과 수많은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이 몰렸다. 그러나
TEC 평가 보고서는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이 서구 미디어의 활동이 활발
한 지역과 가시적이거나 상징성이 강한 활동에 지원 분야가 중첩되고 지
역별로 지원 수준의 편차가 크게 벌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
다고 지적한다.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은 인도적 지원 활동 과정에서 자기
기관 및 단체의 단기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며 종종 자기 이익을 인도적
지원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목표보다 더 중요하게 간주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모든 행위자들이 인도적 지원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전
제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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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네팔 사례에서의 행위자들이 준수하는 인도적 지원 규범은 지원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원칙 뿐 아니라 인도주의의 가치를 실현
하기 위한 원칙들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으
로 구성된 가치지향적인 규범의 일부는 보다 많은 정보와 복잡한 의사결
정 구조를 포함하고 있어 오히려 거래비용을 높이고 장애를 만들기도 한
다. 이같은 사례를 볼 때 합리적 선택이론이나 제도주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확인된다.
다른 연구들은 국제기구의 기능의 발전과 역량의 증대가 관련 규범의
준수와 행위자들 간의 협력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한다. 머피(Murphy)와 태
로우(Tarrow)의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 국제
규범과 제도에 관한 연구이다(Murphy 2010; Tarrow, 2005). 한나 머피
는 국제무역 거버넌스에서 국제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
하 WTO)의 다자원칙이라는 규범이 확산되고 영향력을 갖는 과정을 연구
했다. 머피는 WTO의 기구적 특징이 행위자들의 협력적 관계를 갖는데 영
향을 미쳤고 이것이 규범 확산의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설명한다.
이 연구의 특징은 NGO를 규범주창자이자 동시에 이해관계자로서 이해
하고, 이들이 전략적 행위자로써 어떻게 국제적인 의사결정에서 영향을 미
치려고 노력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무역 거버넌스 발전을 분석하였
다는 점이다. 그 결과 NGO가 WTO회원국과 협력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
여 WTO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레버리지를 만드는 데 국제기구
(international institutions)를 통한 기회, 자원, 인센티브 증대가 중요하
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머피는 WTO라는 국제기구를 초국가 NGO들의 정
책옹호 공간과 기회로써 간주한다. 그러나 WTO의 제도적 특징은 기회구
조로서 작용할 뿐이고 규범이 구성되고 준수되는데 있어 레버리지를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전략적인 행위자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태로우 연구는 초국적 활동(transnational activism)의 구조, 과정, 그
리고 행위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이다. 태로우는 국제기구를 점점 복잡
해지는 국제사회의 핵심으로 이해하고 NGO, 사회운동, 종교집단, 노조,
그리고 비즈니스 그룹을 교차하는 접점(focal point)으로서 그 역할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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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초(coral reef)에 비유하였다(Tarrow 2005; O’Brienet al. 2000). 그러
나

태로우의

연구

역시

국제기구를

다만

정치적

기회(political

opportunities)로서 이해하거나 NGO 등 비국가행위자들에게 동원 구조
(mobilizing structures) 및 자원(resources) 등을 제공함으로써 초국적
정치에서 지구시민사회 행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도구로써 이해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규범이 이미 제도화된 레짐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연
구의 초점이 특정한 국제제도와 국제기구의 특징이 기회 구조로서 규범
발전에 역할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또한 이 연구들의 주장에 따르면 행위자 간 조정을 담당하는 국제기구
즉 유엔 OCHA의 기능 발전과 제도적 역량이 증가하여 국제협력의 장애
물 즉, 신뢰 또는 권위의 부재와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
다. 재난 현장에서 행위자들이 OCHA의 클러스터를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
고 업무를 분장함으로써 지원의 불필요한 중복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클러
스터의 작동을 일부 설명할 수 있다. 특히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범은 행
위자들 간의 협력을 증대시켜 협력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가치지향적 규범들은 지원 과정에서 행위자들이
더 많은 데이터와 더 복잡한 의사결정과정, 피해 지역의 의견수렴 등 추가
적인 업무를 요구하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
을 포함한다. 따라서 행위자들이 공동의 목표에 합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지침에 따르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과 더불어
그 제도 내에서 규범이 작동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
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규범이 등장하여 확산되고 사회화되는 과정을 설명한 피네모어와
시킨크의 국제규범의 생애주기이론은 국제사회에서 규범이 어떻게 발전하
는지 그 과정을 분석한 선도적인 연구이다(Finnemore and Sikkink.
1998, 887-917). 이러한 접근은 일반적으로 제도의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
는 제도주의적 자유주의 연구들과 달리 제도화 결정과정의 내부 동학을
분석하는 데 보다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피네모어와 시킨크 연구는 초국적 수준에서 규범의 확산을 이해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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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틀을 제시하면서 규범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잘 설명한다.
이 연구는 규범 확산 과정에서 국내 규범지지자들과 국제사회의 규범주창
자인 NGO나 초국적 네트워크(transnational network)와의 연대가 정부
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이때 규범
주창자와 지지자들은 첫째, 새로운 지식과 정보 공유, 전문성 등 학습을
통한 설득(persuasion), 둘째, 비난(shaming), 압력(pressure)과 같은 강
제(coerce)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피네모어와 시킨크의 사례연구는 가해
자를 설득하거나 압력을 가해 그 가해자의 행위를 바꾸는 패턴을 전제로
하여 규범 확산을 설명한다. 그러면서 규범의 정당성(legitimacy), 중요성
(prominence), 고유 자질(intrinsic qualities), 인접성(adjacency)과 같은
규범의 속성과 당시 국제사회 변수(world time)와 같은 환경 요소를 제시
하였다.
이후 다양한 학자들이 규범생애주기이론을 이용하여 인권, 환경, 지적재
산권, 여성 등 여러 분야에서 규범이 확립되거나 변화한 사례를 경험적으
로 분석하여 규범주창자의 역량, 주요 공여국의 국내정치 구조의 변화 등
을 규범 확산 및 내재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제시한다.(손혁상·문경연
2012; 장희경 2014; Florini 2000; Forsythe 2006; Keck and Sikkink
1998; Sikkink 1993, 1998; Stoddard 2006). 규범 확산에 있어 규범 속
성을 중요한 원인으로 간주하는 접근은 안보 문제로 인식되던 대인지뢰
이슈를 인간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로 전환시킨 대인지뢰금지조약 사례
나, 지적재산권 문제를 공중보건권 문제로 전환한 무역관련지적재산권
(TRIPS)협정 사례 등에 적절한 설명을 제공한다.24) 기존에 저개발국가의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추던 개발원조 이슈 역시 빈곤과 불평등의 프레임으
로 전환되면서 규범 확산의 분기점을 맞이하였다.
이와 같이 규범 속성 요인은 규범의 대상이 되는 문제의 속성을 프레이
밍 전략을 통해 재구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당성, 중요성이 제고되는 효
과를 가지고 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다. 아래 [그림

24) 대인지뢰금지운동 사례는 프라이스연구를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사례는 장
희경 연구를 참고.(Price 1998; 장희경 2014 박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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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은 일반적인 규범의 설득과 강제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그림 2-1] 일반적인 규범의 설득과 강제 메커니즘

(출처: 저자 작성)
그러나 인도적 지원 분야는 이러한 규범 확산의 기본 구조를 그대로 적
용하기 어렵다. 우선 인도적 지원 활동은 피해를 구제하는 행위이다. 많은
경우 피해를 야기한 가해자가 없으며, 종종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도 규정
하기 어렵다. 그 때문에 가해자에게 규범의 준수를 요구하는 압력과 비난
등의 강제와 강압적 설득 수단, 즉 부메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도가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인권규범의 경우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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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고 따라서 그 행위가 비난과 압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복합적인 인도적 위기나 자연재해에 의한 인도적 위기에 대
한 인도적 지원의 경우 이같은 구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여국을 비
롯한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 근거
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이 전략적 순
응을 선택할 유인이 떨어진다.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는 1990년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규범이 구
체화, 전문화된 측면은 있지만 규범의 본질적인 속성이나 주요 규범주창자
들의 개별적인 정책 역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다수의 공여국에서 일괄
적으로 인도적 지원 규범을 내재화할 수 있는 형태로 국내정치 구조가 변
화한 것도 아니었다.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요인들만으로는 왜 그 이전까
지 유용하지 않았던 학습과 강압을 통한 규범의 적용이 인도적 지원 사례
에서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답하기 어렵다. 특히 규범생애주기 이론을 바탕
으로 한 기존 연구들은 규범의 제도화와 내재화 단계를 국가 수준
(national level)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기 때문에 초국가 수준에서 규범
이 적용되거나 사회화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초
국가 수준에서 규범의 사회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규범확산에 영향을 미
친 요인을 국제수준으로 수정,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이 규범의 설득
과 강제 메커니즘과 인도적 지원 분야의 구조적 차이는 [그림 2-1]을 아래
[그림 2-2] 인도적 지원 분야의 구조적 특징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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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인도적 지원 분야의 구조적 특징

(출처: 저자 작성)
이러한 필요에 따라 본 연구는 손혁상·문경연 연구에서 국제규범 내재화
의 요인으로 제시된 국내 정치구조, 즉 정책결정 구조의 특징에 주목한다
(손혁상·문경연 2012). 여기서 사용되는 국제규범의 내재화에 영향을 미치
는 정치 구조란 국가의 정치 제도적 특징(institutional features), 국가와
사회를 연결하는 정책 네트워크(policy networks linking state-society),
국제

규범

및

제도에

대한

수렴

정도(state

accommodation

to

international norms and institutions)이다.
국가의 정치 제도적 특징을 느슨한 형태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초국적 수준에서도 기존 제도의 구조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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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변화가 생기거나 행위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새
로운 기회와 공간이 제공되면 규범의 수렴 정도에 변화가 생기는 형태로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인도적 지원 계획과 이행 전 과정에 있어 행위
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증대되고 규범주창자 그룹인 주요 국제기구, 전문가
집단과 인도주의NGO의 참여가 확대되면 규범의 영향력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구조의 변화 요인을 2005년 유엔 OCHA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인
도적 지원 거버넌스에서 나타난 제도적 변화에 수정, 적용하면 규범의 강
력한 사회화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2005년 유엔의 인도주의 개혁을 통
해 유엔 OCHA는 클러스터를 도입하는데, 이로써 지원 활동이 행위자 단
위가 아닌 분야와 프로그램 단위로 이행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 거버
넌스 구조는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
하였다. 클러스터가 구성된 것이 곧바로 원활한 클러스터 활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여러 차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침내 클러스터가 공론장
으로서 기능하게 되자 규범주창자와 전문가 등을 포함한 행위자들이 계획
단계부터 모니터링 기준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인도적 지원 이행 전반을
서로 의논하고 업무의 분장과 이행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수준에서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있어 시민사회나 전
문가의 요구나 압력에 반응하는 수준이 달라지고 의사결정 권한이 소수에
서 다수에게 이양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온다.
둘째, 손혁상·문경연의 연구는 국가와 사회를 연결하는 정책 네트워크
(policy networks linking state-society)로서 정당과 전문가 그룹을 강조
한다. 클러스터별 협력체계가 가지고 있는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는 전문가
집단과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비국가행위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
는 단계로 폭을 넓혔다. 특히 여기서 클러스터를 리드하는 선도적인 역할
을 맡은 국제기구와 인도주의NGO들이 대부분 인도적 지원의 규범주창자
집단과 중첩되면서 국제 규범에 대한 수렴 정도가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초국가 수준에서 규범이 사회화되고 적용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행
위자들이 상호작용 하는 물리적 공간이자 정치적 공간인 클러스터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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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해야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2. 이론적 분석틀: 규범 플랫폼의 형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규범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다
양한 분야에서 이미 폭넓게 연구되어 왔다. 국제규범은 행위의 기준을 제
시함으로써 참여 행위자들의 기대를 표준화하고, 행위를 평가함으로써 행
위자들의 행위를 제약한다. 규범연구의 내용은 규범의 형성, 확산과 그 영
향력 그리고 확산 과정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 각 이론 모델은 행위
자들의 이해관계 또는 규범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규범의 형성 원인과 확
산 과정에 대해서 서로 상이한 설명을 제공한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대다수의 기존 연구 규범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강제력을 가진 법과 제도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설명한다는
점이다. 제도를 강조하는 이론 모델들은 국제규범의 영향력을 국제법과 관
련 기구(institution), 그리고 강제할 수 있는 기제를 갖춘 국제레짐으로
설명한다. 또 다른 연구들은 국제규범의 확산까지는 초국적 수준에서 설명
하지만 규범의 준수 단계 즉 내재화 단계는 국가 수준으로 내려와서 개별
국가에서 규범을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갖추는 것으로 설명
한다(Katzenstein 1996; Finnemore and Sikkink 1998; Risse, Ropp
and Sikkink 1999; Klotz, Price). 즉 규범이 준수되는 단계를 법적 체계
또는 강제력을 가진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의 틀로서 이해하는 것이
다.
대표적인 규범 연구인 피네모어와 시킨크의 규범생애주기이론은 규범이
생성되어 행위자들이 이를 준수하게 되기까지 단계를 새로운 규범의 출현
(emergence)-확산(cascade)-내재화(internalization)의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한다. 피네모어와 시킨크는 규범 확산 과정에서 규범주창자를 중심으
로 한 행위자들 간의 네트워크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이 과정에서 행위자
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글로벌 회의에 주목한다. 글로벌 회의는
규범주창자인 비국가 행위자들이 글로벌 회의에 참여하여 국가 행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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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하거나 비판하는 방식으로 규범을 선전(demonstration)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 공간의 기능을 규범 확산단계에서
의 촉매제로 제한하며 규범의 준수는 다시 개별 국가에서 규범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institutionalization)가

갖추어졌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Finnemore and Sikkink 1996).
이 이론 모델은 규범의 제도화와 내재화 단계를 국가 수준에 초점을 맞
추어 설명하기 때문에 초국가 수준에서 규범이 준수되거나 사회화되는 데
필요한 기회와 공간에 관한 분석은 결여되어 있다. 규범이 초국적 수준에
서 확산되고 나면 반드시 법적 체계 또는 강제력을 가진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를 거쳐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틀을 고수하기 때문이
다. 이 때문에 국제규범이 준수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으로서 강제력이 없는
제도적 프레임워크(institutional framework)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제규범이 행위자들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화 단계에 이르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그 규범이 행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규범생애주기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존 연구들은 초국가
수준에서 국제법적 지위를 가지지 못하고 처벌 기제가 없는 다양한 층위
의 규범 즉, 원칙 및 행동 강령 등이 어떻게 준수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설
명을 누락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규범의 영향력은 제도적 장치의 유무가
아니라 실제로 행위자들이 규범을 준수하는지 또는 규범이 행위자들의 행
태를 바꾸는지 여부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규범생애주기이론과 달리 리세와 시킨크의 다섯 단계 나선형 모델(Five
Stage Spiral Model)은 내재화 단계를 제도가 아닌 행위자의 태도 변화
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한다. 특정 이슈나 분야에서 국제규범이 어떻게
출현하여 국제적으로 사회화되고 최종적으로 국내 수준에서 어떤 단계를
거쳐 내재화되는지 그 과정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규범의 형성과 발전
을 이해하는 데 또 다른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Risse,
Ropp and Sikkink 1999). 여기서 내재화는 정체성과 신념과 같은 관념
적 요소에 의한 행위자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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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형 이론은 인권규범이 각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에서
나선형 모델을 통해 국제규범의 국내수준에서의 내재화 단계를 설명한다.
규범 내재화의 다섯 단계는 억압(pressure)-거부(denial)-전략적 순응
(tactical concessions)-예방적 지위 부여(prescriptive status)-규범 순
응적 행태(rule consistent behavior)이다. 여기서 리세와 시킨크는 규범
확산 과정에서 국내적으로 규범이 완전히 내재화되지 않은 국가도 국제적
으로 사회화된 규범에 ‘전략적 순응’을 한다고 설명한다. 전략적 순응 단
계는 아이디어나 정체성 등 관념적 요인으로 인한 행위자의 이익과 선호
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규범에 일부 순응적
인 행태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 결과적으로 규범이 준수
되는 것으로 관찰되지만 행위자에게 규범이 내재화 된 상태가 아니기 때
문에 규범을 준수하게 만드는 외적 요인이 없는 경우 행위자들이같은 수
준으로 규범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규범에 대한 행위자의 전략적 순응 단계에서 규범을 준수하
게 만드는 외적 요인으로 ‘강제’, ‘강압적인 설득’, ‘비난’이나 ‘압력’과 같
은 강제적 수단이 주목 받았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도적 지
원 분야는 이러한 강제나 강압적인 설득이 효과적이지 못한 분야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설득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기회의 유무와 모니터링과 평
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주목한다. 즉, 본 연구는 규범이 출현한 이
후, 확산되는 과정 중에서 행위자들이 정체성이나 신념 등 변화로 인한 규
범의 내재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규범에 준
수하는 단계를 바로 규범의 사회화 단계로 정의하고 이 단계에서 어떤 기
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논한다.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은 리세와 시킨크의 규범 내재화 다섯 단계
에서 제시하는 전략적 순응 단계는 국제규범을 국내에서 정책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제가 마련된 상태를 상정한다는 점이다. 결국 나선형 모
델 역시 규범에 순응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제도적 장치를 동반하는 것
으로 간주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요컨대 강제기제, 즉 제도화가 담보되지 않은 국제규범이 특정 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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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으로 준수되었다면 규범의 확산과 제도화 사이 단계에 이를 설
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강제
력 없는 규범이 초국적 수준에서 준수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존
의 규범이론을 비판적으로 보완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인도적 지원 규범은 오랜 시간에 걸쳐 파편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인도
적 지원의 규모가 증가하고 참여 행위자들도 역시 증가하였으나, 기존 연
구에서 규범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히는 행위자들의 규범 주
창 역량이나 규범의 본질적 특징 자체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행위자들 사이에서 규범이 준수되고 결과적으로 그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는 유인으로 본 연구는 클러스터의 규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에 주
목한다. 클러스터의 포용적이고 수평적인 특징은 주요 인도주의NGO 등
규범주창자가 여타의 파트너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증폭시킨다. 그리고 클러스터가 규범을 학습하고 설득하
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이행하게 될 때 행위자들의 인도적 지원 방식
과 결과에 변화가 가능하다.
규범생애주기 이론은 ‘규범의 출현-규범의 확산–규범의 내재화 및 제도
화’ 단계에서 핵심 행위자들의 역할과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어 규범의 강
화를 설명하였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규범이 제도화되기 이전 단계에 초
점을 맞춘다. 규범이 강제 기제 없이도 여러 행위자들에게 폭넓게 준수되
는 단계를 단순한 규범 확산과 구별하여 사회화 단계로 정의한다. 리세와
시킨크가 나선형 모델에서 행위자들이 전략적 순응을 보이고 예방적 지위
를 부여한다고 설명한 단계에 해당하지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지점에서 초국적 행위자들이 모이고 아젠다
를 의논하고 업무를 분장하고 평가지표에 합의하는 공간, 즉 규범 플랫폼
역할을 추가해서 인도적 지원 규범의 준수를 설명한다. 규범 플랫폼 형성
이 행위자의 합의된 표준을 제시하고 이행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
이다. 이를 네팔 지진 대응 사례에 적용하면 이 규범 플랫폼은 바로 행위
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유엔 OCHA의 클러스터이다.
이상의 기존 연구에 대한 분석과 이론적 검토를 종합하여 분석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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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을 마련해본다. 기본적인 틀은 피네모어와 시킨크의 규범생애주기이론을
바탕으로 하나, 규범 플랫폼이 공론장의 기능을 하여 행위자들이 규범을
준수하는 지점을 추가하여 규범의 확산과 사회화 단계를 구분하여 기존의
이론 모델을 보완한다. 이같은 구분은 초국적 수준에서 규범이 그 내용과
범주 측면에서 발전하여 규범의 축적 및 확산되는 단계와 초국적 수준에
서 많은 행위자들이 규범을 준수하는 사회화 단계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
다. 본 연구는 인도적 지원 사례에서 규범 플랫폼이 기능함으로써 규범이
준수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규범 사회화 과정을 살펴보는 분석틀을 아래
[그림 2-3]과 같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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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초국적 수준에서 인도적 지원 분야 규범의 준수에 대한 분석틀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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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글로벌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의
규범적·제도적 발전

제 1 절 규범적 차원의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규범의 출
현과 확산

본 논문은 인도적 지원 규범이 재난현장에서 어떤 메카니즘을 통해 준
수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규범의 준수 과정을 상
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4장에서 네팔 지진에 대한 글로벌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의 지원 사례에서 국제 인도적 지원 공동체가 추구하는 주요 가
치와 원칙들이 행위 규범과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실제적으로 이행되었음
을 기술한다. 이 때 네팔 지원 과정에서 준수된 규범과 원칙은 인도적 지
원 활동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어 행위자들에게 행위의 기준을 명확하
게 보여준다.
이 사례는 법적·제도적 강제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 규범이
원칙과 행위 규범으로 세분화 및 전문화되어 행위자들의 표준적인 행위
기준을 설정될 때,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를 통하여 행위자들이 그것을
합의된 기준으로 승인할 때, 규범이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의 자의적이고
개별적인 활동을 통제하는 영향력을 발휘함을 보여준다. 인도적 가치에 근
간한 행위 규범을 이행하는 행위자들의 활동 자체가 규범의 존재와 영향
력을 증명하는 반증이기 때문에 규범의 준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례에서 인도적 지원이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네팔 사례를 분석하기에 앞서 인도적 지원 규범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통하여 어떤 형식으로 발전해왔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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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원 규범을 주창하는 행위자들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고, 이전의 규범
의 연장선에서 이후의 규범이 재논의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발전되는 측
면이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겠다.

1. 인도적 지원 규범의 출현
1) 19세기~ 제2차 세계대전: 인도적 지원의 역사적 배경
1755년 리스본 지진이나 1864년 아일랜드 대기근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이 심각한 기근이나 홍수 피해를 입은 이웃을 돕는 노력 등 인류애와 선
의를 바탕으로 한 인도적 지원은 국제사회에서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왔
다. 무력충돌 시 적용되는 국제인도주의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또한 모든 문명에서 전쟁에 일정한 원칙과 관습이 적용된 것을 역사
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제관습법으로 적용되던 전쟁법은 물리적 충돌
시 전투원이 아닌 민간인을 구별하여 불필요한 인명 피해를 줄이고 종교
및 학술 시설 등의 파괴를 금지하였다. 이같은 관습법은 1821년 그리스
독립전쟁을 포함한 여러 물리적 충돌에서 전쟁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
는 인도적 가치가 지켜졌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인도
적 지원 활동은 아마도 근대 국가 시스템과 그 역사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보다 근대적 의미의 인도적 지원의 시작은 1863년 국제적십자사의 창설
로 간주된다. 장 앙리 뒤낭(Jean-Henri Dunant)은 이탈리아 통일 전쟁에
서 벌어진 솔페리노 전투에서 무력충돌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활동 필요성
을 절감한 뒤 구호단체 설립 필요성과 구호단체가 물리적 충돌 현장에서
활동할 때 이들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조약체결을 주장한다. 뒤낭은 이
후 국제적십자사를 창설하여 국가 간 전쟁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활동을 시
작하였다. 국제적십자사는 1864년 최초로 무력충돌 시 부상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제안하였고 이것은 ‘제1 제네바 협약 체결로 이어졌다.
제1 제네바 협약은 성문화된 국제인도주의법의 시초이다. 제네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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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된 이후 국가들은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일련의 실제적인 규약들
에 합의해 왔다. 제네바 협약은 전투 수단과 방법을 제한하는 헤이그 협약
과 더불어 1949년 총 4개 조약으로 채택되면서 현대적인 국제규약의 형태
를 갖춘다. 특히 제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전쟁의 참담한 현실을
실감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제네바 협약 가
입국이 크게 증가하였다. 제네바 협약은 추후 3개의 의정서가 추가되면서
보호의 범위와 내용이 보완 및 발전되었다. 추가의정서 역시 제네바 협약
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며 역시 전쟁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목적
으로 한다. 국제인도주의법의 기반이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협약은 1899
년과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체결된 헤이그 협약이다. 제네바 협약
과 추가의정서 그리고 헤이그 협약에 담긴 간략한 내용을 연대순으로 정
리하면 아래 [표 3-1] 및 [표 3-2]과 같다.
[표 3-1] 제네바 협약 및 추가의정서
시기

협약/의정서

내용

1864년

제네바 제Ⅰ협약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

1906년

제네바 제Ⅱ협약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

1929년

제네바 제Ⅲ협약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1949년

제네바 제Ⅳ협약

전시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1977년

제네바
제Ⅰ추가의정서

국제적 무력충돌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네바
제Ⅱ추가의정서
제네바
제Ⅲ추가의정서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1977년
2005년

추가 식별표장 채택에 관한 의정서

(출처: 국제적십자사 한국지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참고:
http://www.redcross.or.kr/redcross_rcmovement/redcross_rcmovement_h
umanitariallaw_introdu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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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헤이그 협약
시기
1868년

협약/의정서

내용

세인트
400g 이하의 폭발탄 및 소이탄 금지
페테르부르크 선언

1899년

제1차 헤이그
협약

육전에서의 전쟁 법규와 관례 존중 및 1864
년 제네바 협약의 제 원칙을 해전에 적용

1907년

제2차 헤이그 협약

제1호 조약~제 9호 조약

1925년

제네바 의정서

질식성, 독성 및 기타의 가스 및 세균학적
방법 사용 금지

1954년

제3차 헤이그 무력충돌의 경우에 있어 문화재 보호에 관
협약 및 의정서 한 헤이그 협약 및 의정서

1972년

BWC 협약

세균(생물학적) 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 금지와 폐기

1980년

CCW 협약

특정재래식 무기 사용금지 또는 제한

(출처:

국제적십자사

한국지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참고:

http://www.redcross.or.kr/redcross_rcmovement/redcross_rcmovement_h
umanitariallaw_introduce.do)

[표 3-1]에서 보여주는 제네바 협약이 전쟁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방안
에 초점을 맞춘 반면, [표 3-2]에서 보여주는 헤이그 협약은 전쟁의

잔혹

함을 덜기위해 전쟁의 방법을 규제한다. 특정 무기와 전술을 금지 또는 제
한하고 특정 부류의 사람과 물자 등을 보호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협약이 체결된 도시의 이름을 따라 제네바 협약과 헤이그 협약으로 불리
는 이 두 갈래의 규범 체계는 별도로 발전해오다가 1977년 두 분파를 하
나로 묶은 추가 의정서가 채택됨으로써 하나의 국제인도주의법으로 체계
화되었다. 인도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가입국 수가 지속적으로
증대하였고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규범으로서 발전하였다. 헤이그 협약은
주로 1899년 제1차 헤이그 협약과 1907년 제2차 헤이그 협약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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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근간을 이루며 여기에 특정 무기와 전술을 제한하는 여타의 조약들
이 포함된다.
제네바 협약과 헤이그 협약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체계화된 배경에는
인도적 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에서
기인한다. 적십자운동(Red Cross & Red Crescent Movement)은 국제적
십자사를 모체로 국가 수준과 초국적 수준에서 각각 활동하는 적십자사와
국제적십자적신월사(IFRC)연맹으로 분리되어 발전하였다. 국제사회의 인도
적 지원 규범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인 적십자운동의 인도주의 원칙은 다
음 [표 3-3]와 같다.

[표 3-3] 적십자운동 7대 기본원칙
원칙

내용

인류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함

공정성

국적, 인종, 종교,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별 없이 활동함

중립성

적대 행위 발생 시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논쟁에 개입하지 않음

독립성

국내 법규를 준수하되 적십자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함

자발성

자발적 구호운동으로서 어떤 이익도 추구하지 않음

단일성

한 나라에는 하나의 적십자(월)사만이 존재할 수 있으며 모든
이에게 개방되어야 함

보편성

각국 적십자사들이 동등한 지위, 책임, 의무를 가지고 활동함

(출처: 국제적십자사 한국지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참고:
http://www.redcross.or.kr/redcross_rcmovement/redcross_rcmovement_h
umanitariallaw_introdu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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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운동은 그 가치와 방향을 제시할 기본원칙을 세우기 위해 1921년
제10차 국제적십자회의에서 [표 3-3]과 같이 공정성, 정치적·종교적·경제
적 독립성, 적십자 운동의 보편성 그리고 각국 적십자사의 평등성이라는
적십자 기본원칙을 결의하였다. 이 네 가지 기본 원칙은 1965년 비엔나에
서 열린 제20차 국제적십자회의에서 현재의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으로
확대되어 공식적으로 선언되었다. 1986년 제25차 국제적십자회의에서는
평시와 전시에 민간인 보호와 피해의 최소화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국
가들에게 적십자운동의 인도주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국제적십자운동은 적십자운동 7대 기본원칙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다.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은 국제적십
자운동의 세 구성기구인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국제적십자
사연맹(IFRC), 각 국의 적십자사를 통합하고 이끄는 공동의 가
치이다. 이 기본원칙은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구가 취하는 모
든 인도적인 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이며 행동
원칙이다.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인도주의 활동을 보장하
며, 이를 지킴으로써 모든 사람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으며, 전 세계에 걸쳐 펼쳐지는 다양한 적십자 활동의 정
체성과 일관성, 그리고 응집력의 원천이다. 또한 각국의 적십자
사들을 하나로 결속시키며 적십자 활동의 단일성과 보편성을
갖게 한다.25)
인도적 지원이 체계화된 이후 인도적 지원 행위자 집단은 ‘국제 인도주
의 공동체(international humanitarian community)’라고 흔히 통칭된

25)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009.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http://www.redcross.or.kr/redcross_rcmovement/redcross_rcmoveme
nt_ideology.do) (검색일: 2016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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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6) 인도적 지원에 참여하는 여러 행위자 집단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목적을 지향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간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이 핵심 가치를 공유한
다는 걸 전제한다. 적십자운동의 7대 기본원칙은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의
정체성과 일관성, 응집력의 원천으로서 이러한 ‘핵심 인도주의 가치’의 근
간을 이루고 있다. 1965년 국제적십자회의에서 공표된 아래 7대 기본원칙
중 인류애,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 네 가지 원칙은 유엔 총회 결의안에서
인도주의적 가치로 승인받으면서 다양한 층위의 인도주의 행위자들에게
확산되고 지속적으로 주창되었다. 적십자운동 7대 기본원칙의 확산은 행위
자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던 인도적 지원 활동이 하나의 방향을 지향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의 규범적 체계가 구성되는 첫
걸음으로써 매우 의미 있는 변화이다.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 1960년대: 인도적 지원 규범체계의 뿌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부상자, 민간인 피해자 및 전쟁 포로 처리 등에
있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도적 요청이 강하게 요구되었다. 아울
러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건강 등의 기본적인 권리 존중에 대한 국제사회
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권관련 규범이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국제사회에
서 일종의 관습법으로 보장되던 인권은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
계인권선언’을 근간으로 이후 꾸준히 법적 체계를 갖추게 된다. 시민으로
서의 정치·사회적 권리와 경제·문화적 권리의 보장, 여성과 아동 등 특정
집단의 권리규정 및 집단 살해나 고문 등 극단적인 비인간적 범죄를 방지
하기 위한 규약들이 그 내용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90년대 이
전까지 국제적으로 승인된 중요한 인권 규약들의 내용은 아래 [표 3-4]과
같다.
26) 인도주의 공동체라는 표현은 국제적십자운동과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유엔
기구 및 인도주의NGO 등이 사용하기 시작하여 유엔 총회 의결 등 공식적인
문서에 사용되면서 오늘날에는 공여국 네트워크와 언론에서까지 널리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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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국제인권법 및 관련 연성법(soft law)
연도

명칭

비고
개인의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 보호

1948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1948

집단 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1966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8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1984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1989

아동 권리에 관한 유엔 협약

(출처: 저자 작성)

국제인도주의법과 국제인권법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잔인
한 대우를 금지하고 건강한 삶의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조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수렴하는
경향도 보인다(정인섭 2018, 1151; 김대순 2015, 1713). 양 법 모두 국민
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일차적으로 이행책임을 갖는 국가들에게 이러한 권
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을 주문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유사한 측면에
도 불구하고 국제인도주의법과 국제인권법은 여전히 각자의 독자성을 유
지하는 서로 다른 규범 체계로 간주된다.27) 가장 큰 차이는 적용 조건과
27)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과의

공통점에

대한

논의는

정인섭

(2018.

pp.1148-1151); 김대순 (2015 pp. 1711-1715)논의를 참고. 유엔 OCHA는 국
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논의를 정리하여 기관의 입장을 밝힌다. OCHA의 입
장은 Fact Sheet No.13,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http://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FactSheet13e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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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다. 국제인권법은 원칙적으로 평시와 전시를 가리지 않고 항상 적용
된다. 인권법의 일부 조항은 국가 비상사태에 정부가 인권의 일부를 예외
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생명권, 고문 받지 않을 권리, 강제노동
당하지 않을 권리 등 인권의 핵심적인 사항은 상황과 조건을 불문한다. 따
라서 국제인권법은 모든 국가와 개인을 대상으로 삼는다. 반면 국제인도주
의법을 구성하는 비엔나 협약과 헤이그 협약은 전시, 즉 국제적 또는 비국
제적 무력충돌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며 교전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다.28)
즉, 두 규범 체계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독립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적용의 시기와 조건, 대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분명히 구별된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재난 재해 또는 무
력충돌로 인한 인도적 위기 시에 이행되는 인도적 지원은 직접적으로 국
제인도주의법의 규범에 뿌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세
기에 들어서며 국제인권법이 분야별, 대상별로 구체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삶의 기준이 세부적으로 다루어졌다는 측면에
서 인도적 지원 규범이 형성되는 데에 국제인권법의 발달은 큰 영향을 미
쳤다고 할 수 있다.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국제법체계는 [표 3-5]과 같다.
요컨대 인도적 지원이 큰 틀에서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주의법에 뿌리
한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국제인권법은 특정 상황을 전제하지 않
는 보편적인 규범이며 무력충돌을 전제로 하는 국제인도주의법은 무력충
돌 시 무력사용의 제한과 금지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지만, 보다 넓은 차원
에서 이행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
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지원은 빈번하게 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그 목적과 방식 등은 개별 국가, 관련 국제기구 및 인도주의NGO의 선
의나 종교적 신념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인 지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df)를 참고. (검색일: 2016년 12월 11일)
28) 국제인도법은 전통적으로 전쟁법에 뿌리를 두고 발전하였으나 더 이상 기술
적인 의미에서 전쟁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닌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 김대순
(2015. p.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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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국제법 체계
국제법

시기

관련 협약

1949
국제인도
주의법

1977

헤이그 및
제네바
협약

2005
난민법

인권법

1951

의정서
의정서

난민협약

1967
1948

내용
- 전투병과 전투수단 및 방법의 정의
- 무력분쟁 상황 시 민간인과 비전투병의
권리 보호

난민의 권리와 보호
의정서

세계인권
선언

1976년 서명: 개인의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 보호

(출처: 국제적십자운동 웹페이지 및 김석현의 인도적 지원에 있어 국제입법과 관
련한 논의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김석현. 2015))

그렇다면 재난 재해 시에 이행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사실상 직접
적으로 규정하는 규범체계는 없었던 것일까? 국제인도주의법과 국제인권
법 등으로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는 목적과 가치, 방법에 대한 규범적 규정
이 어려웠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재난 재해 및 물리적 충돌 시 이행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국제법 체계 내에서 연성법으로 분류되는 유엔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안
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공백을 메꾸기 위한 노력이 1960년대부터 계
속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1960년대 이후: 근대적 인도적 지원 체계화 시도
1963년에 채택된 서인도제도 태풍에 대한 대응 관련한 유엔 총회 결의
안 1888(XVIII) (Measuers In connexion with the hurricane which
has just struck the territories of Cuba, the Dominican Republic,
Haiti, Jamaica and Trinidad and Tobago)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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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태풍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즉각적으로 지원한 국가와 국제기구, 유
엔 기관들에 특별한 만족(particular satisfaction)을 표한다. 동시에 피해
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내고 국가와 NGO들에게 대형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부탁하며 마지막으로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기관의 수장들에
게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 가용 가능한 자원으로 지원할 것
을 요청하였다.29) 결과적으로 유엔은 피해국과 주민에 대한 위로를 표하
고 주변국들과 인도주의 기관 및 단체들에게 도움을 바랄 뿐 결의문에 실
질적인 유엔의 역할이나 구체적인 이행 사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보다 한 해 앞서 채택된 이란 지진 지원을 위한 유엔 총회 결의안
1753(XVII)

(Measures

to

be

adopted

in

connexion

with

the

earthquake in Iran)도 유사한 내용이다. 본 결의안은 이란 지진에 지원
활동을 펼친 정부와 국제기구들, NGO와 개인에게 감사하며, 사무총장과
유엔 기관장들에게 향후 가능한 지원을 요청한다. 1753(XVII)결의안이
1888(XVIII)결의안과 다른 점은 지진에 대응하는 유엔의 기술적 지원을 명
시하고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세
계식량기구 등 특정 기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점이다.
1753(XVII)결의안에서 다소 구체적으로 행위자를 명시하였으나 유엔이 체
계적인 접근을 통해 특정 행위자에게 재난 대응 의무를 지운 것은 아니었
다. 본 결의안 역시 추상적인 요청 수준에 머무를 뿐이다.
그러나 재난에 관련한 유엔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안을 검토해
보면 1960년대 중반 이후로 각종 결의안에 담긴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먼저

1965년에서

1970년까지

채택된

총회

결의안

2034(XX), 총회 결의안 2435(XXIII) 그리고 총회 결의안 2717(XXV)은 모
두 ‘자연재난에 대한 지원(Assistance in cases of natural disaster)’라
29)

유엔

총회

결의안

1888(XVIII),

1963년

10월

31일

채택.

https://documents-dds-ny.un.org/doc/RESOLUTION/GEN/NR0/185/63/IMG
/NR018563.pdf?OpenElement);

유엔

총회

결의안

1753(XVII)

(https://documents-dds-ny.un.org/doc/RESOLUTION/GEN/NR0/192/61
/IMG/NR019261.pdf?OpenElement)(검색일: 2016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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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목을 달았다. 자연재난에 대한 지원 결의안은 앞서 소개한 총회 결의
안과 달리 특정 재난 사항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보편적인 자연재난 피해
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2034(XX)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내용을 바탕으로 유엔이 재난 피해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여자들로부터 자발적인 펀드를 구성할 것을 결의
한다. 또한 사무총장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도주의NGO들의 개별적인 지원
활동에 대한 조정에 대해 첫 번째로 언급한다. 본 결의안에서 유엔과 국제
적십자사가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재난 복구와 재건을 위
한 포괄적인 계획을 지원한다고 명시한다. 이는 유엔이 인도적 지원의 행
위자로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한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불특정 재난
대응을 위한 펀드로 일 년 단위 예산 책정에 승인한다.
총회 결의안 2435(XXIII)은 이전 총회 결의안 2034(XX)에서 의결 및 승
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난 대응 준비와 기술적 지원이 저개발 국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에 대한 확신을 표한다. 아울러 재난대응 인력양성, 재난
피해 경감을 위한 재난대비물품 비축, 운송수단 배정, 긴급 상황에서의 커
뮤니케이션 수단 확보 및 재난경보 시스템 구축 등 각 국가에게 재난 대
비를 위해 이행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1970년 채택된 총회 결의
안 2717(XXV)에서는 더 폭넓은 이행 지침을 나열한다.
특히 본 결의안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1969년에 이스탄불에서 열린 21
세기

적십자운동

국제컨퍼런스(the

twenty-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Red Cross)에서 선언된 ‘재난 상황에서 민간인을 위
한 국제 인도적 구호를 위한 원칙 선언(the Declaration of Principles
f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Relief to the Civilian Population in
Disaster Situations)’을 인용했다는 점이다.30) 이스탄불 회의에서 선언된
30)

유엔

총회

결의안

2034(XX)

1965년

12월

7일

채택.

https://documents-dds-ny.un.org/doc/RESOLUTION/GEN/NR0/217/97/
IMG/NR021797.pdf?OpenElement; 유엔 총회 결의안
12월

19일

2435(XXIII) 1968년
채

https://documents-dds-ny.un.org/doc/RESOLUTION/GEN/NR0/2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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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앞서 설명한 1965년 비엔나 국제적십자회의에서 공식 선언된 적십
자운동 7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국제공동체가 자연재해와
다른 재난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재난대응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원
칙이라는 점에서 한 발 더 발전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국제적십자운동은
기본원칙의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주요 회의에서 핵심 가치와 원칙을 반
복하여 천명하였다. 1970년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국제적십자사의 범주를
벗어나 유엔이 공식적으로 이를 승인했다. 이는 유엔이 인도적 지원의 주
요 주체로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원칙과 가치를 문서로 명시한 첫 번째
사례이다. 유엔에서 인용한 적십자 인도주의 원칙은 인류애, 공정성, 중립
성 등 기본 가치를 반복적으로 포함하는 동시에 행위자들 간의 협력과 조
정(co-ordinated)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주장하였다.
아울러 유엔 총회 결의안 2717(XXV)을 검토하면 국제 인도적 지원 범
주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기존 유엔 총회 결의안은 인도
적 지원 활동 대상을 자연재해 피해에 한정했다. 반면 총회 결의안
2717(XXV)에는 ‘자연재난 또는 다른 재난상황에 처한 시민들에 대한 효
과적인 재난구호 활동(effective relief action to civilian populations
in cases of natural disaster and other disaster situations)’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난이 아닌 재난, 즉 인위적 재난
(man-made crisis) 역시 인도적 지원의 범주에 포함됨을 간접적으로 밝
혔다. 이것은 유엔이 자연재난이 아닌 재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언급한
첫 번째 문서이다. 다음해인 1971년에는 ‘자연재난 및 다른 재난 사례에
대한 지원(Assistance in cases of natural disaster and other
situations)’이라는 제목으로 총회 결의안 2816(XXVI)이 의결되면서 인도
적 지원 범주가 인위적 재난까지 확장됨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국제 인
도적 지원 공동체가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을 포함한 모든 재해에 공통
적으로 적용되는 인도적 지원의 포괄적 원칙과 행위지침을 확립하고자 한
IMG/NR024395.pdf?OpenElement; 유엔 총회 결의안 2717(XXV) 1970년 12
월

15일

채택

https://documents-dds-ny.un.org/doc/RESOLUTION/GEN/NR0/349/82/
IMG/NR034982.pdf?OpenElement (검색일: 2016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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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이다.
본 결의안 내용에는 인도적 지원의 잠재적인 수혜국이 될 수 있는 개발
도상국들에게 긴급사태 대비 계획수립과 재난 예방 및 준비를 위한 자세
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유엔 시스템 내에 재난 대응 활동을 강화
하기 위하여 긴급구호조정관(Disaster Relief Coordinator) 임명 및 긴급
구호조정관을 지원할 사무국을 제네바에 설립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이 결
의에 따라 인도적 지원 업무를 이행할 긴급구호조정관 사무국(Office of
the United Nations Disaster Relief Coordinator)이 창립되었다.
이로써 1970년대부터 유엔은 인도적 지원과 관련하여 가치와 원칙만 부
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긴급
구호조정관 직제의 신설과 긴급구호조정관 사무국 설립은 1970년대까지
국가 및 관련 기구와 NGO등이 개별적으로 이행해왔던 재난구호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며 이 과정에서 유엔이 중심
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이 시기를 인도적 지
원 거버넌의 규범적, 제도적 체계의 초기단계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구성되는 인도적 지원 관련 제도와 그 근간에 깔린 가치 및 규범의 조각
들은 추후 인도적 지원 활동의 규모가 커지고 범주가 확장되면서 강화되
고 발전하여 21세기 들어서는 하나의 거대한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를 구
성하게 된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규범을 강화하고 행위규
칙들을 보완하여 포괄적인 규범을 확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
다. 1980년대 인도적 지원 이슈를 다루는 유엔 총회 결의안에는 가치 지
향적 원칙과 확장된 행위자들의 역할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지침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면 1960년대 재난 피해와 관련하여 총회 결
의안, 즉 피해자에 대한 추상적인 위로와 주변국과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선의의 도움을 바라는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1988
년의 총회 결의안 43/131호는 인류애, 중립성, 공정성과 같은 인도적 지
원의 가치를 그대로 강조하는 한편 상당히 구체적인 행위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지원의 분야로 식량 지원, 의료지원 및 건강관리 등이 나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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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위자 측면에서도 공여국, 국제기구 및 NGO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독려할

뿐

아니라

이들에게

유엔

긴급구호조정관(Disaster

Relief

Co-ordinator)과 유엔 조직을 통해 협력할 것을 주문한다.31)
총회 결의안 43/131호는 이 전에 코펜하겐과 파리에서 각각 열린 두
개의 국제회의에서 논의된 바를 반영한 결과이다. 1986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국제인권아카데미 심포지엄에서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권리에 관
한 결의’를 채택하여 인도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중요한 인권 중 하나라고
인정했다. 다음해에 파리에서 열린 ‘세계의 의사들(Medecins du Monde)’
의 인도적 법과 윤리에 관한 국제회의에서는 ‘인도적 지원의 의무와 이 지
원에 대한 권리의 승인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권리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써 인정한다는 점에서 코펜하
겐 결의 내용을 받아드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인도적 지원을 이행
하는 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연대(solidarité)의 의무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선도적인 문건이라고 평가받는다.32)
이 내용은 1990년에 총회 결의안 45/100호에서 보완되어 같은 제목
(Humanitarian assistance to victims of natural disasters and
similar emergency situations)으로 다시 채택되었다.33) 본 결의안은 재
난 발생 당시 인도적 지원의 신속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국가, 국제기구
그리고 NGO들이 협력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다른 국가들의 인
도적 지원에 대한 유엔의 태도도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결의안
에서 다른 국가들의 도움을 희망했던(hope) 반면 본 결의안은 국가들이
31) 유엔 총회 결의안 A/RES/43/131. ‘Humanitarian assistance to victims
of

natural

disasters

and

similar

emergency

situations’.

(http://www.un.org/documents/ga/res/43/a43r131.htm) (검색일 2016년
5월 30일)
32) 김석현. (2015 p 5). 각주를 재인용. 원문은 M. Bettatiet B. Kouchner
1987. Le devoird'ingérence (Paris: Ed. Denoël. pp. 291-29)
33) 유엔 총회 결의안 A/RES/45/100. ‘Humanitarian assistance to victims
of

natural

disasters

and

similar

emergency

situations’:

(http://www.un.org/documents/ga/res/45/a45r100.htm) (검색일: 2016년
6월 11일)

- 66 -

신속하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이행하는 것을 당위적인 의무로 간주하
고 이를 촉구한다.34)
1970년대 인도적 지원의 체계화를 위한 유엔의 첫 번째 제도적 시도였
던 긴급구호조정관과 긴급구호조정관 사무국의 활동은 국제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긴급구호조정관 활동에 있어 가장 큰 장애는
개별 행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의무감, 태도, 활동범주
및 접근방법 등이 각기 달랐다는 점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긴급구호조
정관 사무국은 1984년에 인도적 지원 분야의 포괄적인 규범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긴급구호 지원에 관한 협약(Convention in relation to the
Delivery of Emergency Assistance)’을 추진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
다.35)
그러나 1980 년대 후반이 되면서 긴급구호조정관과 긴급구호조정관 사
무국이 겪은 어려움을 바탕으로 유엔과 인도적 지원 주요 행위자들은 인
도적 지원의 범주에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을 포괄적인 인도적 지원 규
범을 추진하였다. 이것은 총회 결의안 43/131호 및 45/100호의 내용으로
알 수 있다. 포괄적인 인도적 지원 관련 규범의 추진은 국제인도주의법과
인권법의 공백을 메우고 행위규칙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2. 초국적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의 구성: 1990년 이후
1) 거버넌스의 기본틀 구성을 위한 총회 결의
1990년대에는 재난과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면서
34) A/RES/45/100 본문은 국제공동체의 인도적 지원 이행 의무에 대해서
“Strongly desiring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respond
speedily and effectively to the needs for emergency humanitarian
assistance expressed in particular through the Secretary-General” 이
라고 표현한다.
35) UN Draft Convention in relation to the Delivery of Emergency
Assistance, UN Doc.A/39/267/Add.2, 1984. (검색일: 2016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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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의 규범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 모두에서 큰 발전이
있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내전과 민족·종교 간 갈등으로 인한 국지적
무력충돌의 참상이 그 즈음 급격하게 발달된 통신매체를 통해 일반 대중
들에게 더 가까이, 더 직접적으로 전달된 것이 그 배경이다. 특히 르완다
대량학살, 소말리아 내전, 그리고 코소보 사태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지
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유엔이 사태해결에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자 국
제사회에서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과 관련 규범적
제도적 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인도적 지원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의 협력을 조
정하는 인도적 지원 협력 거버넌스의 기본틀을 만들기 위한 유엔 총회 결
의안 A/RES/46/182호가 채택되었다. 여기에는 적십자운동이 제시한 전
통적인 ‘인도적 지원 4대 원칙(Humanitarian Assistance Principle)’ 중
인류애, 중립성, 공평성 원칙이 명시되는 한편 1989년에 채택된 국제법학
회(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의 ‘인권보호와 국내문제 불간섭 원
칙’36) 결의안 중 인도적 지원 내용이 반영되었다.
앞서 소개한 ‘세계의 의사들’의 ‘인도적 지원의 의무와 이 지원에 대한
권리의 승인에 관한 결의’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재난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했다면 ‘인권보호와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은 인도적 지원이 국내문제
에 대한 간섭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자국의 역량을 벗어나는
대형 재난 피해를 입은 피해국의 경우 자의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거부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인도적 지원을 이행하는 것이 공여국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의
선의나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국제공동체의 의무인 것처럼 인도적 지원을
받는 것도 피해자들의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며 이것을 피해자들을 보호해
야 하는 일차적 책임이 있는 국가가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 천명된 것이
36)

Institute

Droit

International,

Session

of

Santiago

de

Compostela-1989, Resoluti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of

Principle

of

Non-intervention

in

Internal

Affairs

States.

(http://www.idi-iil.org/app/uploads/2017/06/1989_comp_03_en.pdf) (검
색일: 2016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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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어 2004년에 유엔 총회에서 인도적 지원 4대 원칙 중 마지막인 독
립성 원칙이 총회 결의안(A/RES/58/114)으로 승인되었다.

2)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총회 결의
그렇다면 국제사회는 피해자들이 인도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더
효과적 그리고 효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 피해자 구호에서부터 중장
기적 복구에 이르는 재난 대응 인도적 지원의 전 과정은 조난자 긴급구조
와 응급 의료서비스 제공부터 임시적 또는 중장기적 주거 문제, 식수와 식
량의 제공, 방역과 위생, 보건 환경조성, 교육, 어린이와 여성 및 사회소외
계층의 보호, 치안 확보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많은 경
우 여러 분야에서 각 단계에서 필요한 활동들이 상호간에 깊게 연계되거
나 영향을 미친다. 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수많은 행위자들이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지 못한다면 인도적 지원의 복잡성은 곧 지원의 비효율적
소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도적 지원을 담당하는 조직이 인력과 지원물자, 구조 및 복구
장비 등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난의 규모가 클수록 불확실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대형재난일수록 인도
적 지원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국가, 국제기
구, 인도주의NGO와 피해국 정부 및 지방정부 등 이질적인 조직들이 갑작
스러운 재난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상호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위
자 개별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나로 묶어내는 강력한 협력 거버넌스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주의 행위자들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유엔이 인도적 지원 조정 역할 강화를 위한 주요 방안으
로 제도적 구축에 초점을 둔 것은 총회 결의안(A/RES/46/182)인 ‘UN의
인도적 지원 조정의 강화’(Strengthening of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emergency assistance of the United Nations)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유엔의 재난대응 및 인도적 지원을 총괄하는 긴급구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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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Emergency Relief Coordinator, ERC) 직위가 신설되었고 인도적 지
원에 참여하는 유엔기관과 여타의 국제기구, 인도주의NGO들을 주회원으
로 하는 의사결정기구인 IASC 설립되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인도적 지
원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꼽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여러 행위자가 공동의 자금을 구성하고 배분함으로써 협력
메커니즘을
(Central

뒷받침할
Emergency

수

있는

재정

Response

시스템으로서

Fund,

CERF)와

중앙긴급대응기금
합동지원요청기금

(Consolidated Appeal Process, CAP)과 같은 새로운 예산체계가 도입되
었다.

마지막으로

긴급구호조정관의

활동을

지원할

인도지원국

(Department of Humanitarian Affairs, DHA)이 설립되면서 긴급구호조
정관 사무국의 역할을 흡수, 확장하였다. 이로써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의
제도적 기본틀이 확립되었다.
1990년대 인도적 지원 제도적 협력 거버넌스는 이를 뼈대로 가동되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협력체계가 운용되면서 나타나는 문
제점들은

이후

같은

제목의

결의안에서

조금씩

보완되어

2008년

A/RES/63/139호, 2010년 A/RES/64/76호, 2011년 A/RES/65/133호,
그리고 2012년 A/RES/66/119호로 다시 채택되면서 발전했다. 이같은 총
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총회 결의에 따른 제도적 변화는 인도적 협력 거버
넌스가 유엔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며 발전하여 온 것을 보여준다.
아래 [표 3-6]은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구성과 협력 메커니즘을 위한 유엔
총회 및 안보리 결의안 등을 정리한 것이다.

[표 3-6]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구성과 협력 거버넌스를 위한 결의안
시기

결의안
형식/비고
ECOSOC Resolution on
Strengthening of the
1991년 coordination of emergency 유엔 ECOSOC 결의안
humanitarian assistance
of the UN
UN Security Council
1889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
Resolution 1889 on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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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and Security
UN Security Council
1882년 Resolution 1882 on
유엔 안보리 결의안
Children and Armed Conflict
Guiding Principles on
2004년
유엔 총회 결의안
Internal Displacement
1994년 12월 9일 열린 국제연
합 총회에서 결의안 49/59호로
채택 및 발효.
UN General Assembly
- 전문과 29개 조로 구성
Resolution on Safety and - 유엔요원을 겨냥한 공격의 빈
security of humanitarian 도 증가 및 강도가 심화됨에 따
1994년
personnel
라 법적인 문서만으로는 유엔요
국제연합요원 및 관련요원의 원에 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
안전에 관한 협약
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유
엔요원을 받아들이는 국가(접수
국)의 보호의무 등이 명시된 협
약의 필요성 대두
1991년 12월 19일 제78회 유엔
UN General Assembly
총회에서 결의 (결의안 46/182호)
Resolution on strengthening
- 국제 공동체, 특히 국제연합
the coordination of
체제 내에서 인도적 지원 노력
humanitarian emergency
1991년
을 더욱 효율적으로 경주하고
assistance of the United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Nations
된 것이 동 결의안의 출발점:
국제연합 인도적 응급
유엔 내 인도사업부(이후 유엔
지원의 조정 강화
OCHA) 창설로 이어짐
UN Convention on the
1989
국제인도주의법
Rights of the Child
(출처: 저자 작성)

3. 인도적 지원 규범체계 발전: 2005년 이후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 대 중반까지는 인도적 지원 규범이 국가 간의
조약과 유엔총회 결의안 등 국가 간 기구인 유엔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달리 2000년 대 중반 이후로는 다층적이고 이질적인 행위자들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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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발전해왔다.
인도적 지원 규범의 변화를 규범의 형식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
류해 보면 크게 경성규범(hard law)과 연성규범(soft law)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경성규범 형식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이 그리고 연성규범 형식에는
행위자 집단의 원칙(principles)과 헌장(charter), 행위지침, 행동강령(rule
of conduct), 기준(standard) 그리고 가이드라인(guidelines) 등 다양한
형식이 포함된다.37) 연성규범은 경성규범과 달리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지
못하나 실제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규범의 총체를 의미
한다. 연성규범은 강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성규범의 공백을 메꿔줄
뿐 아니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에게 행위의 기준으
로 작용하고 평가의 잣대로 적용되면서 중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경성규범과 연성규범은 일반적으로 법 제정의 주체와 강제력의 유무 등
을 기준으로 구분되어 왔다. 그러나 유엔총회 결의의 법적 구속력이 인정
37) 경성규범이란 일반적으로 국가나 국가에 의해 입법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에
의하여 정식으로 제정 및 공포 절차를 밟은 법률, 법규명령, 기타 규범을 의미
하며 가장 큰 특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이다.(최난설헌 2013). 연성법
또는 연성규범은 일종의 국제적 행동규칙으로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기 보다는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단순한 도덕이나 국제
예양과는 구별되며 국제사회에서 실제행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
다.(정인섭 2018). 연성규범은 국가 간 MOU를 포함한 신사협정의 형태나 국
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결의(resolution), 선언(declaration), 권고
(recommendations), 가이드라인(guidelines), 업무규준(code of practice),
행위규약(code of conduct), 원칙(principles), 강령(programme) 등 그 명칭
이 다양하다(김대순, 2014). 연성법 또는 연성규범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또
는 학계에서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김대순의 「국제법론」
에서는 연성법을 조약, 관습, 그리고 법의 일반원칙에 의해 대표되는 구속력있
는 법(hard law)에 대칭되는 표현으로 소개한다(김대순 2014. p. 110).
Maciej Bartkowski의 표현에 따르면 연성법은 형성 중에 있는 법(the law in
the

making)

또는

소망스런

입법(the

law

that

is

desired

to

be

established)으로서의 지위를 표현하기 위한 술어로 사용된다(Boyle in Evans
(ed.) International Law, 3rd.). 연성법이 아직 법이 아닌 것(non-law)이라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연성법 대신 ‘연성규범’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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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나 최근 연성규범의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지는 경
향을 보이는 등 경성규범과 연성규범의 관계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계속
되고 있다.38) 또한 연성규범은 먼저 많은 수의 인도주의 행위자들이 명시
적으로 승인하거나 가입하는 방식으로 규범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해당 규범이 현장에서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적 지원 규범의 존재와 영향력은 규
범의 형식보다는 현장에서 행위자들의 규범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인도적 지원 규범을 형식적인 측면에
서 경성규범과 연성규범으로 나누기 보다는 규범의 제정 주체를 중심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인도적 지원 규범을 행위자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국가들은 경성규범 체
계 내에서 재난 발생 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다자, 양자조약을
체결하였다.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 대응에 관련한 양
자 협약은 약 150여 개에 이른다.39)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지원에
38) 유엔총회의 결의는 일반적으로 연성규범으로 구별된다. 그러나 폰 후푸(van
Hoof) 등 몇 몇 학자는 1975년 ICJ 서부 사하라 사건(Western Sahara Case)
보고서 사례와 니카라과 사건에 대한 ICJ 판결 사례를 예로 들어 특별히 유엔
총회 결의가 규범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그 결의의 법적 구속력에 있어서
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모두의 컨센서스로 채택된 경우 이미 확립된 일반
관습법규를 확인 또는 선언하는 것이나 법적 확신의 근거로 원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김대순 2014; Birnie & Bolye). 또한 EU법원의 경우 연성규범의 법
적 효과를 인정하는 것을 꺼려했던 초기와 달리 최근에는 연성 규범을 인용하
는 횟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연성규범과 경성 규범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나 많은 경우 규범의 경성적이 요소와 연성적인 요소를 분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최난설헌 2015).
39) 유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Protection of
persons in the event of disasters, Memorandum by the Secretariat. 이
보고서는 ‘재난 시 인간의 보호’(Protection of persons in the event of
disasters)라는 주제 연구를 위해 유엔 사무국이 2008년 사이에 작성하여 제
출한 보고서이다. 본 보고서는 네 가지 세부적 문서가 합쳐진 형태이다. 첫 번
째는

보고서(A/CN.4/590)

두

번째는

관련

용어집(glossary)

(A/CN.4/590/Add.1) 세 번째는 관련 양자·다자 조약 및 국제기구의 결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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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국제적인 보편조약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인도적 지원 규범 중 강성 규범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무력 분쟁을 전
제로 한 1949년 헤이그 및 제네바 협의를 제외하고는 매우 소수의 특정
분야나 지역별 협약이나 양자협약이 있을 뿐이다(권한용 2016, 115-146).
강성 규범을 뒷받침할 제도적 체계 역시 지역수준에서 행정적, 사법적 체
계를 갖춘 유럽연합만이 예외적으로 체계를 가지고 있다.40)
일반적으로 국가들이 주도하는 국제규범이 많은 경우 경성규범의 형식
을 갖추는 것과 달리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는 국가 주도의 규범도 의무와
권리를 보장하는 조약의 형식보다는 유엔, 선진 인도적 지원 공여국 협의
회과 같은 국제기구나 초국가적 네트워크 중심으로 한 결의안, 선언, 가이
드라인 등의 연성규범 형태로 발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
진인도적 지원 공여국 협의회는 공여국들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책방향
성을 자발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원칙에 합의한 결과이다. 에 이어 EU도
인도적 지원의 공동의 가치와 원칙을 지지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유럽
의합의(European Consensus on Humanitarian Aid)’를 2007년에 승인
하였다. 이어서 이같은 원칙과 기준들을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지침이 개발되었다.
다른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0년 대 중반 이후에는 다양한 층
위의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이 인도적 지원 규범의 발달을 이끌게 되었다
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변화이다. 국제기구와 주요 인도주의NGO들은 인
도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인도주의 원칙과 선언을 공표하고 이를 실제 인
도적 지원 프로그램에서 이행하기 위한 상세한 행위 규범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인도적 지원과 재난 대응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계도 인도적 지
원

규범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국제법학회(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는 2003년 재난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뿐 아니라 제3
국 및 국제기구들의 인도적 지원을 이행할 권리, 그리고 모든 국가들에 대
록(A/CN.4/Add.2) 네 번째는 단행본 및 소논문 목록 즉 참고문헌이다.
(A/CN.4/590/Add.3). (박기갑 2016. p.46. 재인용).
40) EU는 인도적 지원 이행을 위한 인도적 지원
Humanitarian Aid Office, ECHO)를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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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European

한 인도적 지원 의무를 규정하는 ‘인도적 지원에 관한 결의(Resolution:
Humanitarian Assistance)’를 채택한다.41) 이 결의안은 1989년 국제법
학회의 ‘인권보호와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 결의안 보다 진보된 주장을 담
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보호할 국가의 일차적 책임을 강조한 유엔
총회 결의안의 내용을 뛰어넘는 내용이다.
인도적 지원 관련 규범의 내용 측면에도 큰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21
세기 들어 확산되고 일부 확립된 인도적 지원 규범은 다양한 내용을 규정
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규범의 내용은 다음 두 갈래로 분류할 수 있다. 첫
째, 재난의 개념 정립 및 재난 대응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의 정립, 둘째,
인도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행위 규범 및 행위지
침의 발달이다. 이 두 갈래의 규범 내용에 관한 논의는 서로 다른 행위자
집단에 의해서 선도되고 규범화되어 왔다.
전자는 프랑스와 스웨덴 등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에 적극적인 공여국들
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42)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지원이 요구되는 조건인
‘재난’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고 해당 피해국의 대처 역량을 넘어서는 대형
재난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일관성 있는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재난
으로 발생된 인도적 위기의 영향으로 수 많은 사람의 생명과 삶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 그것이 자연재해에 의한 것이던 인위적 재난에 의한 것
이던 복합요인에 의한 재난이던 그 발생원인(origin of the event)을 구별
하지 않고 국제사회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는 주
장에 힘이 실렸다. 일각에서는 재난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한 권
리 의무관계를 보편적인 국제협약이나 국제재난법의 형태로 정비하여 국
제사회가 일관성 있게 대응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41)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Bruges Session-2003, Resolution:
‘Humanitarian

Assistance.

(http://www.ifrc.org/Docs/idrl/I318EN.pdf)

(검색일: 2017년 6월 30일)
42) 프랑스 정부는 1987년 ‘세계의 의사들’ 회의에서 채택된 ‘인도적 지원의 의무
와 이 지원에 대한 권리의 승인에 관한 결의’의 주장을 각국 정부에게 알리고
설득하여 이 결의안의 내용이 유엔 총회 결의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등 인
도적 지원 규범 확립에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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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ckman 2006, 129). 유엔이 2014년 국제법위원회에서 채택한 ‘재해
시 인간의 보호(Protection of Persons in the Event of Disasters)’에
는 이러한 주장들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이 보고서는 모든 재난 재해 상황
에 인도적 지원이 이행되어야 하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괄
적인 규범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43)
후자는 현장에서 인도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 규범으로 현실적인
지침 성격이 강하다. 재난 현장에서 인도적 지원을 실제로 이행하는 주요
국제기구와 인도주의NGO들은 공동으로 추구하는 인도적 가치와 인도적
지원의 방향을 담은 인도적 원칙 또는 선언을 주창하고 그 원칙을 이행하
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확산시켜 왔다. 국제적십자운동은 인도
적 지원 행위자들의 행동강령(rule of conduct)을 제시하였고 이후 행동
강령에서 발전한 ‘국제재해구조 및 초기회복지원의 국내적 촉진 및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IDRL Guidelines)을 제안하여 140 여 개국 정부와 적십
자 및 적신월사단체들의 승인을 받았다. 인도주의NGO들은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1997년 스피어 프로젝트(Sphere Project)를 통해서 실천적이고
기술적인(practical and technical) 지침으로써 인도적 지원을 이행하는
데 있어 달성해야 하는 최소기준(Sphere Standard)을 세웠다. 아울러 인
도주의 단체들은 스피어 프로젝트와 핵심 인도주의 기준 연맹(CHS
Alliance) 등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향점과 방향에 대해 인도주의 헌장(Humanitarian Charter)을 반포하고
핵심 인도적 지원 기준(Core Humanitarian Standard, CHS)에 합의했
다.
요컨대 규범의 형식과 범주는 그 규범을 선도한 행위자들과 이행의 대
상에 따라 상이하다. 아래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지원 규범이 그 행
위자 집단에 따라 각각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자세히 분석하겠다.

43) 국제법위원회의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이 담김.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ILC Report) (A/63/10), 2014, p.94, para.3과 p.323,
para.251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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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행위자들 주도의 인도적 지원 규범 강화 및 발전
(1) 재난 개념의 정립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재난과 관련한 수많은 양자 및 다자 조약이 체
결되기 시작하였다. 국제협약에서 재난의 개념은 1998년 체결된 템페르
협정(Tamper Convention)에서 제시한 정의가 지역적 다자협정 차원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다(권한용 2016, 118). 템페르 협정은 자연 재난과
인위적 재난을 포괄하여 재난의 개념과 범위 등에 대해서 다룬 중요한 지
역적 다자협정으로 꼽힌다. 템페르 협정은 1조 6항에서 재난을 다음과 같
이 정의한다.
재난은 우연한 자연적, 인위적 사고에 의해 또는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결과로 야기되는 사람들의 삶과 건강,
재산과 환경에 심대하고 폭넓은 위협을 가함으로써 사회 기능
에 심각한 붕괴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Disaster means a serious disruption of the functioning
of society, posing a significant, widespread threat to
human

life,

health,

property

or

the

environment,

whether caused by accident, nature, or human activity
and whether developing suddenly or as the result of
complex, long-term process.
재난의 개념이 정립되면서 국제사회는 재난을 관리하는 과정과 결과에
주목한다. 재난 대응의 과정은 사전에 예방하는 단계부터 재난 발생 시 긴
급 구호와 조기 복구,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난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
한 중장기적 계획과 개발과의 연계로 이어진다. 이 과정 전반에 걸쳐 재난
대응 활동이 치밀하게 계획되고 효과적으로 이행되어야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인도적 지원의 범주가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의 3단계로 확
대되고 재난의 원인과 결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된 배경이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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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행위자들은 공동의 가치를 천명하는 데에서 한 발 나아가 공동의 인도
주의 가치를 전제로 행위자들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테
이블에 올려놓게 되었다.
(2) 선진 인도적 지원 공여국 협의회
공여국 간의 비공식적 포럼인 선진인도적 지원 공여국 협의회는 2003년
스톡홀롬에서 열린 회의에서 ‘좋은 인도적 지원 공여 원칙 및 선례
(Principles and Good Practice of Good Humanitarian Donorship)’를
승인하였다. 선진인도적 지원 공여국 협의회는 본 네트워크의 목적을 ‘좋
은 인도적 지원 공여 원칙 및 선례’를 집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포럼이
라고 밝힌다. 2003년 17개국이었던 선진 인도적 지원 공여국 협의회 회원
국 숫자는 2018년 42개까지 증가했다.44). 대부분의 선진 인도적 지원 공
여국 협의회 회원국은 공식적인 공여국 네트워크인 OECD 국제개발협력위
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의 회원국과 대부
분 일치한다. 비슷한 시기에 OECD DAC 산하에 분쟁과 취약성 네트워크
(International Network on Conflicts and Fragility, 이하 INCAF)와 평
화구축과

국가설립을

위한

담화(International

Dialogue

on

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 등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하위 이
슈들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과 그룹이 만들어진 배경이다.
선진 인도적 지원 공여국 협의회는 공여국들 간의 자발적인 인도적 지
원 행위 규범이라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이다. 선진 인도적 지원 공여국 협
의회에서 제시한 원칙은 총 23개로 이루어져 있다. 목적과 정의(objective
and definition of Humanitarian Action)에서는 인도적 지원 목적과 4
대 인도적 가치 인류애,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을 추구함을 밝히고 식량,
물과 보건, 주거 및 건강 이슈 등에 지원할 것임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였
다. 그리고 아래 [표 3-7]과 같이 ‘좋은 인도적 지원 공여 원칙 및 선례’

44) 선진 인도적 지원 공여국 협의회
http://www.ghdinitiative.org/ghd/gns/about-us/about-ghd.html(검색일:
2018년 1월 22일).

- 78 -

중 7가지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s)을 밝히고 세부적으로 재정지원
(funding)과 책무성 이슈를 다룬다.

[표 3-7] ‘좋은 인도적 지원 공여 원칙 및 선례(Principles and Good
Practice of Good Humanitarian Donorship)’ 중 일반원칙(4조-10조)
항목

내용

4조

국제인도주의법, 난민법 그리고 인권법의 이행을 촉진하고 존중한다.

5조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인도적 위기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우선적인 책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인도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
한 우리 모두의 의무에 기초한 유연하고 적시성 있는 기금 모금
을 위해 노력한다.

6조

인도적 지원 기금은 필요와 필요측정에 기반하여 배분 한다.

7조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은 인도적 지원 활동의 계획,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전반에 걸쳐 피해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조

피해국가의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인도적 지원 파트너들과 효과적으
로 협력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난 예방, 재난대응 준비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9조

재난 피해자들이 지속가능한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인도적 지
원 활동은 초기의 구호활동에서 조기 복구와 개발로 전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도적 지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복구와 개발에 도
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10조

국제 인도적 지원 활동 과정에서 유엔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조
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적십자와 NGO들이 각각 특별하고 중대
한 자신의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려한다.

(출처: 선진 인도 지원 공여국 협의체 웹사이트 내용을 저자가 번역함. 참고:
http://www.ifrc.org/Docs/idrl/I267EN.pdf. 검색일: 2017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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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해 시 인간의 보호에 대한 유엔 논의
재난 발생 시 인간보호에 대한 규범은 유엔을 중심으로도 중요한 발전
을 보였다. 유엔은 각국 정부 및 관련 국제기구들과 함께 2008년에서
2014년까지 약 7년 여간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왔다. 그 결과 2014년 인
도적 지원과 관련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재해 시 인간의 보호
(Protection of Persons in the Event of Disasters)’를 발표하였다. 최
종 문건이 확정되기까지 국제법위원회(ILC)은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한 결
과를 ‘특별보고자의 사전보고(ILC Special Rapporteur, Preliminary
report on the protection of persons in the event of disaster)’ 형태
로 총회에 보고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정부 및 관련 기구의 의견
(comments)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범을 체계화 하였다.45) 아래
[표 3-8]은 유엔 국제법위원회 특별보고자의 사전보고(1차~7차) 내용을 간
략하게 요약한 것이다.
제1차 보고~제 4차 보고 문건은 피해 지역 정부에게 인도적 지원을 이
행할 일차적인 의무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불가능할 시 외부로부터의 지원
을 요청할 의무와 인도적 지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
다. 2014년 국제법위원회의 초안은 ‘재해'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데 그 범위 속에 무력충돌에 의한 재난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46)
이는

2003년

국제법학회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결의(Resolution:

Humanitarian Assistance)’와도 같은 취지이다. 국제법학회 결의와 더불
어 본 국제법위원회 초안은 전 세계 주요 법률문화권을 대표하는 학자들
의 견해가 종합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이 분야의 국제입법의 가이드라
45)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ttee. Sixtieth Session. 2008.
UN Doc. A/CN.4/598, paras 44-49 & 50-55.
http://legal.un.org/ilc/documentation/english/reports/a_63_10.pdf참고.
(검색일: 2017년 8월 7일)
46)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ttee. Sixty-sixth Session.
2014. p.94, para.4. http://legal.un.org/ilc/sessions/66/참고. (검색일:
2017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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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김석현 2015, 9).

[표 3-8] 유엔 국제법위원회 특별보고자의 사전보고(1차~7차) 내용
연도
2008년
60차 총회
2009년
61차 총회
2010년
62차 총회

문건
1차 보고
(UN Doc.
A/CN.4/598).
2차 보고
(UN Doc.
A/CN.4/615).
3차 보고
(UN Doc.
A/CN.4/629).

내용
재난의 개념과 분류, 인간보호의 개념

재난의 정의와 협조에 대한 기본의무
재난 대응 시 인도적 기본원칙, 즉,
중립성, 공정성, 인간성의 원칙을
내포한 재난대응의 인도적 원칙
지원 대응 시 재난국의 의무(Duty
of the affected State to seek
assistance)와 임의적으로 지원에
동의하지 않은 재난국에 대한
의무(Duty of the affected State
not to arbitrarily withhold
its consent)

2011년
63차 총회

4차 보고
(UN Doc.
A/CN.4/643).

2012년
64차 총회

5차 보고
(UN Doc.
A/CN.4/652).

협조(cooperate) 의무 및 원조 제공 조건

2013년
65차 총회

6차 보고
(UN Doc.
A/CN.4/662).

역사적으로 발전해 온 재난위험경감
(DRR)과 국제법 원칙으로서 예방,
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국가
수준의 정책과 법제도를 포함한 재난
의 예방, 경감 및 대응준비

2014년
66차 총회

7차 보고
(UN Doc.
A/CN.4/668).

사람과 재산의 구조의 보호 및 일반
적인 규정과 용어를 위한 프로포절

(출처: 유엔 총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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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타의 국가 행위자가 선도한 규범
그 외에도 이슈 별로 국가 간 또는 국가와 여타 행위자들 간 회의가 개
최되었다. 그 결과로 인도적 지원을 선도하는 국가들은 공동의 인도적 지
원 목표에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다. 인도적
지원의 범주가 재난의 예방으로 확대되면서 중요한 인도적 지원 아젠다
중 하나로 재난위험경감(Disaster Risk Reduction, DRR)이 부상했다.
2005년 일본 효고현에서 열린 제2차 재난감소를 위한 세계정상회의 결과
로 ‘2005-2015년 효고 행동강령: 국가 및 공동체의 재난에 대한 회복력
강화(Hyogo Framework for Action: Building the Resilience of
Nations and Communities to Disaster)’이 채택되었다.47) 이에 따라 국
가와 공동체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고 효고 행동강령을 채택한 각 정부는 국가 수준에서 이
를 이행할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에 합의했다. 효고 행동강령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5년에는

다시

‘재해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2015-2030(Sendai Framework for DRR 2015-2030)’가 후속조치를 위
해 채택되었다. 센다이 프레임워크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재난복구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재난경감
전략발표를 독려하였다.
국가행위자가 주도한 인도적 지원와 관련된 규범은 [표 3-9]와 같다.
[표

3-9]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규범은

오슬로

가이드라인(Oslo

Guidelines)이다. 인도적 지원 행위자의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유엔 OCHA
를 중심으로 2007년 ‘재난구호 시 외국 군대와 민방위 재원의 사용에 관
한 오슬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새로운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도 지속되었다.

[표 3-9] 국가가 주도한 인도적 지원 규범
협약

시기

내용

47) https://www.unisdr.org/we/coordinate/hfa (검색일: 2017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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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경감 및 구호를
위한 통신자원 제공에
핀란드 탐페레(Tampere)에서 열린 긴급
관한 탐페레 협약
통신에 관한 정부 간 회의에서 75개국
(Tampere
대표들에 의해 만장일치로 채택, 2005년
Convention on the 1998.
1월 8일 발효 (전문과 17개 조로 구성)
Provision of
6
재난 발생 시, 현장에 도착한 구호 인력
Telecommunication
의 활동 수행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Resources for
통신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
Disaster Mitigation
and Relief Operation)
2005-2015년 효고 행
재난 감소를 위한 세계정상회의(World
동강령: 국가 및 공동
Conference on Disaster Reduction)의
체의 재난에 대한 회
결과물
복력 강화
(전문, 본문 및 부속서 1개로 구성)
(Hyogo Framework 2005. 재난 피해 감소라는 목표를 위해 모든
for Action 2005-2015:
1
인도적 행위자들에게 요구되는 임무를
Building the Resilience
설명 · 구체화하려는 최초의 계획임.
of Nations and
2015년까지 재난에 대한 국가 및 공동체의
Communities to
회복력을 강화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Disasters)
피해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함
오슬로 가이드라인
(Oslo Guidelines)

재난 구호를 위해서 외국의 군대와 민방
2007 위대가 활동할 경우에 필요한 민군 협력
가이드라인

‘재해 시 인간의 보호
(Protection of Persons
in the Event of
Disasters)’

유엔 2014년 66차 총회에서 ILC 제 7차
초고가 보고됨. 피해 지역 정부에게 인도
2014 적 지원을 이행할 일차적인 의무를 인정
하면서 동시에 역량이 부족할 시 외부로
부터의 지원을 요청할 의무와 지원에 대
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함.

센 다이 프레 임 워크
(Sendai Framework
for DRR)

효고 행동강령 종료에 따른 후속 전략
2015
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3회 재난감소를
위한 유엔세계회의. 2015년 3월 14-18
2030
일 개최됨. 결과문서로 ‘센다이 재난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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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계획 2015-2030’를 채택, 재해경감
7대 목표, 4대 우선조치, 13개 지도원칙
을 발표함.
제1회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
(World Humanitarian
Summit)
(출처: 저자 작성)

약 180 여개 정부 포함 총 9,000 여 명
2016 참석.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
강화 및 규범 준수 촉구.

2) 국제기구 및 인도주의NGO들이 선도하는 인도적 지원 규범: 가치와
원칙 및 행위지침
국제기구 및 인도주의NGO 등 비국가 행위자들이 주도한 인도적 지원
규범은 인도주의 헌장(Humanitarian Charters)과 인도적 지원의 핵심기
준(CHS)과 같이 전반적인 가치규범과 원칙을 담은 형태부터 스피어의 최
소기준과 같이 실천적 지침을 제시하는 기준, 그리고 각 분야에서 다양하
게 발전한 가이드라인 등 여러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일관성
있는 틀에서 발전되었기 보다는 인도적 지원 권리와 의무, 행위자 간 협
력, 재난위험경감 등 이슈에 따라서 또는 보호, 교육, 식량과 식수, 위생
등 각 분야별로 파편적으로 발전해왔다.
규범이 파편적으로 발전해왔다는 것은 다양한 인도적 지원 네트워크가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수많은 ‘원칙’을 만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제시된 다양한 인도주의 원칙들이 근본적으로 서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지
만 용어의 혼란이나 현장에서의 원칙 적용에 혼선이 발생한다. 원칙이 규
정하는 내용의 층위가 일부는 가치나 목적에 가깝고 다른 일부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으로, 또 다른 일부는 행위지침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관성 있게 체계화 되어있기 보다는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
다. 또한 재난의 발생 원인, 재난 발생 국가나 지역의 자연 환경, 정치경
제적 수준, 지리적 접근성, 문화적 특수성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실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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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적용되는 접근과 방법이나 가이드라인의 세부내용이 일치하지 않
을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시간 순서에 따라 주요 인도적 지원 규범을 소개
하고 제5장에서 각 규범에서 의미하는 가치와 원칙과 세부규칙들을 분류
및 재해석하여 용어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여 공통적으로 준수된 규범적
가치와 원칙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1) 국제적십자 운동
인도적 지원의 가치지향적인 원칙과 행동규범, 세부 지침과 가이드라인
의 형성은 인도적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구호단체들과 국제기구들의
집합적인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인도적 지원 활동의 원칙과 행위지침
의 초석을 놓은 ‘재난구호 시 국제적십자 및 적신월사 활동 및 비정부기관
을 위한 행동강령’은 국제적십자사를 비롯하여 케어(Care International),
카리타스(Caritas), 옥스팜 등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는 초국적 NGO들의
합의로 1994년에 제시되었다.48)
이후 2000년대 들어서면서 500여 개 이상의 기관과 단체가 준수할 것
을 서명하면서 인도적 지원 현장에서 영향력을 확산하였다. 2007년 제30
차 국제적십자 운동 국제회의에서는 ‘국제재해구호 및 초기복구지원의 국
내적 촉진 및 규제 지침’(Domestic Facilitation and Regulation for
International

Disaster

Relief

and

Initial

Recovery

Assistance

Guidelines, IDRL)이 채택되었다. 본 문건은 각 국가의 재난대응을 위한
법과 정책, 대응 프로세스 등을 개선하기 위한 행위지침 성격을 띤다. 국
제재해구호 및 초기복구지원의 국내적 촉진 및 규제 지침은 인도적 지원
을 제공하는 국제기구, 국가 등의 의무를 규정한 후, 조기 경보 및 준비,
국제재해구조 및 초기회복지원의 개시 및 종료의 방식 및 조건 그리고 이
와 관련된 재해발생지국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재해구호 및 초기복구지원의 국내적 촉진 및 규제 지침은 피해 지

48) 재난구호 시 국제적십자 및 적신월사 활동 및 비정부기관을 위한 행동강령
https://www.icrc.org/eng/resources/documents/article/other/code-of-co
nduct-290296.htm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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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정부가 재난대응에 있어 일차적 책임과 의무를 갖는 동시에 조정 및
규제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는 점에 동의한다는 점에서 유엔과 관
점을 같이한다. 또한 본 문건은 지원요원들에게 인도적 활동의 수행을 위
한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3국인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이 피해
지역에 접근하기 위해 통과하는 주변국들에 대한 의무를 부과한다. 국제재
해구호 및 초기복구지원의 국내적 촉진 및 규제지침이 규정한 인도주의
행위자와 피해국 및 주변국의 의무와 관련한 내용은 2007년 논의를 시작
하여

2014년에

최종안이

발표되는

유엔의

‘재해

시

인간의

보호

(Protection of Persons in the Event of Disasters)’의 권리의무 내용
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이 점을 미루어봤을 때 본 문건이 유엔 국제법위원
회 논의에 영향을 미쳤음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적십자 운동은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에 ‘무력충돌’을 제외하고 있으나 일반적 재해 시에
있어서의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상세히 다룸으로써 이 분야
의 법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된다(권한용 2016). 본 문건
은 140 여 개국 정부와 적십자 및 적신월 단체들로부터 승인 받았다. 국
제재해구호 및 초기복구지원의 국내적 촉진 및 규제 지침이 발표된 지 4
년 후인 2011년 제31차 국제적십자 운동 회의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대형
재난 대비를 위한 국제재해구호 및 초기복구지원의 국내적 촉진 및 규제
지침 이행상황을 보고받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음을 밝혔다. 더 나아가 이
행지침을 용이하게 적용하기 위한 지침서를 소개한다.49)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국제재해구호 및 초기복구지원의 국내적 촉진 및 규제 지침과 같
은 연성규범 형태의 인도적 지원 규범이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동시
에 행위 지침이 평가의 지표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스피어 프로젝트(Sphere Project)
인도주의NGO들이 인도적 지원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세운
49) Model Act for the Facilitation and Regulation of International
Disaster Relief and Initial Recovery Assistance.
(http://www.ifrc.org/PageFiles/41203/annotations.pdf) (검색일: 2017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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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규범 및 이행규칙으로 가장 많은 행위자들이 현장에서 준수하는 규
범과 적용 기준은 스피어 프로젝트(Sphere Project)에서 제시한 것이
다.50) 스피어 프로젝트는 국제사회가 재난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의 적합한 행위 기준을 제정하고 촉진하고자 1997년
시작된 이니셔티브이다. 스피어 프로젝트는 인도적 대응에 있어 활동의 질
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도주의 헌장(Humanitarian Charter)을
제정하였다. 인도주의 헌장은 재난 피해자들의 권리를 반영하는 국제법률
과

윤리원칙

보호원칙(Protection

Principles)과

핵심기준(Core

Standards)을 담고 있다.
이어서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이 스피어의 보호원칙과 핵심기준을 현장
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네 가지 분야에서 최소기준(Minimum Standard)
을 설정하였다. 이 과정에 국제적십자 운동과 수십 개의 주요 인도주의
NGO들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 활동 현장에서 이 최소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현장에서
행위자들이 적용하기에 유용한 핸드북(Handbook)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인도적 활동 관계자들 간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인도적 대응의 최소기
준은 첫째, 급수,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 증진, 둘째, 식량안보 및 영양; 주
거지, 셋째, 정착촌 및 비식량 물자, 넷째 보건활동 분야에서 각각 마련되
었다.
2011년 공식적으로 발표된 ‘인도적 헌장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한 최소기
준(Humanitarian Charter and Minimum Standard in Humanitarian
Response)’은 모든 인도적 대응 활동의 길라잡이로서 피해자의 권리에 기
반하여 모든 인도적 기관 사이에 공유된 공통원칙, 권리, 의무, 재난 지역
에서 활동하는 단체의 책무성의 중요성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취합하였
다. 분쟁 및 재난 상황 시 피해자들이 공통으로 직면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효과적인 이행 과정 및 접근
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을 설명한다. 이렇게 수립된 원칙, 행동규범, 가이

50) Sphere Project 참고 (http://www.sphereproject.org/) (검색일: 2017년 5
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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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인과 세부지침은 현장에서 공여국과 기구, 단체 등 다양한 인도적 지
원 분야의 행위자들의 협업과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주요 인도주의
원칙과 가이드라인은 영국,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와 일본 등 인도적 지
원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일부 공여국들의 인도적 지원 정책에 명
시되어 있다.51)
(3) 평화를 위한 지역역량 강화 프로젝트(DO NO HARM 프로젝트)52)
스피어 프로젝트와 함께 인도주의NGO들을 중심으로 국제 인도적 지원
공동체에 중요한 규범으로 확립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는 ‘해를 끼치
지 않기(Do No Harm, 이하 DNH)’원칙이다. ‘해를 끼치지 않기(Do No
Harm)’ 원칙은 1990년대 초반 분쟁지역에서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방안
을 연구하기 위해 개발을 위한 협력 캠브릿지 팀(Collaborative for
Development Action in Cambridge, Massachusetts)을 비롯한 인도주
의NGO들이 미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등 공여국의 공여기관53) 및 국제
기구와 함께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진행했던 평화를 위한 지역역량 강화
프로젝트(Local Capacities for Peace Project)에서 시작되었다. 이 프로
51) 일본: http://www.mofa.go.jp/policy/emergency/index.html; 스위스:
https://www.eda.admin.ch/content/dam/deza/en/documents/Publikatio
nen/Diverses/219050-multilateral-aid-concept_EN.pdf;

영국:

https://www.gov.uk/government/policies/humanitarian-emergencies;
오스트레일리아:
http://dfat.gov.au/about-us/publications/Documents/2011-humanitaria
n-action-policy-implementation-plan.pdf (검색일: 2016년 11월 3일)
52) 정식 명칭은 LOCAL CAPACITIES FOR PEACE PROJECT 프로젝트이나 Do
No Harm 원칙이 상징성을 가지게 되면서 Do No Harm 프로젝트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프로젝트 소개 참고.
http://cdacollaborative.org/wordpress/wp-content/uploads/2016/02/Do
-No-Harm-Project-Trainers-Manual-Background-and-History-of-the-D
o-No-Harm-Project.pdf
53) DNH 프로젝트에 참여한 공여국 원조기관은 DANIDA, Sida, CIDA,
UNHCR, DHA, OCHA, German EED, Foreign Ministry of Norway, OFDA
of USAID, DEZ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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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는 분쟁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이 종종 정치적·군사적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분쟁지역에
지원 경험이 있는 여러 인도주의NGO들은 각기 다른 사회적, 정치적, 군사
적, 지역적 맥락에서 벌어진 14개 분쟁 지역에서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했던 기관과 단체들의 경험 사례를 취합하여 인도적 지원과 분쟁 사
이에 매우 명백한 패턴을 확인하였다.
해를 끼치지 말라(Do No Harm, 이하 DNH) 프로젝트는 이를 바탕으로
총 100여 개 단체, 75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23회의 피드백 워크샵을
통해 1997년 DNH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떻게 원조가 평화
또는 전재에 기여하는가- Do No Harm’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 2000년
에는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돕기 위해 매뉴얼 형식의 “갈등 지역에서의 원
조 옵션- 현장 경험으로부터의 교훈(Options For Aid in Conflict:
Lessons from Field Experience)”이 발간되었다. 독일 기술협력공사
(GTZ) 및 독일연방경제협력개발부,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 미국
국제개발처의

해외재난원조국

등

공여국과

옥스팜,

월드비전(World

Vision) 등을 비롯한 국제인도주의NGO들은 DNH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가
이드 소책자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이들의 노력으로
빠른 시간 안에 국제 인도주의 공동체의 규범으로 확산되었다(Marshall
Wallace 2002, 480-489).

[표 3-10] Do No Harm 원칙의 7 단계이행 방안(implementation tool)
단계

이행 사항

1 단계

갈등을 분석하고 맥락을 이해하라

2 단계

긴장의 원인과 갈등 유발하는 그룹을 분석하라

3 단계

LCPs와 중재자를 분석하라

4 단계

지원 프로젝트 내용을 밝히라

5 단계

Resource Transfers (RTs)와 Implicit Ethical Messages (IEMs)를
이용하여 갈등의 맥락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분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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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계

프로그램 옵션을 만들어내라 – 갈등을 유발하는 그룹의 영향
력을 약화시키고 중재자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당신의
프로그램이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을 의도하는지 가능한
최대한 많은 옵션을 제시하라.

7 단계

옵션들을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다시 디자인하라

(출처: 스피어 프로젝트 웹사이트를 참고로 저저가 작성함.
http://www.sphereproject.org/ 참고)

[표 3-10]에서 보여주는 DNH 원칙의 7단계 이행방안은 분쟁을 전제로
갈등이 인도적 지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분쟁 시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DNH원칙은 기존의 갈등구조를 이해하는 것으로 1단계를 시작한다. 그러
나 인도적 지원이 많은 경우 피해 지역의 정치적·경제적 안정성, 사회문화
적 특성, 종교, 기후, 자연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이고 동일한 방
법의 물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행되는 것에 대한 비효율성이 지적되면
서 분쟁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DNH은 최근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인도적 지원 행위자에게 수용되는 규범이 되었고 마침내 국제사
회에서 개발원조 및 인도적 지원의 두 축인 유엔과 OECD DAC이 명실
공히 인정하고 적용하는 규범으로 정립되었다.
유엔 OCHA의 보호 클러스터(Protection cluster)는 DNH 원칙을 인도
적 지원 활동의 근본적인 규범으로 확립하여 유엔 OCHA 클러스터에 참
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이 준수하도록 요구하였다.54) 국제개발원조 공여국
들 간의 포럼인 OECD DAC는 2008년 인도적 문제를 포함한 분쟁과 취약
성 클러스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갈등과 취약성에 관한 국제 네트워크
(International Network on Conflict and Fragility, INCAF)를 구성하였
다.55) 갈등과 취약성에 관한 국제 네트워크는 분쟁과 국가의 취약성이 일
54) DNH 원칙 준수에 관한 보호클러스터의 논의는 보호클러스터 회의록을 참고.
http://www.globalprotectioncluster.org/en/tools-and-guidance/essentia
l-protection-guidance-and-tools.html (검색일: 2017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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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키는 인도적 문제에 주목하면서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인권을 보장하고
인도적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국가건설(state-building)을 지원하는 공여
국들의 지원 프로그램에 역시 DNH원칙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것을 주
문하였다.56) DNH원칙을 직접 적용한 기관 및 단체는 아래 [표 3-1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다.

[표 3-11] DNH 원칙을 적용한 대표적 사례
행위자

1

2

3

4

독일 기술
협력공사
(GTZ),
독일연방
경제협력
개 발 부 ,
(FRCS)

프로젝트/발간물

내용

GTZ-FRCS project
독일정부와 인도주의NGO 협력
team:
으로 가이드소책자 발간 및 프
Practitioner’s guide
로젝트에 적용
– Do No Harm

The learning
process of the
옥스팜
Local Capacities
for Peace Project
OFDA Guidance
미국
for Disaster
국제개발처 Planning and
Response FY2011
스웨덴 국
Conflict sensitivity
제개발협
in programme
력
청
management
(SIDA)

현장에서 DNH 이행을 돕기
위한 발간
https://www.usaid.gov/sites
/default/files/documents/18
66/251mac.pdf
The Peace and Conflict
Tool Box
(http://cdacollaborative.org
/wordpress/wp-content/upl

55) 유엔 뿐 아니라 OECD DAC에 속한 분쟁과 취약성에 관한 국제 네트워크는
DHN을 취약국과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국가 및 지역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인정한다.
https://www.oecd.org/dac/governance-peace/publications/INCAF%20fa
ctsheet.pdf 참고. (검색일: 2016년 12월 12일)
56) OECD. (2010) Conflict and Fragility: Do No Harm. INTERNATIONAL
SUPPORT FOR STATE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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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ds/2016/01/The-Do-NoHarm-Chain-Linking-Analys
is-to-Action-using-both-Do
-No-Harm-Frameworks.pdf)
5

OECD/
INCAF

Conflict and
fragility: Do No Harm

(출처: 저자 작성)

(4) 행위자 간 파트너십 관련 규범 발전: 글로벌 인도주의 플랫폼
지금까지 살펴본 적십자운동의 행동강령이나 스피어 인도주의 헌장 및
인도적 지원 및 대응의 최소기준, DNH원칙 등에서 제시하는 규범의 내용
은 공여자인 인도적 지원 행위자가 인도적 지원 활동을 이행할 때 수혜자
인 피해 주민과 지역, 피해국에 대한 태도와 접근방식에 관한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발달한 인도적 지원 규범의 다른 한 축은 공여자들, 즉 인
도적 지원 행위자들 간에 관계에 대한 규범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인도적 지원의 전 과정은 매우 다른 분야의 활
동이 뒤섞여있는 복잡한 과정이다. 참여 행위자들의 숫자도 크게 증가하여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수십 여 개의 공여국과 국제기구, 수백 여 개의
인도주의NGO가 참여한다. 최근에는 기업과 재단, 개인이 새로운 행위자로
부상하였다. 이 같이 행위자들이 다양화되면서 이질적인 집단 간의 협력이
어떻게 조직되고 이행되는지, 행위자들이 공동 목표와 이행 방안에 동의하
는 데 무엇이 기준이 되는지 등이 중요한 아젠다로 떠올랐다. 이러한 맥락
에서 2000년대 중후반 이후로는 행위자들 간의 파트너십에 관한 규범들이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인다.
2006년에 개최된 ‘유엔과 유엔 외 인도적 기관 간 대화(UN and
Non-UN Dialogue on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Humanitarian
Action)’는 파트너십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와 관점을 조정하여 공동의 개
념을 확립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었다. 행위자 간의 강력한 파트너십은 인
도적 지원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절대적인 요소이다. 이 회의에서 글로
벌 인도주의 플랫폼(Global Humanitarian Platform) 창립이 결정되었다.
40여 개의 인도주의NGO와 적십자운동, 그리고 유엔기관들은 2007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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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인도주의 플랫폼을 통해 초국가 수준에서부터 현장 수준에 이르기까
지 각 수준에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인도주의 플랫
폼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인도적 대응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도주의 플랫폼은 논의의 결과 문서인 ‘파트너십 원칙(Principles
of Partnership)’ 문건을 통해 행위자들 간의 파트너십 개념을 공유하고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강화를 주장하였다.
행위자들 간의 수평적인 파트너십 논의는 공여자와 지원 대상인 피해국,
그리고 피해 주민들과의 수평적 파트너십 수립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논
의의 흐름은 책무성(accountability) 이슈까지 연계된다. 이전까지는 인도
적 지원 행위자들이 재정지원자(funder)들에게 갖는 책무성이 중요시된
반면 이제는 지원을 받는 대상에 대한 책무성이 더불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이같은 논의는 인도적 지원 활동에서 책무성을 위한 학습 네
트워크(Active

Learning

Network

for

Accountability

and

Performance in Humanitarian Action, ALNAP)57) 및 인도주의 책무성
파트너십(Humanitarian Accountability Partnership, HAP)58) 등의 네
트워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5) ‘핵심 인도주의 기준(Core Humanitarian Standard)
57) ALNAP는 인도주의NGO, 유엔, 적십자운동, 공여국과 학계가 참여하고 있는
1997년에 설립된 개발원조 행위자들의 네트워크로 인도주의 분야에서 책무성
연구와 프로그램 평가 등에 초점을 맞춘다. 영국의 ODI가 사무국을 맡고 있
다. (https://www.alnap.org/about) (검색일: 2017년 10월 22일)
58)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은 책무성 원칙과 관련하여 인도적 지원 활동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자기 규제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Humanitarian
Accountability Partnership(HAP)이라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이
네트워크는 행위자들 간의 파트너십과 책무성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행위자들이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워크북을

2007년 처음 발간한 이후 변화하는 인도적 지원 활동 환경을

반영하여 2010년과 2014년에 계속하여 개정판을 발간하고 있다.
(https://www.dpnet.org.np/docs/presentationManagement/832177672f2c
e68d17cd96abdfe7d4e1.pdf)

- 93 -

인도적 지원의 범주가 확대되고 행위자들이 다양해짐에 따라 인도적 지
원 규범은 분야별로 전문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분야 별로 논의되는 다양
한 행위 규범과 파트너십, 책무성과 같이 새로운 분야의 규범 역시 인류
애, 공정성, 독립성과 같은 인도적 지원의 기본원칙에 뿌리하고 있다. 일
부 규범 논의는 기존의 인도적 지원 규범들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명
시적으로 밝히기도 한다.59) 주요 네트워크 등에 참여하는 행위자들도 서
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다양한 규범이 파편적으로 축적되자 주
요 인도주의NGO들을 중심으로 규범을 망라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2014년에는 각각 인도적 지원의 세부 분야에 대한 기준과 원칙에 대한 논
의를 진행해 온 세 개의 네트워크인 핵심 인도주의 기준 연맹, 그룹
URD(Group Urgence-Réhabilitation-Dévelopement), 스피어가 공동으
로 ‘핵심 인도주의 기준(Core Humanitarian Standard, CHS)’60)을 묶어
내기에 이르렀다.61)
다른 한 편으로는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기 위한
프로세스도

시작되었다.

2016년

개최된

세계인도주의정상회의(World

Humanitarian Summit)는 전통적 인도주의 행위자 뿐 아니라 새로운 행
위자를 포함하여 다층위적인 행위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인도적 지원의
주요 아젠다를 놓고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상징적

59) 인도주의 책무성 파트너십 네트워크는 2010년 인도주의 책무성에 대한 기준
규범을 발간하면서 본 규범이 인도주의 원칙에 기반 함을 밝혔다. HAP
standard in accountability and quality management 참고.
https://www.chsalliance.org/files/files/Resources/Standards/2010-hapstandard-in-accountability.pdf) (검색일: 2017년 11월 15일)
60) 핵심인도주의기준(CHS)는 인도적 지원 관련 국제기구와 NGO,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기존에 제시된 여러 가지 원칙을 하나로 묶어서 공통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Core Humanitarian Standard on
Quality and Accountability 참고.
(https://corehumanitarianstandard.org/files/files/Core%20Humanitaria
n%20Standard%20-%20English.pdf) (검색일: 2017년 11월 15일)
61) Group Urgence-Réhabilitation-Développement 웹사이트.
https://www.urd.org/The-association (검색일: 2017년 6월 2일)

- 94 -

인 의미가 있다. ICVA는 인도적 지원에 참여하는 인도주의NGO들의 의견
을 모으기 위해 사전 지역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지역 워크샵에서는 인도
주의 원칙(Humanitarian Principles)과 변화하는 인도주의 맥락에서의 행
동강령(Codes of Conduct), 파트너십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최초
로 개최된 제1회 세계인도주의정상회의는 이질적이고 인도적 지원 행위자
들을 한 데 모은 하나의 장으로서 인도적 지원의 원칙과 행위지침들이 논
의되었다. 그렇지만 강제력이 부여되는 어떤 형태의 결과물도 내놓지 못한
채 마무리되어 관련 규범의 준수 여부는 여전히 행위자들의 자발성에 맡
겨져 있다.
(6) 주요 인도적 지원 행동 규범 및 지침
그 외에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치적 의사결정과 정책주창 기능을 담당
하는 IASC는 전문가 집단과 국제기구, 인도주의NGO등의 참여로 클러스
터별로 가이드라인을 발간해왔다.62)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는 개별 국제
기구가 해당 분야에서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한 지침을 세우기도 한다.
위에서 소개한 행동 규범 및 지침을 정리하면 [표 3-12]와 같다.

62) IASC는 클러스터(category)별로 인도적 지원 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지침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음. 각 클러스터별로
발간된 가이드라인 수는(괄호 안) 다음과 같음: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12), Consolidated Appeals Process (CAP)(6),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5), Preparedness and Contingency
Planning(5), Use of Military and Civil Defense Assets(5), Gender(4),
Humanitarian Coordination(4), Evaluations(3), HIV/AIDS(3), Human
Rights(3), Natural Disasters(3), Needs Assessment(3), Climate
Change(2), Cluster Approach (2), Information Management(2), SAFE(2),
Sanctions(2), Staff Security(2), Gender-based violence(1), IASC
Statements (1). 참고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ite/search/guidelines?f%5B
0%5D=bundle%3Aoa_wiki_page&f%5B1%5D=im_field_document_type%3A
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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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주요 인도적 지원 행동 규범 및 지침
행동 규범 및 지침

연도

참여 기구 및 단체/비고

국제적십자사 및 적신월사
(ICRC/IFRC)
‘재난구호 시 국제적십자
및 적신월사 활동 및 비정
부기관을 위한 행동강령’

1994

-국제적십자사, 케어(Care), 카리
타스(Caritas), 옥스팜, 세이브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 등 8
개 단체의 합의로 제시
-512개 단체가 서명함(2012년)

평화를 위한 지역역량강화
프로젝트
(The Do No Harm)

2004

개발을 위한 협력 캠브릿지 팀
(CDA)

국제적십자사 및 적신월사
(ICRC/IFRC)
국제 재해 구호 및 초기
복구 지원의 국내적 촉진
및 규제 지침

2007

-국가들과 적십자 및 적신월회가
제30회 국제 적십자 및 적신월회
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총 5개 부, 24개 지침으로 구성
-재난 대비 법률 및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들에게 제
시하는 권고

파트너십
원칙(Principles
of
유엔과 유엔 외 인도적 기 2006.
Partnership): 파트너십에 대한
관 간 대화
7.12-13
공동 개념 공유
글로벌 인도주의 플랫폼
(Global Humanitarian
Platform)
인도적 책무 파트너십
(Humanitarian
Accountability
Partnership, HAP)
스피어의 인도주의 헌장과 인
도적 대응을 위한 최소기준
핵심 인도적 지원 기준

2007.
7.

협력원칙 및 이행약정서에 합의함

2007
이후~

지속적인 책무성과 파트너십 논
의(2007년, 2010년, 2014년)

2008년
초판
2014

-스피어 프로젝트 주도로 현장에
서 가장 넓게 확산됨
-2011년 제4차 개정판 발간
-CHS 연맹, 그룹 URD, 스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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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카포드(CAFOD),
그리스천에이드( ChristianAid)
등 NGO와 오스트레일리아,
덴마크, 독일, 스위스, 영국 등
원조기관들이 지원 및 참여함

(Core Humanitarian
Standard, CHS)

세계인도주의정상회의
(World Humanitarian
Summit)

2016

IASC 가이드라인

19952017

총 78개의 클러스터별 가이드라
인 발간함 (2017년 11월 기준)

(출처: 저자 작성)

4. 소결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지원 규범은 매우 다양한 행위
자에 의해서 서로 다른 형식과 층위로 전문화되고 확산되어왔다. 인도적
지원 규범이 발전된 방향을 요약하자면 첫째, 인도적 가치를 지향하는 규
범과 지원활동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제고하기 위한 규범으로 분류할
수 있다. 초기 규범 논의는 인도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례와 대상의 범
주를 확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지원을 받는 주민들의 권리와 지원해야
할 국제공동체의 의무관계를 명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국제 인도주의
공동체는 인도적 위기의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인도적 위기의 수준에 초
점을 맞추어 모든 종류의 심각한 인도적 위기가 발생할 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접근했다.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지원이 이웃나라
의 선의와 종교적 도덕적 신념으로 베풀어지는 무엇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로 규정되는 규범체계가 확립되면서 인도적 지원 행위자는 규범적 또
는 이론적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이행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행위자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이행하
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은 피해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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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적 지원 규범은 이후로 피해 지역 모든 사람들이 차별
받지 않고 인도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피해자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 필요에 근거해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공여자와 피해국
정부 및 주민들과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설정하고 협력의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행위자들 간의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
었다.
인도적 지원 활동의 효과성(effectiveness)과 포용성 등 규범적 제고를
위한 협력은 주로 모금과 긴급구호 활동을 담당하는 공여국들보다는 재난
현장에서 중장기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피해자들과의 접촉면이
상대적으로 넓은 국제기구와 비국가행위자들에게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제3장 제1절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국제기구와 비국가 행위자들을 중심
으로 확립되어온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규범들은 대부분 강제성이 부과되
지 않은 연성규범 형태이다. 그 중 대부분의 행위 규범과 지침들은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할 때 참고하라는 국제적인 권고 수준인 가이드라인이다. 국
제사회에서 강제력이 없는 규범과 행위지침의 영향력과 중요도는 사실상
현장에서 행위자들이 얼마나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도적 지원 활동을
이행하는지 그 정도에 따라 평가될 것이다(권한용 2016, 124). 행위자들의
규범의 준수 여부는 제5장에서 네팔 사례를 통해 자세히 분석할 것이다.
다음 제2절 공동의 인도적 지원 가치 개념 및 주요 원칙 도출은 제1절
에서 살펴본 다양한 층위의 인도적 지원 규범 중 행위자들에게 가장 폭넓
게 승인된 규범에서 공동의 가치 개념을 도출한다. 그리고 다시 이 가치
개념을 뿌리로 한 공통되는 원칙과 기준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더불어 이
원칙과 기준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제시된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네팔 사례 분석에 앞서 규범의 발전 흐름과 병행하여 인도
적 지원 거버넌스의 제도적 발전을 자세하게 검토한다. 인도적 지원 규범
은 인권 등의 다른 국제규범과 달리 피해를 유발하는 요인 또는 가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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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구제하는 행위자가 다르다. 따라서 인도적 위기에서 피해자를 구제하
거나 피해를 복구하는 행위자에게 특정한 가치와 규범, 규율과 지침에 따
르라고 비난하거나 강제하기 어려운 독특한 성격을 띤다. 규범을 선도하는
규범선도자가 다른 행위자들에게 규범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설득과 학
습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인도적 지원 규범이 확립되는 경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범을 선도하는 행위자들이 다른 행위자들과 의사소통
을 하고 설득을 통해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간이 확보이다. 다음
절에서는 제도적 발전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고 네팔 지진 대응 당
시 유엔 OCHA와 행위자들의 협력 체계 구성을 살펴봄으로서 규범의 준
수가 어떤 제도적 틀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분석한다.

제 2 절 공동의 인도적 지원 가치 개념 및 주요 원칙 도
출

제1절에서 상세히 기술한 바와 같이 인도적 지원의 원칙과 가치, 실행
을 위한 가이드라인들은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이행을 맡는
기구와 단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면서 형식과 용어 등에 있어
서 통일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규율의 대상은 물론, 이를 규범으로 승인한
주체 역시 상이하며, 규범과 지침의 층위와 범주도 추상적인 가치 개념부
터 실용적인 기준에 이르기까지 모두 제각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행위자들로부터 승인받고 국제인도적 지원 공동체에서 기준으로 역할을
하는 원칙과 지침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찾아
낼 수 있다. 제2절에서는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주요 규범과 원칙으로서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 사이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진 원칙과 헌장 등을 바
탕으로 공동의 가치 그리고 이 가치 개념과 원칙을 재난 현장에 적용하여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행위 규범에 대한 지침을 담은 가이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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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있는지 검토한다.

1. 인도주의 4대 원칙
인도적 지원의 규범은 근본적으로 전통적인 ‘인도주의 4대 원칙’에서 확
장 또는 심화되어 왔다. 전통적인 ‘인도주의 4대 원칙’이란 적십자의 활동
방향을 제시해 줄 기본원칙으로서 1921년 제10차 국제적십자회의에서 결
의된 규범이다. 인도주의 4대 원칙은 오랜 기간 동안 인도적 지원 활동의
보편적인 기본 원칙으로 국가와 국제기구, 인도주의NGO들에게 존중받았
다. 1990년대에 마침내 유엔 총회결의로 공식적인 국제 규범으로서 승인
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전통적 인도주의 4대 원칙 중에서도 인류애는 가
장 핵심적인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63) 앞서 제1절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인도주의 국제법과 관련 조약 그리고 유엔 결의안은 인도적 지원을 국제
사회가 호혜적인 입장에서 베푸는 선의가 아닌, 인도적 위기 상황에 있는
피해자들이 지니고 있는 생명과 존엄한 삶에 대한 권리 보장 수단으로 해
석해 왔다.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인도적 지원에서도 국제법 체계 안에서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왔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한 삶은 바로 인류애 개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인
류애 가치는 그 자체로 곧 인도적 지원의 근본적인 목적이자 정당성을 확
보하는 근간이 된다. 반면 공평성과 독립성 원칙은 전쟁이나 무력 갈등에
의한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방해받
지 않고 원래의 목적에 맞게 이행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치이다.
이런 맥락에서 무력 갈등 또는 정치적 대립을 전제하기보다는 포괄적인
재난 재해 상황을 전제로 하는 추후의 인도적 지원 가치 원칙들은 중립성
이나 독립성을 원칙을 여전히 존중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63) 인도주의 4대 원칙은 원칙(principle)이라고 명명되었지만 의미상 가치 개념
에 가깝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4대 원칙의 내용을 가치 개념으로 그리고 4대
원칙에서 파생되는 하위 단위의 다양한 원칙을 ‘원칙’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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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요 원칙들이 파생된 것은 아니다. 다만 공평성 개념은 전통적인 4
대 원칙 내에서는 중립성, 독립성이 강조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무력 갈등
시 인도적 지원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로 이해할 수 있으나 여
기에서 ‘필요 기반(needs based)’ 원칙이 파생되어 추후 인도적 지원의
핵심 가치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먼저 전통적인 인도주의 4대 원칙의 의
미와 이에 따른 행위 규범은 아래의 [표 3-13]과 같다.
[표 3-13] 인도주의 4대 원칙의 의미와 이에 따른 행위 규범
인도주의
4대 원칙
인류애(humanity)

중립성(Neutrality)

의미

행위 규범

생명 및
존엄성 보호

인도적 지원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
중하고 보장하며 고통 받고 있는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함

일방적인
호의배제

인도적 지원은 적대행위 상황에서 어
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으며 어떤 경
우에도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이념
적 성격을 띤 논쟁에 개입 하지 않음.

공평성(Impartiality)

인종, 종교의
인도적 지원은 오직 필요(needs)에
차별이 없는
따라 이루어짐.
지원

독립성
(Independence)

정치경제,
인도적 지원은 정치, 경제, 군사적
군사적
목적이나 이익에 관계없이 자율적
상황과
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짐
독립된 지원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웹사이트.
http://humanitarian.koica.go.kr/c1/sub2.jsp)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그 활동의 범주가 확산되면서 자연스
럽게 전통적인 인도주의 개념들, 특히 4대 원칙 중 핵심가치인 인류애를
바탕으로 규범적 가치와 인도적 지원 원칙이 확장되었다. 이를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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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기 위한 행위지침들 역시 분야별로 세분화되고 전문적으로 발달되
었다. 이 절에서는 인도주의 4대 원칙에서 파생되고 확장된 핵심적인 인
도적 지원 규범적 가치와 원칙들 가운데 가장 주요한 것을 선별하여 어떤
공동의 가치 개념과 원칙을 공유하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2. 인도주의 4대 원칙에서 파생된 주요 원칙과 기준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은 인도적 지원 본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행하
고 인도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규범을 헌장, 행동강령, 지침 및 가이드
라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시해 왔다. 국가, 국제기구, 인도주의NGO 등
서로 다른 층위의 행위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인도적 지원의 규범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도적 지원 공동체 내에서 폭넓게 승인
된 주요 원칙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주요 원칙은 다수의 주요 행위자들이
참여하여 형성하였거나 추후에 승인한 것으로 대부분 이후에 여타의 규범
프레임워크에서나 관련 분야의 세부 가이드라인 등에서 반복되거나 인용
되는 원칙들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먼저 인도적 지원 공동체
에서 폭넓게 승인된 주요 인도적 지원 원칙과 기준들을 찾아서 공통적으
로 포함되는 규범적 가치들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그리고 다시 이 가치들
이 현장에서 어떤 기준 및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되어 적용되는지 추적함으
로써 규범의 역할을 명확히 설명하려 한다.
제3장에서는 인도적 지원 규범을 검토하며 인도적 지원 공동체에서 폭
넓게 승인 받은 규범은 행위자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표 3-9]가 보여주
듯이 국가 행위자들의 주도로 형성된 규범은 템페레 조약이나 오슬로 가
이드라인, 재해 시 인간의 보호 결의안 등에 나타나듯 인도적 지원이 원활
히 이루어지기 위해 피해국, 공여국, 이웃국가 등에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
용이다. 센다이 프레임워크와 효고 프레임워크는 재난위험경감(DRR)을 위
한 개별 국가의 계획과 이행을 독려한다.
반면 [표 3-12] 주요 인도적 지원 행동 규범 및 지침은 인도적 지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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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지원 활동의 대부분을 실제로 담당하는 국제기구들과 인도주의
NGO들이 선도하여 수립한 인도적 지원 원칙과 지침들이다. 국제적십자사
의 ‘국제적십자운동의 재난구호 시 국제적십자 및 적신월사 활동 및 비정
부기관을 위한 행동강령’과 스피어의 ‘인도주의 헌장’ 및 최소기준 그리고
핵심 인도주의 기준 연맹의 ‘인도적 지원의 핵심 기준’ 등은 각각 국제 인
도주의 공동체에서 폭넓게 승인된 원칙과 기준들이다. 대부분 인도적 지원
이

지향하는

목적을

위한

상위

수준의

행위

기준(standards

of

behaviour)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스피어의 최소기준은 인도적 지
원 활동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술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인도적 지원이 지향하는 목적을 위한 상위 수준의 행위 기준(standards
of behaviour)을 담고 있는 주요 원칙들을 아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
다.
첫 번째로 국제적십자사의 ‘국제적십자운동의 재난구호 시 국제적십자
및 적신월사 활동 및 비정부기관을 위한 행동강령’은 처음으로 인도적 지
원 행위자들이 자발적으로 인도적 지원의 공동 기준을 정한 것이다. 주요
인도주의NGO들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500여 개 이상의 초국적 인도주의
NGO와 각국 적십자운동이 이를 승인하였다.
둘째, 스피어 프로젝트는 인도주의 임무를 천명한 ‘인도주의 헌장’과 ‘보
호원칙’을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술적 측면의 ‘인도적 대응의
최소기준’을 제시하였다. 1997년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광범위한 인도주
의NGO들과 국제기구 및 인도적 지원 전문가 집단의 참여와 8개 공여국의
기관 후원으로 이행되었다.64) 인도적 대응 활동을 하는 동안 기획, 이행,
64) 2012년 기준 스피어 프로젝트의 이사회 단체는 Action by Churches
Together(ACT) Alliance, Agency Coordinating Bodyfor Afghan
Relief(ACBAR), Aktion Deutschland Hilft(ADH), CARE International,
CARITAS Internationalis,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Voluntary
Agencies(ICVA),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IRC), InterAction,
Oxfam, IFRC, The Lutheran World Federation(LWF), Policy Action
Group on Emergency Response(PAGER), Plan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 Sphere India, The Salvation Army, World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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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그리고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인도적 대응의 최소 기준과 주
요 활동, 주요 지표, 지침 사항은 핸드북으로 묶여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
을 교육하는 교재로 사용되며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기준이 되기
에 이르렀다.65)
셋째, ‘인도적 지원의 핵심 기준’의 정식 명칭은 ‘인도적 지원의 질과 책
무성에 대한 핵심 기준(Core Humanitarian Standard on Quality and
Accountability)’으로 인도적 지원 기준의 활용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
해

인도적

지원

책무성

파트너십(Humanitarian

Accountability

Partnership, HAP), 피플인에이드(People In Aid), 스피어 프로젝트가 함
께 공동기준작업반(Joint Standards Initiative)을 구성하여 만들었다.
인도적 지원의 핵심기준은 12개월 동안 인도적 지원 활동가, 재난과 분
쟁의 영향을 받는 지역 공동체 및 주민들, 그리고 수 백 개의 NGO, 네트
워크, 정부, 유엔 기구, 공여기관 및 학계의 관계자들이 참여한 3단계 협
의과정을 거쳐 만들어낸 결과물이다.66) 또한 인도적 지원의 핵심기준의
개정은 인도적 지원과 기준의 개발에 관련된 전문 기술 분야와 다양한 지
지층을 대표하는 65명의 기술자문그룹이 각각의 협의를 통한 피드백을 고
려하여 승인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인도적 지원의 핵심기준은 2014
년 이후 가장 포괄적이고 대표성을 띤 인도적 지원의 규범원칙이라고 평

International 이다. 스피어 프로젝트를 후원한 공여국 기관은 호주
국제개발청((AusAID), 유럽공동체 인도주의 지원사무소(ECHO), 독일 외무부,
스페인 외부무, 스위스 개발협력청(SDC), 영국국제개발부(DFID), 미국 국무부
난민이주국(US-PRM) 및 국제개발처 해외재난실(US-OFDA)이다. 참고.
(http://www.sphereproject.org/about/governance/).
65) 보호 클러스터(Global Protection Cluster) 산하의 아동 보호
작업그룹(Child Protection Working Group)이 2012년 발간한 ‘인도적 활동
시 아동 보호를 위한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에서는 “스피어 핸드북은 모든 인도적 활동에 대한
보편적 지침이자 참고자료이다.”라고 밝힌다. (p. 17)
66) 인도적 지원의 핵심기준를 후원한 공여국 정부 기관은 호주외교통상부,
CAFOD, 덴마크 외교부산하 Danida, 독일연방외교부, Irish Aid, 스웨덴
SIDA, 스위스 개발협력처(SDC), 영국 UK Aid 및 미국 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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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받는다.67) 2016년 세계인도주의정상회의 추후 보고서인 ‘다시 고칠 시
간은 돌아오지 않는다(No Time to Retreat)’에서 언급되었다. 2017년에
IASC는 인도적 지원의 핵심기준의 핵심내용을 반영하여 젠더기반폭력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인 ‘피해자들에 대한 책무성과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
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Commitments on Accountability to
Affected People and Protectio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를 발간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도적 지원 공여국들의 네트워크인 선진인도적지원공여국
협의회(GDH)에서 제시한 ‘인도적 기부의 원칙 및 올바른 실행(GDH)’ 원칙
이 있다. 선진인도적지원공여국협의회는 2007년 18개 회원국으로 시작하
였지만 2016년 기준으로 회원국이 42개 국으로 확대되었다. 원칙과 지침
은 원칙적으로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대부분의 주요 공여국들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여국들 간에는 원칙과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합의되
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제3장에서 자세하게 검토한 바와 같이 인도적
기부의 원칙 및 올바른 실행은 국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4대원칙을 바탕
으로 공여국들이 추구하는 인도적 지원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일반원
칙 7가지를 밝히고 식량, 물과 보건, 주거 및 건강 이슈 등에 지원할 것임
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67) 인도적 지원의 핵심기준는 ECHO, UN Assistance Mission for Iraq,
UNDP, UNIDO, Habitat for Humanity International와 같은 국제기구와
덴마크, 영국, 독일, Danish 외교부, Irish Aid,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등의 공여국 및 공여기관, Médecins Sans
Frontières(MFS), ICRC, Oxfam, 세이브 더 칠드런, 월드비전, ACT
Alliance, international ADRA network, All India Disaster Mitigation
Institute 외에 수많은 인도주의NGO들이 승인하였다.
참고(https://corehumanitarianstandard.org/the-standard/statements-of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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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인도적 지원 원칙과 기준에서 나타난 공통 가치 개념
과 원칙
행위 규범과 지침 등은 다양한 행위자 집단에 의해 여러 가지 경로로
독자적으로 발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층위의 가치와 규범들이
‘원칙’과 같은 용어로 표현되었지만, 각기 다른 행위자 그룹들이 발표한
원칙, 규범, 가이드라인들이 일괄적인 체계 속에서 수직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양한 행위자 그룹에서 제시하는 규범을 분석하면서
주목할 점은 각각의 행위자 그룹에서 제시한 규범적 가치와 이를 실현하
는 행위 규범으로서의 원칙이 서로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다.68)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면 기존에 다른 행위자 그룹에 의해서 제시
된 원칙과 행위 규범을 받아드리고 적용할 것을 주장하거나, 이 내용을 바
탕으로 발전된 가치지향적 규범을 제시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스피어의 인도주의 헌장은 인도적 지원이 인류애를 근간으로 한 인도주
의 임무(humanitarian imperative)라고 명시하며 국제공동체의 인도주의
임무에서 재난피해자들의 보호받을 권리가 보장됨을 주창한다. 인도주의
헌장과 함께 최소기준을 담은 핸드북 「스피어 프로젝트: 인도주의 헌장과
인도주의 대응의 최소기준」 부록 1에서는 인도주의 헌장 상 주요 문서를
명시함으로써 스피어의 인도주의 헌장이 어떤 규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
는지 밝혔다. 여기에는 국제 인권법, 국제 인도주의법, 국제 난민법 등 국
제법

체계와

유엔

인권선언,

조약

및

관습국제인권법(Custom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등의 관습법, 그리고 유엔 및 기타
공식적으로 채택된 정부 간 지침과 원칙, 인도적 정책의 협약, 지침이 주
제별로 정리되어 있다.69) 제1절에서 소개한 재해 구호 시 국제적십자 및
68) 행위 규범으로서 원칙은 위에서 설명한 전통적 인도주의 4대 원칙의 원칙과
는 다른 것으로 전통적 인도주의 4대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확장된 가치와 내
용을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기관 또는 행위자 집단이 용어를 그대로 번
역하여 옮겼다.
69) 인도주의 헌장 상 주요 문서는

부록 1에 1. 인권, 보호 및 취약성,

2. 무력

분쟁 및 인도적 지원, 3. 난민 및 국내 실향민(IDPs), 4. 재난 및 인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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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신월사 활동 및 비정부기관을 위한 행동강령, 인도적 책임에 관한 인도
적 책무 파트너십, 세계인도주의회의(Global Humanitarian Platform)에
서 승인한 협력원칙 및 이행약정서 그리고 인도적 기부의 원칙 및 올바른
실행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부록 2에서는 ‘1994년 재난구호에서 국제적십자운동과 비정부기구
를 위한 행동강령’ 전문을 그대로 담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족한 인도적
지원의 핵심 기준은 그 목적 자체가 인도적 지원의 기준에 일관성을 부여
하기 위한 작업의 결과물이다. 인도적 지원의 핵심 기준은 위기에 영향을
받는 지역 공동체 및 주민들을 중심에 두고, 인도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인
도적 지원의 기준을 일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 스피어
와 인도적지원책무성파트너십이 공동 주창자들 중 하나로 들어가 이미 합
의된 보호 원칙 등을 인도적 지원의 핵심 기준에 포함시켰다. 또한 전통적
인 인도주의 4대 원칙은 인도적 지원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인도주의 임
무(humanitarian imperative)를 최우선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힌다.
이러한 경향성은 국제기구나 인도주의NGO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
라 국가 행위자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공여국들로 구성된 선진
인도적지원공여국협의회 역시 선진인도주의공여국 원칙 16번에서 “인도적
활동에 관한 기관 간 상임위원회(IASC) 지침과 원칙, 국내실향지침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 1994년 재난구호에서
국제적십자 및 적신월운동과 비정부기구를 위한 행동강령의 활용을 장려
한다”고 명시하였다.
다양한 인도적 지원 원칙과 기준들이 하나의 일관된 프레임워크 없이
상이한 행위자 집단들에 의해서 주창되고 또 승인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기존의 원칙과 기준이 지향하는 가치가 공유되거나 명시적으로 인
용되는 것은 인도적 지원 공동체가 느슨하게나마 연결되어 있으며 공동의
가치를 근간으로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요컨대 인도적 지원 원칙과
기준들은 그 형식과, 용어 등이 통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향
주제로 분류되어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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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전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규범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가치 개념은 무엇이고 그 가치 개념은 어떤 원칙으로 파생, 확장
되어 현장에서 적용되는가?
인도적 지원 규범은 인류애라는 가치 개념을 근간으로 인도적 위기 상
황에서 피해 주민의 보호받을 권리(right to protection)와 국제 공동체의
인도주의 임무 사이의 관계를 강화해 왔다. 제3장에서 자세히 기술한 인
도적 규범의 발전 흐름은 이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피해 주민의 보호받을
권리와 국제 공동체, 현실적으로 적시하자면 인도적 지원 행위자의 인도주
의 임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인도적 지원 규범의 핵심적
인 가치 개념인 인류애는 이 두 가지 보호 받을 권리와 인도주의 의무를
두 축으로 하여, 이 권리와 의무를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칙으로 파생, 확장된다. 인류애를 근간으로 하는 보호 원칙 및 인도주의
임무와 거기서 파생되는 다섯 가지 상위 원칙은 아래 [그림 3-2]에서 보여
줄 수 있다.
(출처: 저자 작성)
[그림 3-1]는 인류애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피해자들에게는 보호받을 권
리가,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에게는 인도주의 임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인
도적 위기 상황에서 피해 주민이 보호받을 권리는 존엄성을 갖추고 살 권
리(right to live with dignity), 식량을 확보할 권리(right to food), 교육
받을 권리(right to education), 물과 위생에 관한 권리(right to water
and sanitation) 등 분야별로 세분화 되어왔다. 또한 인도적 지원이 피해
자가 누려야 하는 다양한 권리를 잘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가 지원 프로그
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하기 위해 주요
원칙들이 도출되었다. 대표적인 인도주의 규범을 비교 분석하면 보호받을
권리에서 파생되는 세 가지 원칙이 주요 규범 프레임워크마다 중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지역 주민에 대한 책무성 강화 원칙이
다. 둘째는 인도적 지원에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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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주요 인도적 지원 규범의 근간이 되는 공동 가치 개념과 원칙 및
기준

하는 피해자 중심 원칙이다. 세 번째는 지역 역량 강화 원칙이다. 이는 인
도적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주민들 스스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동체가 보다 강한 대비 및 회복력을 갖추도록 하고, 자립할 수 있는 계
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으로는 개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
칙이다.
또 하나의 축인 인도주의 임무의 측면은 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
리 중 공평 및 비차별의 원칙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피해 공동체 또는 주
민들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관련된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으로 공평한 지
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동시에 가장 취약하거나 정치적 또
는 다른 이유로 배제되는 사람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책임을 의미한
다. 더불어 피해 주민들은 인도적 지원의 결과로 추가적인 피해를 받지 않
도록 노력할 의무를 상징하는 ‘해를 끼치지 말라(Do No Har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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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H)’ 원칙이 파생되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인도적 지원의 핵심 가치 개념인 인류애를 근간으로
국제사회의 의무와 피해자의 권리 측면에서 인도주의 의무와 피해자의 보
호받을 권리라는 상위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 이 두 상위 원칙은 각각 첫
째, 필요 기반 및 비차별 원칙, 둘째, DNH 원칙, 셋째, 책무성 원칙, 넷
째, 피해자의 참여 중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 지역 역량 강화 및 중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로의 연계 원칙으로 확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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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주요 인도적 지원 원칙과 기준의 공동 가치 개념과 관련 원칙

핵심
가치

상위 원칙

국제적십자사
행동강령

필요 기준
(need
based),
2번: 비차별성
비차별/
(인종, 종교, 국적이
인류애 공평 원칙 아닌 필요에 따라)
인도 취약성,
주의 포용성
임무
DNH 원칙

피해자에
대한 책무성
(account
ability)
원칙

피해
자
권리
보장/
피해자
중심 피해자 참
여와 권한
강화 원칙

스피어
인도주의 헌장
5. 존엄한 삶의
권리 및 6. 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중 공
평 및 비차별의
원칙.

보호원칙

인도적 지원의 핵심기준
아홉가지 서약

선진인도주의
공여국원칙

보호원칙 2: 공평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6번: 필요분
1. 피해 공동체/주민들은 그들
보호 원칙 3: 가장 취약하거
석 기초. 필요
의 필요와 관련된 적절한 지원
나 정치적 또는 다른 이유로
수준에 따라
을 받는다.
배제되는 사람들이 접근 가
능하도록 하는 책임

3. 피해 공동체/주민들은 인도
9. 지역에 미치는
보호원칙 1: 추가적 피해에
적 지원의 결과로 추가적인 피
부정적 영향 최소화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해를 받지 않는다.

인도적 지원 재원
제공한 측과 지원
12. 책무성 있는 활동
받는 측 모두에게
책무성을 가짐

피해 공동체/주민들은 인도적
15번: 책임성,
지원 기관이 자원을 효율적이
효율성, 효과성
고, 효과적이며 윤리적으로 관
제고
리할 것을 기대한다.

7번: 지원 프로그램의 5. 지역사회의 가치
4. 피해 공동체/주민은 자신들 7번: 가능한
디자인, 이행, 관리에 와 신념, 자유, 의식 보호원칙 4: 권리 청원과 대 의 권리와 혜택을 알고, 자신들 최대한
있어 피해자 참여를 의 해방 및 종교적 책에 대한 접근.
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 수혜국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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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려한다.

지역 역량
강화 원칙
6번: 최대한 지역
(중장기
역량을 기반으로
개발과의
연계)

에 대한 접근 및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가능하도록
5.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안전
보장한다.
하고 즉각적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의식을 존중한다.

보호원칙 3: 지역 사회 기반
으로 한 사회적 지원과 자립.
핵심 기준 1. 지역 역량 지
원, 지역사회 기반 자립계획
수립

(출처: 저자 작성)

- 112 -

3. 지역 공동체 및 주민들은 인
도적 지원의 결과로 보다 강한
대비 및 회복력을 갖춤으로 위
험에 덜 노출된다.
(지역 역량 강화)

[표3-14]는 대표적인 인도적 지원 규범 프레임워크인 국제적십자사 행
동 강령, 스피어 인도주의 헌장 및 보호원칙, 인도적 지원의 핵심기준, 그
리고 선진인도주의공여국 원칙에 다섯 가지 원칙이 중첩되어 포함되어 있
음을 보여준다. 특히 비차별 및 공평의 원칙과 피해자 참여 중심 원칙은
모든 규범 프레임워크에서 강조되었다. 인도주의 임무에 기반 한 DNH 원
칙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제기된 것으로서 국제적십자사 행동강령과 선진
인도주의 공여국 원칙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보완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권한 강화 원칙이 모든 프레임워크
에 포함되어 있어 피해주민들의 권리를 강조함으로서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요컨대 ‘인도주의 4대 원칙’ 공평성, 중립성, 독립성 원칙은 인도적 활
동이 가능하게 만들어줄 환경에 대한 최소 조건이었다면 다양한 형태로
각각 발전해 온 규범 프레임워크들은 인도적 지원 자체의 최소기준을 높
이는 방식으로 질적 측면을 제고하는 경향을 보인다. 규범 프레임워크의
내용을 분석하면 인류애를 바탕으로 확장된 원칙들은 그 용어와 표현에
있어 상이함을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필요에 근거한 비차별적 지원을 강조
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참여와 권한 강화 등 피해자 중심의 지원을 이행하
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
로 피해 지역과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고 주장할 수 있다.

4 원칙과 기준을 적용한 분야별 가이드라인
이같은 추상적인 원칙들을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게 준수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적용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재난의 현장은 재난의 성격 뿐 아니
라 환경적 요소, 재난 피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등에 따라
서 필요한 자원이 상이할 뿐 아니라, 그 자원이 피해자들에게 전달되는 과
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다르다. 가장 기초적인 지원 물품인 식량을 예로
들자면, 기후가 습한 지역 또는 시기에는 식량이 지급되는 데에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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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고려하여 건조된 식량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배급된 식량
을 특정 세력에게 약탈당하기 쉬운 환경이라면 이송이 용이한 건조된 식
량보다는 일상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급되는 식량은 성인 남녀
와 어린이에게 각각 하루에 필요한 열량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식수의 공급 유무와 수질에 따라 배급할 수 있는 식량이 달라질 수 있다.
인도적 지원 공동체는 규범 프레임워크가 제시한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
여 효과적인 인도적 대응을 위해서 관련 분야에서 각각 자체의 가이드라
인과 기술적인 기준을 오랜 시간에 걸쳐 마련해 왔다. 스피어 핸드북에 담
긴 ‘인도적 대응 시 최소기준’은 최초로 행위자들의 현장 활동에 대한 상
세하고 기술적인 이행 기준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원형이다. 급수, 공중
위생 및 개인위생(WASH), 식량안보 및 영양, 주거지, 정착촌 및 비식량
물자, 보건활동 등 4개 분야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스피어를 시작으로 이
외에 분야에서도 이같은 엄격한 기준과 과정을 거쳐 상세한 기술적 차원
의 기준이 개발되었다. 긴급상황에서 교육을 위한 기관 간 네트워크(The
Inter-Agency Network for Education in Emergencies), 긴급 재난 시
기구 간 교육 네트워크의 교육 최소기준: 대비, 대응, 복구교육에 대한 최
소기준(Minimum Standards for Education: Preparedness, Response,
Recovery), 소기업 교육과 홍보 네트워크의 위기 이후 경제 복구를 위한
최소기준(the Small enterprise Education and Promotion(SEEP), 위기
상황 이후 조기 복구를 위한 네트워크의 최소기준(Network’s Minimum
Standards for Early Recovery after Crisis), 가축 긴급 지침 및 기준
(the Live stock Emergency Guidelines and Standards) 등이 그 대표
적인

예시이다.

이

가이드라인들은

동류

기준(Sphere

companion

standards)으로서 스피어 핸드북에 같이 실렸다.
규모, 조직의 특징, 경험과 전문성이 상이한 행위자들이 클러스터를 통
하여 함께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같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상세한 지침이 필요하다. IASC는 행위자들 간의 조정과
협력을 위해서 클러스터별 또는 작업그룹별로 논의와 연구를 거쳐 가이드
라인과 상세 기준을 확립하여 제시하였다. 보호 클러스터 내의 아동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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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그룹(Child Protection Working Group)이 발간한 ‘인도적 활동 시
아동 보호를 위한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은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
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2011년 1월에서 2012년 9월까지 진행되
었다. 다양한 국가와 기관의 아동 보호 활동가, 인도적 활동가, 학자, 정책
입안자로 구성된 팀이 협력하여 함께 초안을 작성했다. 기존 정책, 도구,
다양한 긴급구호 상황에서 얻은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 작
업과 함께 국가 및 지역 사회 단위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인도적 활동 상
황에서 최소기준안의 적절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
정 및 개선하였다.70)
이러한 전반의 과정에 앞서 아동 전문 기관인 ‘세이브 더 칠드런’은 오
랜 시간에 걸친 경험과 연구 끝에 아동 보호 기준을 제시하였다. 영양섭취
클러스터에서 모니터링 기준으로 삼고 있는 대상에 대한 식품 공급 프로
그램 지침(Target Supplementary Feeding Programme Guidelines)은
세계식량기구의 기준을 바탕으로 유사한 과정을 거쳐서 확립되었다. IASC
에서 클러스터별 또는 작업그룹이 담당하는 이슈 별로 발간한 가이드라인
은 총 69개이다. 발간 된 가이드라인을 이슈별로 구별해 보면 아래 [표
3-15]와 같다.
[표 3-15] IASC 가이드라인
분야

발간물

1

정신건강과 심리적 지원

12

2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협동지원요청
(Consolidated Appeals Process)

6

3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

5

70) 아동 보호 작업그룹은 ‘인도적 활동 시 아동 보호를 위한 최소기준’ 작성에
세이브더칠드런을 비롯하여 전 세계 30개 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 40개 국가,
그리고 4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고 밝힌다. (2012.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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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재난 준비와 긴급사태 대책
(Preparedness and Contingency Planning)
민관협력
(Use of Military and Civil Defense Assets)

5
5

6

성평등

4

7

인도주의 조정(Humanitarian Coordination)

4

8

평가(Evaluations)

3

9

HIV/AIDS

3

10

인권(Human Rights)

3

11

자연재해(Natural Disasters)

3

12

필요측정(Needs Assessment)

3

13

기후 변화(Climate Change)

2

14

클러스터 접근(Cluster Approach)

2

15

정보 관리(Information Management)

2

16

안전(SAFE)

2

17

제재(Sanctions)

2

18

인도적 지원 활동가 안전(Staff Security)

2

19

젠더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

1

(출처: IASC 웹사이트 참고로 저자 작성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ite/search/guidelines?f%5B0%
5D=bundle%3Aoa_wiki_page&f%5B1%5D=im_field_document_type%3A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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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의 제도적 발전

1. 국제 인도적 지원의 제도적 기초
1) 국제연맹 시절의 국제구호연합(The International Relief Union)
재난 재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위한 최초의 시도는 ‘1927년
국제구호연합(International Relief Union, IRU)설립을 위한 협약과 설립
헌장’의 채택이다. 국제구호연합은 그 목적을 “국가의 권한과 재원의 한계
를 초과하는 예외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불가항력에 기인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고통받는 피해 주민에게 원조를 제공하며 이를 위한 모든 종류의 펀
드, 재원 그리고 구호를 모으는 데 있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국제구호
연합은 다수의 지지를 받아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원국이 재난구
호활동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실적이지 못한 목표로
인해 실질적인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다. 또한 활동을

위한 기금형성을

위해 각 회원국에게 분담금을 제시했지만 강제할 기제가 없었고 국가들
간의 이행을 독려하는 분위기도 형성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점으로 작용했
다.
2) 1970년대: 긴급구호조정관 사무국(UNDRO)
유엔은 1971년 12월 14일 총회 2816(XXVI) 결의안을 통해 긴급구호조
정관(Disaster Relief Coordinator) 지위를 신설하고 유엔 사무국 내에
별개 기관으로 긴급구호조정관 사무국(Office of the United Nations
Disaster Relief Coordinator, UNDRO)을 제네바에 설립함으로써 재난대
응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시작했다. 긴급구호조정관은 재난 시 여러 유엔
기관들의 긴급구호 활동을 동원, 지휘, 조정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유엔
기관 뿐 아니라 국제적십자운동을 비롯한 인도주의NGO들도 긴급구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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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지원 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다. 1974년 긴급구호조정관 사무국 기금
(Trust Fund)이 설립되면서 긴급구호조정관 활동을 위한 자발적 기금 모
집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본격적인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한 기초적인 제
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에 유엔의 인도적 지원 활동이 자연재해에 초점을 맞추어 산발
적으로 이행되었던 것에 반해, 긴급구호조정관의 지휘 아래 긴급구호조정
관 사무국이 재난대응을 담당한 긴급구호 활동은 한 발 발전한 것으로 평
가된다.

먼저

긴급구호조정관은

‘자연재해와

다른

재난상황(natural

disaster or other disaster situations)’에 대해 지원할 것을 임무로 부
여받았다. 긴급구호활동 대상을 자연재해에만 한정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발전적인 면모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구축과 운용이 곧바로 인도적 지원 활동
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은 아니다. 개별 국가
들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관점과 활동 범주와 접근 방식 등이 상이하여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와 행위 규범을 세우기 어려웠다. 긴급구호조정관 사
무국은 1984년 ‘긴급구호 지원에 관한 협약(Convention in relation to
the Delivery of Emergency Assistance)’을 추진하였으나 결국 채택되
지 못하였다.71)
3) 1990년대: 유엔 인도주의조정국의 기초적인 인도적 지원 제도 구축
유엔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참여 행위자들의 협력 기본 메커니
즘은 1991년 채택된 총회 결의안(46/182)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 문
건은 인도적 지원 조정 역할 강화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주요 방안
은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유엔 사무국내에서 인도
적 지원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긴급구호조정관 직위를 사무차장급 지위로
신설하였다. 긴급구호조정관은 동시에 또는 단계 별로 여러 유엔 기관의

71)UN Draft Convention in relation to the Delivery of Emergency
Assistance, UN Doc.A/39/267/Add.2,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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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총괄하는 핵심적인 자리이다. 둘째, 인도적 위기나 자연재해 발생
시 대응의 적시성, 시간임계적(time-critical) 대응의 중요성 등이 강조되
면서 중앙긴급대응기금(CERF)과 합동지원요청기금(CAP)을 마련하여 즉각
적인 자금 모금이 가능하게 되었다. 중앙긴급대응기금과 합동지원요청기금
모금 권한은 긴급구호조정관에게 있다.72) 셋째, 인도적 지원에 참여하는
유엔기관과 여타의 국제기구, 인도주의NGO들이 참여하는 인도적 지원 의
사결정기구인 IASC가 설립되었다. IASC는 긴급구호조정관 지원을 목적으
로 하며 인도적 대응에 참여하는 주요기관들 간에 원활한 협력을 위해 구
성되었다. 넷째, 인도적 지원 업무 전반을 담당할 전문기관인 유엔 OCHA
가 독립기구로서

설립되었다. 유엔 OCHA는 인도적 위기와 긴급한 재난

상황에 있어 시기적절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을 위해 유엔기관과 국제공동
체 공동의 노력을 동원 및 조정한다.
위의 네 가지 기관의 설립으로 유엔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조정’ 역할
을 위한 제도적 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속조치로 2년 후인
1993년, 유엔 재난측정 및 조정(United Nations Disaster Assessment
and Coordination, 이하 UNDAC)이 설립되었다. UNDAC은 갑작스러운
긴급상황에 대한 첫 번째 대응 메커니즘으로 신속한 인도적 지원 조정을
위한 정보수집과 피해규모 측정을 담당한다. 1990년대 중반에는 인도적
지원의 영역이 일회성의 단기 긴급구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심각한 인도
적 위기가 지속되는 국가들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시작하였다. 이
러한 맥락에서 1995년 인도주의 국가 별 공동출자 기금(humanitarian
country-based pooled fund, CBPF)이 구성되었고 앙고라에 최초로 자
금을 출자하였다. 국가 별 공동출자 기금은 NGO와 지역 시민사회를 포함
한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에게 지급되는 자금이다. 이는 인도적 지원 활동
의 영역이 재해재난 당시 일시적인 구호에 한정되지 않고 인도적 위기를
안정화시키는 중장기적 단계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도적 지
원 행위자들과의 파트너십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국가 별

72) CERF and CAP은 일반적으로 합동전략계획 및 공동요청(Joint Strategic
Planning and Appeal Process)이라고 더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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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출자 기금은 약 20여 개의 국가를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2. 글로벌 인도적 지원 협력 거버넌스 구축
1) 유엔 코피 아난(Kofi Annan) 사무총장과 OCHA의 강화
1990년대 연이어 발생한 심각한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유엔은 효과적으
로 기능하지 못하였다. 1997년 취임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1990년대 실
패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도적 지원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
였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인도주의와 관련된 문제와
그 활동에 관련되어 있는 유엔 기관과 유엔 사무국 내 부처들이 모여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부 집행위원회들을 구성하
였다. 그 중 평화안보위원회(the Executive Committee on Peace and
Security)와

인도적

활동

위원회(the

Executive

Committee

on

Humanitarian Affairs)는 다양한 갈등으로 인도적 위기에 맞닥뜨린 국가
들과의 관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1991년 설립된 IASC은 인도적 지원에 참여하는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위원회로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IASC의 회원 구성
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주요 국제기구들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더불
어 국제적십자운동과 인도주의NGO가 조정 단체로 참여하는 반면 유엔 정
무국(UN

Departments

of

Political

Affairs)과

평화유지활동국

(Peacekeeping Operations)은 그 회원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90년대에 발생한 코소보, 소말리아, 르완다 등에
서 있었던 인도주의 위기 사태에 보다 적극적으로 인도적 개입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인도지원국이 의장을 맡고 있는 인도적 활동 위원
회에 정무국과 평화유지활동국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
적 활동 위원회에서는 인도지원국이 정무국과 평화유지활동국과 함께 직
접 만나 관련 이슈를 논의하게 되었다. 평화안보위원회에서 정무국과 평화
유지활동국은 서로를 포함한 인도적 지원 및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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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유엔 부처에 어떤 지역 또는 국가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개입하여 활
동하는지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이런 의무 사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구성 초기에는 각 국의 최고책임자인 사무처장들은 핵심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하위관리를 회의에 참석시키는 방식으로 중요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마틴 바버(Martin Barber)는 부처 간 비밀주의와
서로 경계하는(caution and secrecy) 오래된 관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
으나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부처 간 협력에 있어 분명한 변화를 가지고
왔다고 평가한다(Barber 2009).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위원회 구성에 이어 1998년 인도적 지원 제도적
체제의 재구조화를 꾀하였다. 유엔 OCHA의 중요한 몇 가지 역할이 추가
및 강화되었다. 먼저 인도적 지원 활동에 대한 조정 역할을 대폭 강화하였
다. 둘째 인도주의 이슈 관련 정책과 옹호주창 활동 기능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정보 관리와 인도주의 재정 조달(financing) 기능이 강화되었다.
더불어 국내 난민에 대한 가이드 원칙(The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을 발표하면서 국내 난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준을 세웠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법으로 제정되면서 국내 난민 이슈의
주요 뼈대가 세워졌다. 유엔 OCHA는 뉴욕 본부의 긴급구호조정관 전체
지휘를 맡는다.
코피 아난의 지휘 아래 유엔 OCHA는 인도적 지원 활동을 조직하고 조
정하는 기관으로 변화하였다. OCHA의 전신인 인도지원국이 하나의 인도
주의 기관으로서 세계식량기구, 유니세프, 유엔난민기구 등 인도주의 활동
에 참여하는 주요 기관들의 잠재적인 경쟁자였다면 유엔 OCHA는 차츰
공여국과 유엔기구들을 비롯한 국제기구, 그리고 NGO들의 활동을 지원하
고 조정자(facilitator)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Barber 2009).
2) 1990년대 인도적 지원 활동 목적과 범주의 확장
유엔 안팎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변화와 함께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1990년대까지 인도적 지원의 대응 목적과 범주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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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유엔 OCHA은 인도적 대응의 목적과 범
주를 ‘취약성을 낮추고 위기를 초래한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촉진시키며
일시적인 구호(relief)에서 중장기적 관점의 재활(rehabilitation)과 개발
(development)로의 순조로운 전환(facilitating the smooth transition
from relief to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기조는 1990년대에 계속 이어졌고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이를
강화하였다. 복합위기(complex emergencies)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2000년 발간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위기를 초래한 원인에는 정치적
갈등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분쟁 예방, 분쟁 후
평화구축, 인도적 지원과 개발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통합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Annan 2000). 이에 따라 인도주의 활동의 범주
는 음식, 거주지와 같은 기초적인 생필품 제공에서 민주주의, 평화구축,
시민사회 강화 등으로 확장되었다.73) 이러한 기조에 따라 공여국에서도
외교정책과 개발원조정책, 안보정책 담당 부처들 간의 협력이 강조되었고
민-군 협력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인도적 지원 기관과 원조 기관들은
정치적 불안정 문제와 지속가능한 환경문제와 인도적 위기를 연계하게 되
었다.
그런데 인도주의 활동 범주가 급격하게 확대된 것이 모든 인도적 위기
에 도움이 된 것은 아니었다. 1990년대 이전까지 인도적 지원 기관들의
주요 임무는 인도적 위기 발생 시 시기적절하게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키
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의 목표가 인도적 위기를 발생시키는 원
인의 제거까지 확장되면서 1990년대 말 인도적 지원 기관들은 지역 공동
체와 함께 복합위기의 원인이 되는 복잡하고 만성적인 문제들에 대한 최
종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기대 받았다.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은 정책적,
전략적 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데에 혼란을 겪었다.
반면 공여국들은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펀드의 분배에 정치적 우선 순

73) 이같은 논의는 유엔의 인도적 지원에 반영되었다. Development Initiatives
의 연차보고서인 global humanitarian Assistance report (2000 p.55)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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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고려하였다. 결국 인도주의 관련 이슈들과 외교정책 및 안보정책과의
연계가 강화될수록 공여국들의 관심과 대응이 정치안보적으로 중요한 국
가들에서 발생된 인도적 위기에 집중되었다.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자금의
배분도 정치적이 측면이 반영되었다.74) 결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국가들과 지역에서의 인도적 위기는 소외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
다.
1990년대 있었던 일련의 극단적인 인종, 종교, 지역 갈등으로 인한 인
도적 위기 사례에 대해서 유엔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
아졌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인도적 개입의 폭 넓은 해석과 강압적인 행
동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화답하였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과 정치문제
가 연계되는 데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무력사용을 포함한 보호
책임이 결국 국가주권을 존중하는 유엔의 기본 질서와 명백하게 충돌하게
되자 2000년 초중반 이후 무력사용을 포함한 인도적 개입 또는 보호책임
논의가 인도적 지원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영역으로 발전하게 되었
다.

3. 글로벌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개혁과 클러스터
1) 2005년 유엔의 인도주의 개혁(Humanitarian Reform)
(1) 인도양 쓰나미 사례에서 드러난 글로벌 인도적 거버넌스 활동의 문
제점
2004년 12월 크리스마스 즈음 남아시아 지역을 강타한 쓰나미는 근래
최악의 자연재해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인도양 쓰나미는 피해 상황과 국제

74) 예를 들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코소보 분쟁과 구 유고슬라비아 분쟁
의 경우 유엔 OCHA의 CAP 지원이 피해 주민 일인당 각각 140달러와 160달
러 이상에 이른 반면 에티오피아와 콩고 공화국, 우간다의 경우 각각 0달러와
2달러씩에 머물렀다. 유엔 OCHA Consolidated Appeal Data. (UN. 2000.
GHA report p.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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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복구 활동이 미디어를 통해 생생하게 보도되면서 전 세계의 이목
을 집중시켰다. 이 사례의 경우, 국제사회의 큰 관심으로 피해 복구와 지
원을 위한 충분한 규모의 재정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확보되었고 인도적
지원 활동도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지원의 중복, 과잉 구호
물품지급과 분배의 지역적 편차, 피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
등 인도적 지원 활동의 비효율과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났다(Volz 2005,
26-27). 비효율적인 지원을 야기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피해 상황을 진단,
일관성 있는 계획 수립, 우선 순위에 따른 이행이라는 총체적 접근이 이루
어지지 않은 점이다.75) 자발적인 행위자들의 개별 지원 활동으로는 재난
대응이 전반적으로 일관성을 담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은 적시에 보다 효과적으
로 지원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기반 지원 구조를 구축하고 자발적인
참여 행위자들 간에 업무를 분담하고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도양 쓰나미 이후, 인도적 지원
활동의 조정 역할 강화와 재난에 대한 일관성 있는 총체적 접근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그 결과로 인도주의 개혁의 방향을 설정하
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공동체의 재난 재해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발간된

것이

인도적

대응

검토(Humanitarian

Response Review) 보고서이다.
(2) 분야별 협력 거버넌스의 필요성: 유엔 인도적 대응 검토 보고서
유엔 인도적 대응 검토 보고서(Humanitarian Response Review)는
1991년 이후 약 15년 동안 이행되어 온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거버넌
스의 활동을 전문가들이 점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이다. 본 보고서는 당
시 인도적 지원 체계의 역량이 어느 수준인지 진단하고 국제사회의 인도
주의 공동체가 인도적 지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어떤 문제점과 공

75) 이같은 평가는 인도양 쓰나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평가한 평가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Unicef. (2008. pp. 7-12); Tsunami Evaluation
Coalition(TEC). (2006.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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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이 있는지 지적한다. 그리고 신속하게 인도적 위기에 고통 받는 피해자
들의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점에 대해 조언한다. 본 문건은
2005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과 총회에서 확장된 인도주의 협력
체계 구축이 승인되는 결과를 낳았다.
인도적 대응 검토 보고서는 개별 행위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 공동체의 비전은 모두가 동의하
고 공유하는 공동대응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
리고 그 원인은 유엔과 국제적십자사, NGOs 등 초국가 수준의 주요 인도
적 지원 네트워크가 상호간에 충분히 연계되지 않은 점에서 찾았다. 효과
성과 타당성(relevance)의 개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당시까지 발전되어
온 인도적 지원 방법과 경험을 바탕으로 초국가 수준의 공동의 기준
(benchmark)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본 문건은 IASC의 대표성을 강
화하기 위하여 회원제도와 구조 임무를 재구성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인
도적 지원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이 동의하는 공동의 목적 아래 행위
자들이 모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포괄적인 협력 메커니즘이 구축되어
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또한 개별 행위자의 역량 강화도 강조하였다. 개별 기관의 긴급구호 시
스템이 그 기관의 전반적인 목적과 현실적인 자원역량과 연계성 없이 계
획되고 구축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인도적 지원 역량을 낮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보고서는 궁극적으로보다 포괄적인 인
도적 지원 거버넌스를 구성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를 위해서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공동 목적을 도출하고 인도주의 4대 원칙, 즉 인류애,
독립성, 공정성, 중립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도
적 대응 검토 보고서는 이러한 현상 진단을 바탕으로 네 가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 글로벌 비전: 적절한 시간 내에 신속하게 인도적 지원 협력체계를 개선
하기 위해 공동의 행동계획을 세우고 구조개혁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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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무성: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한다.
필요에 기반 한 균형 잡히고 재정 지원을 포함한 충분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준비: 배타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초국적 인도적 지원 기관 및 단체에 적
절한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상응하게 함으로써 시스템 전반에 걸쳐 재난
대응 준비 태세를 갖춘다.
· 주요 네트워크 집단인 유엔, 국제적십자사와 NGO와 그들의 네트워크 간
상호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한다.
인도적 대응 검토 보고서는 위의 권고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분야 별 협력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분야별로 협력 메커니즘이
작동할 때 분야 내에는 협력을 선도하는 기관이 전문성과 기술적 노하우
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행위자들을 격려하고 리드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분야별 협력 메커니즘은 초국가 수준, 국가 수준, 지역 수준
등 다양한 수준에서 형성된다. IASC와의 협의 하에 긴급구호조정관은 시
스템 전반의 효율을 위해 리딩 행위자들에게 클러스터를 위임하는데 이
때 클러스터를 위임받은 리더 기관이 책임 영역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
이 중요하다. IASC의 의사결정에 따라 피해 현장에서 IASC-인도주의국가
팀(Humanitarian Country Team, 이하 HCT)이 클러스터의 협력을 뒷받
침하게 될 것이다.
(3) 2005년 인도주의 개혁(Humanitarian Reform)
유엔은 2005년을 자연재해의 해(year of natural disasters)로 지정하
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재난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 구조를
만들기 위한 인도주의 개혁(Humanitarian Reform)을 이행하였다. 인도
주의 개혁은 유엔 OCHA 내 클러스터 구축, 인도주의 재정확보, 인도주의
조정관 임명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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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클러스터(cluster)
먼저, 2005년 인도주의 개혁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클러스터가 형성된
점이다. 클러스터란 거주, 식량, 식수, 보건, 교육, 긴급구호와 같은 개별
분야, 즉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기본 섹터를 의미한다. 클러스
터는 영역 별로 인도적 지원 활동이 나누어져 있어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각자 운용하는 인력과 프로그램의 특징을 기반으로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인도적 지원 활동이 클러스터별로 이행될 때 가장
큰 장점은 행위자들 각각의 역할과 책임의 경계가 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
이다. 클러스터는 초국가 수준에서와 재난 현장 수준에서 각각 아래와 같
이 목표한다.76)

[표 3-16] 클러스터의 초국가 수준에서와 현장 수준에서의 목표
수준

목표
초국가 수준에서 예측 가능한 분야별 리더십과
책무성을 제고함

초국가
수준에서의
클러스터 목표

시스템 전반에 걸친 재난예방 메커니즘 강화와 주요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의 재난 대응을 위한 기술, 전문
가, 물적 역량을 강화함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대응을 선도할 수 있는 초국가
수준에서 파트너십 강화 및 합의된 공동의 기준, 방
법, 가이드라인을 구축함
지리적 활동 범위 및 분야별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함
으로써 예측가능성을 강화함

국가 또는
현장에서의
클러스터 목표

전 분야에 걸친 활동 성과를 위한 책무성 입증
(Demonstrated accountability for sector-wide
performance)
국가 주도의 지원 아래에서 보다 전략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응을 확보하기 위해 파트너십의 강화와 주요
인도적 지원 행위자로부터 지원 받음

76) Tsunami Evaluation Coalition(TEC).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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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현장 수준(field-level
capacities)의 역량을 강화함
인도주의 조정관이 보다 전략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응을
선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가용 자원의 배클러
스터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함.
(출처: Tsunami Evaluation Coalition 보고서를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② 재정 및 기금운용
재정확보와 기금운용 분야에서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중앙긴급대응기금을 재편하였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공여국들이 목적을 특정하지 않은 중앙긴급대응기금 기금을 평시에 조성
하여 비축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모인 기금은 인도적 위기 발생 시 기금위
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도적 위기를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
하게 된다.
③ 인도주의 조정관(Humanitarian Coordinator)
마지막으로 인도적 위기가 발생하여 지원 활동이 시작 될 때 피해국가
또는 지역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 전반을 책임질 지휘자로서 인도주의 조
정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와 대규모로 인한 심
각한 재난 피해의 발생이 잦아지고 복합 위기가 등장하면서 재난 피해의
상황과 맥락이 매우 복잡해졌다. 또한 인도적 지원 활동의 범주가 예방에
서 중장기적 회복과 개발 연계까지 확대되면서 지역과 재난의 성격과 상
관없는 단편적이고 일괄적인 구호 활동만으로 그칠 수 없게 되었다. 따라
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계획하고 이행하는 데 재난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그 지역과 국가의 정치, 경제적 상황과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종
교적 특징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엔은 지원 전반과 행위자 간
조정을 담당하는 인도주의 조정관을 해당 국가 및 지역에 파견하거나 그
지역의 상주조정관이 인도주의 조정관의 역할을 역임하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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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 전환 아젠다(Transformative Agenda)
(1) 전환 아젠다 등장과 목표
① 전환 아젠다의 등장 배경
클러스터는 인도주의 개혁에 따라 2005년 구축된 이래로 인도적 지원
활동에 기본 체계가 되었다. 클러스터의 정보 수집과 제공으로 행위자들은
현장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의 분야별 프로그램의 운용 목표와 성과 그리
고 문제점과 장애가 무엇인지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클러
스터의 작동으로 지원의 예측가능성도 증대하였다. 그러나 클러스터는 현
장에서 행위자들의 협력과 책무성을 증대할 수 있을 만큼 기능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클러스터가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하자 인도주의 조
정관도 행위자들의 자원, 업무 영역, 특징 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행위자들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없었다.77)
② 전환 아젠다의 목표
IASC는 클러스터를 운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 인도적 지원 활동
현황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2010년 발생한 아이티 지진과 파키스탄 대홍수 사례가 큰 영향을 미쳤다.
대규모 재난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클러스터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약점
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되었다. 이 논의를 통해 2011년 IASC는 ‘전환 아젠
다(Transformative Agenda)’라는 행동 규범을 도출한다. 전환 아젠다는
기본적으로 인도주의 개혁의 결과로 도입된 클러스터를 유지하면서 새로
운 재정 지원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 간 나
타난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또한 피해 주민들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
고 필요를 충족시키는 효과적이고 조정된 재난대응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예측가능성, 책무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77) 유니세프 2016.
(https://www.unicef.org/evaldatabase/index_928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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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조정’, 그리고 ‘책무성’ 세 가지 분야에서 행위자들의 행동규범
을 제시하였다. 종합하여보면 TA의 목적은 행위자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적을 능률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행위자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2) 전환 아젠다의 제도적 변화
IASC는 전환 아젠다 논의를 통해서 재난 대응 프로세스에서 몇 가지
제도적 변화를 이뤄냈다. 먼저, 클러스터의 가장 큰 문제점인 신속성에 초
점을 맞추었다. 아이티 대지진과 같은 대형 재난 시 다양한 행위자들이 의
사결정에 참여하면서 클러스터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시간
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로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신
속한 대응을 위해서 인도주의 조정관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재정운용에 변
화를 주었다. 구체적으로 인도주의 조정관은 피해국의 정치체제에 따라 대
통령 또는 총리를 포함한 최고위관료와의 논의 파트너 역할을 맡는다. 이
러한 제도적 절차에 따라 인도주의 조정관은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자원
을 배분하고 활동 이행을 모니터링하면서 시기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
게 되었다.
둘째, 전환 아젠다는 재난의 규모, 긴급성, 피해의 복합적 성격, 피해국
가 및 지역의 재난 대응역량, 인도적 지원 활동에서 예측되는 위험 등을
기준으로 재난을 3단계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위기 수준이 가장 심각한
레벨 3에서 공동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한 절차(a set of procedures)
에 따라 행위자의 대응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한다.78) 재난 레벨은
IASC 내에 OCHA의 고위관료와 인도주의 조정관, HCT, 클러스터 리더와
NGO로 구성된 신속대응 메커니즘에서 재난 발생 48시간 내에 결정된다.
78) 재난 규모 레벨 3이 선언되면 바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몇 가지 초기 인도적 지원 활동
이 자동적으로 시작된다. 먼저 정확한 피해 규모 측정을 위해서 UNDAC 팀이 피해 현장으
로 파견된다. 레벨 3 선언 직후 72시간 내에 인도주의 조정관도 현장에 파견되거나 임명되
어야 한다. IASC 기관/단체들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공동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피해 규
모 측정은 미라 프레임워크(MIRA framework)와 일관성 있게 진행되며 5일 이내에 상황분
석(Situation Analysis)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전략(Strategic Statement)을 발표한다.

- 130 -

3) 인도주의 프로그램 사이클(Humanitarian Programme Cycle)
(1) 인도주의 프로그램 사이클 도입
인도주의 개혁과 전환 아젠다를 거쳐 구조화된 인도적 지원 클러스터는
그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이슈에 따라 보완, 발전되었다. 2011년

IASC는

전환 아젠다의 일환으로 현장에서의 선례들을 바탕으로 인도주의 프로그
램 사이클(HPC)을 구상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로 결
정하였다. IASC는 전환 아젠다를 통하여 협력과 리더십 그리고 책무성 분
야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 인도주의 프로그램 사이클
(Humanitarian Programme Cycle)은 이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
나이다.
인도주의 프로그램 사이클은 종류와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응급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다. 이것은 재난과 분쟁에 영향을 받는 피해
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자들의 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안
되었다. 인도주의 프로그램 사이클 모델은 국제 행위자와 현지 정부 및 시
민사회 등과의 상호 개입 과정에서 인도적 지원 프로세스의 큰 그림과 구
체적인 계획을 보여줌으로써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장기 계획과 전략
을 짤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 인도주의 프로그램 사이클의 성공은 효과
적인 재난대응 준비와 피해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인도적 지원 행
위자들 간의 협력 그리고 정보 관리에 달려있다. 특히 재난대응 프로세스
가 시작됨과 동시에 현장에서 어떤 필요가 충족되고 어떤 지원의 공백이
있는지 또는 중복되는 활동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그 진행 상황을 하루 단위로 상세하게 파악하도
록 되어 있다. 인도주의 프로그램 사이클의 운용에 필요한 정보는
UNDAC 팀의 필요 측정(needs assessment)에 기반 한다. UNDAC팀은
일반적으로 재난 발생 직후 초기 3주 간 재난 피해 및 필요 측정, 정보
전달 전략과 대응계획을 설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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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주의 프로그램 사이클의 목적과 핵심 운영 요소
인도주의 프로그램 사이클은 재난 예방 및 대응 단계에서 각각 필요한
활동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진행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인도주의
프로그램 사이클의 목적은 인도적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각기 다른 행위
자들의 상호보완적인 역할과 책임을 명백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 인도주의 프로그램 사이클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투
명한 성과를 위해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이 행위자 상호 간에, 또는 피해국
의 중앙정부 및 지역정부나 피해 주민들과의 관계에 개입하는 과정을 재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아래 다섯 가지 핵심 요소로 정리될
수 있다.
· 인도주의 프로그램 사이클 운용을 위한 다섯 가지 핵심 요소
- 필요 측정 및 분석
- 전략적 대응계획
- 재정 및 자원 동원
- 이행 및 모니터링
- 운용 검토 및 평가
인도주의 프로그램 사이클은 특별히 필요기반, 취약계층, 우선 순위를 위
한 재정지원, 책무성 증대 원칙을 강조한다. 인도주의 프로그램 사이클을
운용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행 사항을 제
시하는데 의미를 갖는다.

4. 네팔 지진 당시 유엔 내의 인도적 지원 조직의 구성과 역할
1) 인도적 지원 의사결정 체계
인도적 지원 활동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들 간에 협력
메커니즘을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협력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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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을 위해서는 우선 각 분야에서 큰 축을 담당하는 주요 행위자들
간에 용이한 의사소통 채널과 안정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상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IASC는 바로 이런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인도적 지원의
핵심 행위자들인 유엔 기관 및 주요 국제기구와 대표적인 국제인도주의
NGO들로 구성된 매우 독특한 기관 간 포럼이다. IASC는 평시에 인도적
지원 관련 정책과 방향성을 논의하고 논의 결과가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
도록 돕기 위해 정책문서와 가이드라인 등을 발간한다.
긴급구호조정관은 평시에 IASC의 의장을 맡는 한편 재난 대응에 있어
직접적으로 최종의 의사결정을 맡는다. 긴급구호조정관의 조정 역할의 핵
심은 피해국과 인도적 지원 활동을 지원하는 공여국, 국제기구 그리고 인
도주의NGO 등을 포함한 비정부기구 행위자들을 연계와 조정을 담당하는
것이다. 긴급구호조정관 신설은 인도적 지원 분야의 협력 메커니즘을 운용
하기 위한 기본 틀이라고 볼 수 있다.
(1) 긴급구호조정관(The Emergency Relief Coordinator)
1991년 유엔 총회 결의안(46/182)호의 핵심 목표는 유엔이 다양한 재난
재해로 인한 응급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강화하는
것이다.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엔은 재난 대응에 참여하는 여러 행
위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정 역할을 총괄할 수 있는 긴급구호조정관
이 신설되었다. 유엔은 이로써 행위자 수준에서 자발적이고 개별적으로 이
루어지던 인도적 지원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시도를 최초로 시도한다.
인도적 지원 활동에 총책임자인 긴급구호조정관은 첫째, 인도적 지원 활
동 필요한 모든 종류의 응급상황 전반을 확인할 책임이 있고 둘째, 응급상
황에 대해 유엔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 활동의 지원과 조정
(facilitating and coordinating) 역할을 맡는다. 긴급구호조정관은 재난
대응 당시에는 피해국가의 요청을 다른 행위자들에게 전달하고, 재난에 관
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고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의사결정을 조정하고 지
원하는 역할을 한다. 평시에 긴급구호조정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IA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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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장을 맡아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의사결정 구조 등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IASC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은 아래와 같다.
(2) IASC
IASC는 글로벌 수준에서 인도적 지원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유
엔 시스템에서는 긴급구호조정관이 인도적 지원을 총괄하고 있지만, 유엔
외 다른 기관 및 비정부기관들과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
도적 지원 조정 역할에 성공할 수 없다. 특히 주요 정책의 추진과 핵심적
인 의사결정은 본 포럼에서 수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IASC는 인도
적 지원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글로벌 수준에서
IASC는 아래 [표 3-17]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3-17] IASC 구성
회원/준회원

기구

세계식량기구, 식량농업기구, 유엔개발계획, 유엔인
구기금, 해비타트, 유엔난민기구, 유니세프, 세계보건
기구, 유엔 OCHA
적십자사, 인터액션(InterAction), 국제이주기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OHCHR), 인도주의
IASC 준회원 지 대응을 위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for
위로 상시 초청 Humanitarian Response, SCHR), 국내피난민
받는 기구
인권에 대한 특별보고관(Offic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세계은행
IASC 회원 기구

(출처: IASC 웹사이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저자 구성)

IASC는 인도적 지원의 다양한 측면에서 명확한 책무 분담 협의를 진행
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한다. 즉 분야별 활동이 중첩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각 분야 내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 간에 업무 분담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
는 등 책무 분담에 대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한다. 현 지원체계와 대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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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현
장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주의 원칙에 대한 옹호활동을 펼치고 재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원한다.
2) 재난현장에서의 인도적 지원 협력체계79)
(1) 유엔 OCHA
① 유엔 OCHA의 목적과 활동
유엔 OCHA는 긴급구호조정관의 임무 전반을 가장 직접적으로 지원하
는 유엔 인도적 지원 활동 핵심 행정기관이다. 1991년 이전 제도인 인도
지원국(DHA)이 유엔 OCHA로 전환되어 독립 기관으로 설립되면서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생겼다. 첫째, 인도적 지원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공고하게
하기 위해 유엔 OCHA의 조정 역할이 대폭 강화되었다. 더불어 행위자들
간의 협력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재정을 모금하는 합동지원
요청기금이 만들어졌다. 둘째, 인도주의조정국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인
도적 위기의 수준을 낮추기 위한 긴급구호 및 물자 공급 등에 초점을 맞
춘 반면 유엔 OCHA는 인도적 위기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거하고 문제
를 해결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인도적 위기의 맥락과 배경을 고
려하여 총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접근을 목표로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유엔 OCHA의 주요 업무 영역에 인도주의 관련 정책
활동과 옹호주창 활동이 포함되었다. 인도주의조정국 인도적 지원은 단일
사례로서 발생하는 재난 재해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인도주의조정국
의 업무영역에 정책 분야나 복합위기(complex emergencies) 대응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복합위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심각한 인도적
79) 인도적 지원 협력체계 내용은 IASC의 handbook for RCs and HCs on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2010), Reference Modu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Humanitarian Programme Cycle(2013),
UNDAC의

United

Nations

Disaster

Assessment

and

Coordination

UNDAC Field Handbook (2013. 6th) 보고서를 바탕으로 저자가 다시 구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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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초래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다차원적인 인도적 지원 접근 필요성
이 대두되었다. 인도적 위기의 시기와 단계별로 다양한 분야의 활동이 효
율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해당 위기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이에 대해
서 각 행위자들을 체계적으로 배치하는 시스템이 요구되었다. 또한 유엔
OCHA는 개별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이 전체적인 재난 대응 노력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유엔 OCHA의 임무와 핵심 영역
유엔 OCHA의 주 임무는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재난과 인도
적 위기 상황에서 인류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한 인도적 지원 활동이 국가 및 초국가 수준의 파트너십을 바
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원하고 조정한다. 둘째, 인도적 지원을 필요
로 하는 피해자들의 권리에 대한 옹호주창 활동을 한다. 셋째, 재난 재해
의 예방과 재난 대응 활동을 한다. 넷째,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강구한다.
이러한 임무를 이행하기 위해 조정(coordination), 정보관리, 인도적 지원
재정확보, 정책 활동(Policy) 및 옹호주창 활동(Advocacy)을 다섯 가지
핵심 영역으로 선정하였다.
(2)

유엔

상주조정관(Resident

Coordinator)과

인도주의

조정관

(Humanitarian Coordinator)
다양한 유엔기관들이 각 국가에서 운용하는 활동과 프로그램들은 해당
국가의 경제적 수준, 정치적 안정도, 지리적 특징, 사회 인프라 구축 수준,
문화 및 종교적 배경 등 다양한 맥락에 맞추어 운용된다. 유엔 상주조정관
은 각 국가에 파견되어 평시에 그 국가에 이러한 특징과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개별 유엔기관과 프로그램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상주조
정관은 또한 일국 내에서 유엔 기관 간 의사결정 및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엔국가팀(UN Country Team, UNCT)의 지휘를 맡는
다.
재난 발생 시 상주조정관과 UNCT는 재난 발생 초기에 핵심적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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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당한다. 먼저 재난이 발생하기 전 즉, 평시에는 상주조정관과 UNCT
이 재난대응 준비, 이주 문제, 잠재적인 응급상황 대처 등을 담당한다. 재
난 발생 시 상주조정관의 지휘 아래 UNCT는 재난 경고를 제공하고 유엔
OCHA의 기능이 공식적으로 작동하기 전까지 해당 국가의 특징 등을 반
영하여 긴급 사태를 위한 초기 대책을 세운다. 상주조정관은 포괄적인 재
난 대응을 위한 지도를 그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조정관은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할 고위 관료로서 인도주의 조정관을 임명하게 된다. 기능 측
면에서 있어 인도주의 조정관은 상주조정관과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으나,
많은 경우 해당 국가의 상주조정관이 인도주의 조정관으로 임명된다. 파견
된 국가에 대한 정보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상주조정관이 인도주의
조정관 역할을 담당할 경우 인도적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인도주의 조정관은 기존 정보 채널을 바탕으로 긴급한 위기
상황 기간 동안 인도적 문제에 관련한 이슈들을 긴급구호조정관에게 보고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인도주의 조정관의 권한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 조정관은
의사결정을 위해 반드시 HCT와의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위기 발생
5일 이내 초기 지원활동에 필요한 우선 순위를 포함한 보고서를 긴급구호
조정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10일 이내 인도적 지원프로그램에 포함되는 프
로젝트를

결정하여

인도적

지원의

전체

계획인

긴급지원요청(Flash

Appeal)을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3) 유엔 인도주의국가팀 (UN Humanitarian Country Team)
유엔 HCT는 해당 국가 수준에서 인도주의 활동에 참여하는 유엔기관과
다른 국제기구 및 인도주의 단체들 간에 인도적 지원 의사결정이 이루어
지는 포럼이다. 유엔 HCT는 IASC가 국가 수준에서 재형성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유엔 HCT의 회원은 원칙적으로 IASC의 회원기관 및 기구와 일치
한다. 다만 IASC의 회원은 해당국가에 상주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유엔기구나 국제기구 및 단체로 구성된다. 기능적으로 유엔 HCT는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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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활동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인도적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에게 공동의 전략과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인도
주의 조정관이 HCT의 의장을 맡는다.
3)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 간의 협력 체계
(1) 클러스터(Cluster)
① 클러스터의 범주와 영역
클러스터는 다음의 [그림 3-2]와 같이 기본적으로 11개의 영역으로 분
류되어있다. 클러스터의 핵심은 클러스터에서 행위자들이 공동의 인도주의
목적에 합의한다는 점이다. 공동의 목적은 평시에 인도적 지원의 모든 행
위자들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재난 발생 시 현장
에서 이행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IASC는 클러스
터의 초국가 수준에서의 공동 목적을 장기적 관점에서 재난 예방, 지원 및
평가의 기준 설정, 자원의 비축과 재난대응 역량 강화, 현장에서의 공동의
목적을 조직화된(coordinated) 피해측정 및 분석에서 합동 계획, 지원 활
동 이행 및 모니터링 등으로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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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클러스터

(출처: This is OCHA.
http://www.unocha.org/legacy/about-us/publications/flagship-publication
s/%2A/81)

② 클러스터 리더십
각 클러스터는 사전 합의로 선출된 클러스터 리더는 행위자들의 적극적
인 활동을 독려하고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조정한다. 긴급구호조정관에게
클러스터 활동과 결과를 보고하는 것도 리더의 몫이다. 각 클러스터에 참
여하는 행위자들은 리더를 중심으로 개별 기관과 단체의 역할 및 책임을
분명히 나눈다. 클러스터별 협력체제의 핵심은 행위자들 간에 분명한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고, 클러스터 내에서 개별 행위자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재난 대응을 전문화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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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가능성과 책무성을 높일 수 있다.
③ 클러스터 활동
재난발생 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결정되면, 인도주의 조정관은
HCT와의 협의를 통해 클러스터별로 활동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인도주의
조정관이 어떤 클러스터의 활동이 필요한지 결정한 내용을 긴급구호조정
관에게 보고하면 긴급구호조정관은 24시간 내에 보고받은 내용을 IASC와
초국적 수준에서 클러스터 리더를 맡고 있는 기관 및 단체와 공유한다. 클
러스터 활동은 HCT의 인도적 필요와 인도적 지원 역량 분석, 피해 지역
의 정부나 시민사회, 주민들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다. 먼저, 지원요
청과 HCT의 분석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의 규모와 내용을 파악하고 확
보한 인적, 물적 자원을 우선 순위에 따라 배분한다. 클러스터별 활동의
내용과 우선 순위는 클러스터 내에서 결정되는데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자
발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구조는 매우 수평적이다. 인도주의
조정관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클러스터의 활동 우선 순위에 포
함되지 않는 경우와 같이 필요한 경우 클러스터 활동에 대해서 조언할 수
있으나, 인도주의 조정관이 클러스터 행위자에 대해서 위계질서를 갖는 것
은 아니다.
모든 재난 및 인도적 위기에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11개 클러스터가 대
응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클러스터만 활동하거나 반대로
대형 재난 시 클러스터의 영역이 조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 클러스터의
대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인도주의 조정관과 HCT이다. 인도주의 조정
관은 HCT를 통해 측정한 재난 피해 규모와 해당 피해국가나 지역정부의
재난대응 역량을 동시에 고려해서 각 재난 사례마다 명백한 필요가 있을
때 클러스터 활동을 개시한다. 클러스터 활동은 해당 재난 사례에 대한 비
상계획(contingency plan)을 바탕으로 초국가 수준에서 세운 목표와 우선
순위를 반영하도록 한다. 그러나 실제 클러스터 활동은 클러스터 리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초국가 수준에서 논의된 결과가 반
드시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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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클러스터가 작동할 때 클러스터 리더는 인적, 물적 자원과 일
반적인 인도적 지원 활동 역량 뿐 아니라 해당 국가 및 지역에서 프로그
램 운영 경험이 있는지, 어떤 규모로 얼마 기간 동안 일했는지, 정부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는 어떤지, 유사한 재난대응 경험이 있는지 등 다양한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선정된다. 따라서 초국가 수준에서의 IASC에
참여하는 클러스터 리더를 담당하는 기관과 현장에서 해당 클러스터의 리
더를 맡은 기관이 다를 수 있다. [표 3-18]은 평시에 클러스터에서 리더를
맡은 기관 및 단체이다.

[표 3-18] 클러스터 리더 기관 및 단체
클러스터(cluster)

리더 기관 및 단체

1

식량 안보

2

캠프 코디네이션 및 관리

3

조기 복구

유엔식량및농업기구 & 세계식량계획
유엔난민기구(분쟁 상황) &
국제이주기구(자연재해)
유엔개발계획

4

교육

유니세프 & 세이브더칠드런

5

임시 거주처, 비식량물품(NFI) 유엔난민기구(분쟁) & 적십자사(자연재해)

6

긴급 텔레커뮤니케이션

세계식량계획

7

건강

세계보건기구

8

로지스틱스

세계식량계획

9

영양

유니세프

10 보호

유엔난민기구

11 물과 위생 (WASH)

유니세프

(출처: 클러스터 회의록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2)

중앙긴급대응기금(the

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CERF)와 합동전략계획(Joint Strategic Plan)
① 중앙긴급대응기금
인도적 지원 재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펀드 중 하나인 중앙긴급대응기
금은 2005년 인도주의 개혁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유엔 총회의 승인으로
조성되었다. 당시 인도적 대응 검토 보고서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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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강조하며 초기 대응에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이 상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앙긴급대응기금은 인도적 위기의 규모가 갑자기 증대
하거나 상황이 악화되는 때를 대비하여 평시에 모금되어 있는 자금으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긴급 상황에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이 신속하게 활
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긴급대응기금은 총회를 대표하여 긴급구호조정관의 관리 하에 있으
며 실질적인 운용은 유엔 OCHA가 맡고 있다. 중앙긴급대응기금이 조성되
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공여자 뿐 아니라 기업 등의 사적 영역을 포함한
새로운 공여자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국제사회 전반에 인도적 지원 공여자
그룹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중앙긴급대응기금은 일 년 단위로 국가,
민간 영역, 재단과 개인 등 공여자들의 기부로 자금을 충당한다. 언제든
이용 가능한 예비펀드(reserve fund)로 유지된다. 중앙긴급대응기금은 모
든 종류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초기 구호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보됨
으로써, 인도적 지원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증대된다는 데 큰 의미를 갖는
다.
② 합동전략계획 및 재정(Joint Strategic Planning and Appeals)
합동전략계획은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조정’을 위한
공동의 전략적 접근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
졌다. 재난 재해의 발생 시 또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을 이행하
기로 결정한 단계에서 전략대응계획문서는 전체 상황을 요약하는 정보문
서를 발간하고 클러스터별로 업무를 특정하는 계획과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책정한다. 전략계획과 예산은 현장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합동전략계획’의 핵심은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이 자발적으로 전략대응계획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행위자들의
참여란 재난 대응을 위한 계획수립, 업무 조정, 이행, 그리고 모니터링까
지 전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를 분담하여 이행하고 수평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합동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인 합동지원요청
기금은 특정 재난 재해 사례를 위한 모금창구를 하나로 모으고 합동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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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위한 공동 자금으로 운용된다. 합동지원요청기금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자금모금에 행위자들이 서로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라 협력관계에서
모금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발전의 의미가 있다.

5. 소결
제3장에서는 1970년대부터 201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지원의 규범적 제도적 발전의 흐름을 시간 순서에 따라 살펴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팔 지진 대응 당시 국제사회
의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의 의사결정 구조와 재난 현장에서 기능한 클러
스터의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유엔을 기반으로 한 인도적 지원 협력 거버넌스는 초기 유엔 기관만을
참여 대상으로 하다가 1990년대 초반 IASC가 구성되면서 유엔 이외의 기
구와 기관들 그리고 인도주의NGO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
름에 따라 행위자들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기업을 비롯한 사적영역,
학계 등이 참여하면서 행위자 집단의 성격도 매우 다양해졌다. 행위자의
규모와 다양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 협력 거버넌스는 자발적으
로 참여하는 행위자들에게 보다 강한 리더십 아래에서 책무성과 명확한
역할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협력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작동
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들이 행동규범과 이행 가이드라인에 동의하고 이를
따라야하기 때문이다.
인도적 지원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의 제도적 발전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인도적 지원의 활동 범주는 재난 예방에서 재난 대응, 재난 피해복
구 이후 중장기적 개발로의 연계까지 기간이 확대되었지만 보호책임으로
발전한 인도적 개입, 난민, 기후변화 등 관련 이슈와는 별도로 발전해왔
다. 둘째, 특정 대형 재난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응을 통해 그 당시의 인도
적 지원 거버넌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경험적으로 분석,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협력 구조를 만들었다. 셋째, 인
도적 지원 클러스터는 참여하는 행위자 간에 자발적인 협력과 수평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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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제도 내에서의 결정이 행위자들에게
임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도적 지원 협
력은 초기에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 제도화되기 시작하였고 정보 수집
과 공유, 로지스틱스, 통신 등 지원 활동의 기술적인 측면이 주를 이루었
다. 이같은 변화는 개별 행위자의 위험과 비용을 줄이고, 같은 자원과 역
량으로 훨씬 효과적인 지원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이
러한 환경 변화가 모든 재난 사례에서 같은 수준의 성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다음 제4장에서는 이렇게 발전한 인도적 지원 협력체계와 규범이 인도
적 지원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분석하기 위해 네팔 사례에서
행위자들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분석한다. 네팔에서는 다른 사례와 달리
인도적 지원 규범이 높은 수준으로 준수된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존의
제도적 발전과 규범의 축적이 어떤 요인으로 인해 그 영향력이 증폭되었
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명확한 분석을 위하여 네팔에서의 인도적 지원 활
동의 특징을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사례에서의 인도적 지원 활동과 비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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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네팔 지진 사례 1:
클러스터 기반의 인도적 지원 활동

앞서 제3장에서는 공여국 및 공여기관과 인도주의NGO들이 다양한 프레
임워크를 통해서 인도적 지원 원칙과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 등 여러 수준
에서 규범을 발전시켜 온 과정을 살펴보고 공통의 가치 개념과 원칙을 도
출하였다.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지원 규범이 발달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
기 위한 국제기구도 함께 발전하여 유기적인 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체
계를 갖추었다. 그러나 규범과 국제기구가 세분화, 전문화 되는 것이 초국
가 수준에서 인도적 지원 규범의 준수와 효율성을 곧 바로 담보하는 것은
아니었다. 제4장에서는 규범이 확산되어 가던 과정에서 어떤 요인이 행위
자들로 하여금 규범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는지 분석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발생한 대형 재난 재해에 글로벌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가 주축이 되어 대응하였던 사례 중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네팔 지진 대응 사례에 주목한다. 2015년 네팔 지진 대응 사례
는 2000년대 이후 발생한 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글로벌 인도적 지원 거버
넌스의 인도적 지원 활동 중 행위자들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가치 지향적 규범이 준수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유사
한 조건을 가진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사례에서는 더 큰 규모의 지원이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이 두 사례의 대응 활동에서 나타나는 결과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행위
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구성된 유엔 OCHA의 클러스터의 기능에
주목한다. 행위자들이 실제 재난 현장에서 유엔 OCHA의 클러스터를 어떻
게 활용하는지, 어떤 아젠다를 논의하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그
리고 그렇게 결정된 사항을 이행한 지원 활동의 성과가 최종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는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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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네팔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네팔 사례를 선정한 이유
와 네팔에서의 인도적 지원 활동의 특징을 설명한다. 그리고 네팔 인도적
지원의 전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면밀하게 살펴본다. 그 과정에서 어떤
행위자들이 유엔 OCHA의 클러스터에 참여하였는지, 클러스터에서 행위자
들은 무엇을 논의하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행위자들이 논의 결과대로
지원활동을 이행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여기서 논의의 핵심은 네팔 사례에
서 어떻게 클러스터가 기능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클러스터의 기능이 궁
극적으로 규범의 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
인 사례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네팔 사례를 선정한 이유와 지원 활동
분석이 다양한 행위자 중 주요 인도적 지원 NGO들에 초점을 맞춘 이유에
대하여 먼저 논의한다.

제 1 절 사례선정 배경

1. 사례 선정 이유
1) 2000년대 이후 발생한 대형 재난과 이에 대한 글로벌 인도적 지원 거
버넌스의 대응
2000년대 이후 일어난 대형재난 중에서 인도주의 행위자들이 각자 개별
적인 지원 활동이 아닌 클러스터를 통해서 공동으로 인도적 지원 활동을
이행한 사례는 2010년 아이티 대지진과 2015년 네팔 대지진 대응, 이 두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몇몇 재난 재해의 사례에서는 재난 피해를 입은 국
가가 다양한 이유로 초국적 행위자들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 2005년
나리기스 사이클론 사례의 경우 미얀마 정부가, 2008년 쓰촨성 지진의 경
우 중국 정부가 각각 정치적인 이유로 국제사회의 단순한 물자 지원을 넘
어서는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요청하지 않았다. 2011년 동일본 지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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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일본 정부가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 초국적 행위자들이 주축이 되
어서 지원 활동을 담당하는 것을 거절했다.80)
반면 2004년 12월에 발생한 인도양 쓰나미 사례는 글로벌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가 적극적인 주체로 지원 활동을 한 사례이다. 2004년 당시는 유
엔 OCHA 내에서 클러스터가 구성되기 이전이라 유엔 OCHA가 직접 행위
자들 간의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유엔
OCHA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난 현장에서 행위자들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였다. 유엔 OCHA는 인도양 쓰나미 지원
과정에서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를 몇 차
례 개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여 무산되었다. 결과적
으로 인도적 지원 활동은 협업이나 분업의 형태라기보다는 개별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의 독자적인 활동 형태로 진행되었다. 유엔 OCHA는 행위자
들에게 재난 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2010년 아이티 지진의 경우, 유엔 OCHA가 제도적으로 클러스터를 갖
춘 이후 발생한 재난이다. 이 때에도 유엔 OCHA는 클러스터를 통해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을 모으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그러나 실
제 현장에서 통신과 교통의 기술적인 문제와 경험부족으로 클러스터가 제
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클러스터가 운용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행위자들 간의 의사소통이 교통 및 통신 문제로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
80)

앞서

3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1991년

의결된

유엔

총회결의안

(A/RES/46/182호)은 ‘인권보호와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을 주창하면서 재난
재해 시 인도적 지원은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결과적으
로 자국의 역량을 벗어나는 대형 재난 피해를 입은 피해국의 경우 자의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거부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피
해자들의 보호받아야 할 권리로써 인도적 지원이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를 이행하는 데에는 피해국의 명시적 승인이 또는 요청이 있어야 다른 공여국
이나 국제기구, 초국가 행위자들의 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일본과 중국,
미얀마의 사례와 같이 피해국 정부가 지원을 거절한 사례를 보면 결국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국제규범이 강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보호와 재난 재
해 예방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국가의 역량과 의지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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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이티 국내의 교통망과 통신 인프라의 부족으로 클러스터 회의가 자
주 열리기 어려웠고 통신망이 발달하지 못하여 여타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의사소통도 충분하지 못하였다. 행위자들 간의 협력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
은 상태에서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행위자들은 정보의 교환과
공동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클러스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
였다.81) 아이티 중앙 정부의 고위 관료들과 유엔 상주조정관을 비롯한 유
엔 OCHA의 상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은 원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장에서 행위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원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제도적인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들은 기존의 행태대로 개별적으로 지원 활동
을 이행하였다.
2000년대 이후 발생한 대형 재난 재해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아
래 [표 4-1]과 같다. 본 연구는 초국적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이 중심으로
지원 활동을 벌인 사례 중에서 클러스터의 작동 여부를 제외하고 여러 가
지 조건과 환경이 유사했던 두 사례인 네팔 지진 사례와 인도양 쓰나미
사례를 비교하면 인도적 지원 규범 준수와 성과에 대한 클러스터의 영향
력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81) OECD는 2011년 발간한 아이티지진 대응에 대한 평가 보고서(Evaluation
Insights: Haiti Earthquake Response)에서 클러스터가 기능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https://www.oecd.org/countries/haiti/50313700.pdf 참고
(검색일: 2017년 9월 10일);Group URD와 GPPi가 합동을 발간한 아이티 지진
대응에 대한 실시간 기관 간 평가(Inter-agency real-time evaluation in
Haiti: Three Months After the Earthquake)와 케어, 세이브더 칠드런의
합동 보고서(Independent Joint Evaluation of Haiti Earthquake
response)도 같은 평가를 내렸다.
https://www.unicef.org/evaldatabase/files/Haiti_IA_RTE_final_Eng(1).pdf)
(검색일: 2017년 9월 19일);
https://reliefweb.int/report/haiti/independent-joint-evaluation-haiti-ea
rthquake-humanitarian-response (검색일: 2017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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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2000년 이후 대형 재난 재해
(단위: 명)

연도

알려진 이름

피해 지역

2004.
인도양
인도네시아
12
쓰나미
수마트라섬
2005
나르기스
미얀마 양곤
4
싸이클론
2008.
쓰촨성 대지진 중국 쓰촨성
5
2010.
아이티 대지진
아이티
1
도호쿠
2011. 태평양연안
일본 후쿠오카
5
지진(동일본
지진)
2015.
네팔 대지진
네팔
4-5

재난 종류

피해 규모
사망자

부상자

해저지진
및 쓰나미

226,408

2,321,700

열대 태풍

138,366

2,420,000

지진

87,476

45,976,596

지진

222,570

3,400,000

지진 및
쓰나미

5,178
(17년
3월 집계)

집계되지
않음

지진

8,659

100,000

(출처: 유엔 OCHA. (2015) 유엔긴급긴급지원 보고서 및 적십자사의 데이터 자료
를 저자가 다시 구성함)

2) 클러스터 구성 이전과 이후: 인도양 쓰나미 대응 사례와 네팔 지진 대
응 사례 비교
인도양 쓰나미 사례는 2004년 12월 26일 발생한 해저 지진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몰디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싱가포르 그리고
멀리는 아프리카 대륙의 소말리아까지 지진과 쓰나미 피해가 발생한 대규
모 재난이다. 직접적인 쓰나미 피해와 쓰나미로 인한 간접 피해로 총 8개
국에서 23만 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서양인들이 즐겨 찾는 휴양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
난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쓰나미가 해안을 덮치는 장면은 주요 서
구 방송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었고, 서구 미디어의 관심이 집중된 덕분
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대규모 모금이 이루어졌다. 모금 규모는 재난 직
후 산정된 초기 요청자금(requirement)인 997(백만 달러 달러) 규모를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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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만에 추월하였다.82)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대규모 인도적 지원 활
동으로 이어졌다. 약 40여 개 국제기구와 400여 개 초국적 인도주의NGO
가 피해 지역 각지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이행하였다. 유엔 OCHA는 인
도적 지원 자금과 활동가가 폭발적으로 집중된 이례적인 상황을 ‘제2의
쓰나미’라고 표현하였다.83) 당시 글로벌 인도적 지원의 주요 지원 대상국
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몰디브, 그리고 소말리아였다.
인도양 쓰나미 사례와 네팔 지진 사례는 피해국들의 대내외적 특징, 지
원에 참여한 공여국과 공여기관 및 인도적 지원 행위자 등 여러 가지 측
면에서 의미 있는 차이점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례에서의
인도적 지원 활동이 상당히 다른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각 사례의 평가를 요약하자면 국제 인도적 지원 공동체는 인도양 쓰나미
대응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이행되었다고 평가한다. 반면 네팔 지진 사례는
성공적인 인도적 지원 사례로 손꼽힌다. 피해국의 특징, 참여 행위자, 그
리고 자금지원 등의 측면에서 두 사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겠다.
먼저 피해국 특성은 피해국의 지리적 위치, 경제적 수준, 국제관계에서
의 지정학적 위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도양 쓰나미 사례에서 인도양
반대편에서 유일하게 큰 피해를 입은 소말리아를 제외하고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 등은 모두 남아시아 국가이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경제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저개발 또는
82) 요청자금(requirement)규모는 인도적 지원 활동을 이행하면서 상향 조정되어
최종 요청자금 규모는 1,410 백만 달러가 되었다. 최종 모금 규모는 1,260 백
만 달러로 초기 요청자금을 초과하였고 최종 요청자금 규모의 약 89%에 이른
다. (참고:https://fts.unocha.org/appeals/180/summar (검색일 2017년 4
월 23일)
83) 유엔 OCHA는 인도양 쓰나미 당시의 지원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Thousands of aid workers and military members flooded the region,
bringing with them vast quantities of aid and forming what many
termed “the second tsunami.”
(출처:

https://www.unocha.org/ochain/2006/chap6_1.htm) (검색일:

2016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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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에 속한다. 지엽적으로 국가 간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2000년대 이후 남아시아 전반으로 볼 때는 특별히 국제정치적으로 위협이
되거나 불안정 요소가 존재하여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복잡하게 얽힌 지
역이 아니다.
참여 행위자 규모와 선도적인 역할을 맡은 주요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
측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네팔 지진 대응 당시에도 최종적으
로 약 450여 개 행위자들이 참여하였다. 인도양 쓰나미 대응 당시에는 인
도적 지원 행위자들이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
인 참여 행위자 규모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표적인 초국가 수준의
인도주의NGO 중 하나인 케어 인터내셔널의 긴급구호 및 재난예방 국장
(Emergency Operations and Preparedness Officer)의 당시 발표에 따
르면 인도적 지원에 참여한 전체 초국적 NGO는 400 여 개다.84) 여러 지
역에서 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원 규모가 적은 행위자들이 집계되지
않거나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중복될 가능성이 높아 정확한 집
계가 어렵다. 그러나 주요 행위자로 활동하는 대형 초국적 NGO들이 전체
지원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오차 가능성은
전체 규모를 측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도적 지원에 선도적
역할을 한 주요 행위자 역시 양쪽 모두에서 유엔 OCHA를 비롯하여 세계
식량기구(WFP),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WHO) 등 40여 개의 유엔 기구들
과 세이브더칠드런, 옥스팜, 케어, 월드비전 등의 인도주의NGO라는 점에
서 크게 상이한 점을 보이지 않는다.85)
주요 공여국과 공여기관도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다음의 [표 4-2]와
[표 4-3]은 각각 인도양 쓰나미 사례와 네팔 지진 사례의 10대 공여국 및
공여기관이다.
84) 발표 내용은 Volz와 TEC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Volz (2005); TEC
(2006c, p.37) 참고.
85) 주요 참여 행위자는 인도양 쓰나미 사례는 TEC의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Assistance in Tsunami-affected Countries”
에서, 네팔 지진 사례는 유엔 OCHA의 “Nepal Earthquake Humanitarian
Response: April to September 2015” 보고서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 151 -

[표 4-2] 인도양 쓰나미 사례의 10대 공여국 및 공여기관
(단위: 달러)

공여국 및 공여기관

256,690,834
228,543,814

총 모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4%
18.2%

90,193,957

7.2%

73,548,821
70,537,986
66,867,374
60,218,795
48,286,050
33,697,711

5.8%
5.6%
5.3%
4.8%
3.8%
2.7%

32,389,360

2.6%

지원 금액

1
2

유니세프
일본 정부
유럽위원회
3
(European
Commission)
4
노르웨이 정부
5
미국 적십자사
6
독일 정부
7
영국 정부
8
미국 정부
9
캐나다 정부
민간
10
(기관, 단체 및 개인 등)

(출처: OCHA Financial Tracking Service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함)

[표 4-3] 네팔 지진 사례의 10대 공여국 및 공여기관
(단위: 달러)

공여국 및 공여기관

지원 금액

총 모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1

미국 정부

29,310,830

10.4%

2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

21,113,716

7.5%

3

노르웨이 정부

17,645,151

6.3%

4

민간(기관, 단체 및 개인 등)

16,641,195

5.9%

5

캐나다 정부

14,716,965

5.2%

6

일본 유니세프

12,578,942

4.5%

7

미국 유니세프

12,803,547

4.5%

8

영국 정부

12,830,836

4.5%

9

네팔정부

12,000,000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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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12,193,963

4.3%

(출처: 유엔 OCHA Financial Tracking Service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함)

두 표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10대 주요 공여국에 미국, 영국, 캐나다, 노
르웨이 그리고 EU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
본의 경우 인도양 쓰나미 사례에서는 정부가 직접 지원했으나 네팔 지진
사례에서는 유니세프를 통해서 지원했다는 점만 차이를 보인다. 인도양 쓰
나미 당시에 독일이 주요 공여국이었으나 네팔 대응에서는 10위 안에 들
지 못한 점과 미국의 주요 공여기관이 적십자에서 유니세프로 변경된 점
등 미미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EU와 독일,
일본 등은 모두 유엔 OCHA의 인도주의 활동에 있어 주요 공여국 또는
공여기관 상위 순위 안에 드는 국가들이다.86) 결국 인도적 지원이 특정
국가에 의해서 집중되었거나 특별한 국제정치적,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반
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인도양 쓰나미 사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지원 활동을 위한 이
례적인 모금 규모와 속도이다. 재난 발생 직후 유엔 OCHA에서 피해 복구
에 필요하다고 발표한 모금액은 997백만 달러였다. 쓰나미 발생 직후 서
구 미디어는 앞을 다투어 100미터 높이의 해일이 해안가 사람들을 덮치는
처참한 재난 상황을 반복해서 보도하였다. 곧 이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
통령이 특사로 나서서 국제사회에 모금을 요청하자 모금액은 수일 내에
초기에 목표한 모금액을 넘어섰다. 인도양 쓰나미의 피해 지역이 넓었고
여러 국가에 걸쳐 있었던 탓에 추후에 목표 모금액(requirement)이 1,410
백만 달러로 증대되면서 결과적으로 모금액이 목표 금액을 넘기지는 못하
게 되었지만 최종 모금된 규모는 목표 모금액의 89%에 달했다. 이는 목표
금액의 약 67%를 모금한 네팔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는 물론, 사망자가
86) 2005년 유엔 OCHA 주요 공여국은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네델란드, 미국,
캐나다, 스위스, 아일랜드, 러시아, 일본 등이며 2015년 OCHA 주요 공여국은
영국, 미국, 스웨덴, EU,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일본, 네델란드, 스위스, 독일,
캐나다, 덴마크 등 이다. 유엔 OCHA 연차보고서 (2005; 20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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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만 명으로 추정되는 21세기 최악의 자연재해로 꼽히는 아이티 대지진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아이티 지진 대응 기금 규모는
575 백만 달러로 목표 모금액의 약 73%를 충족하였다.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 경제적 수준, 지정학적 위치 측면에서 유사성을
보이는 피해 지역에서 같은 공여국 및 공여기관 그룹과 비슷한 규모의 인
도적 지원 행위자가 인도적 지원 활동을 했다. 오히려 인도양 쓰나미 대응
당시 국제사회가 신속하게 반응하여 최대 규모의 물적 지원이 이루어진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의 인도양 쓰나미 대응
이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은 물론 규범적 측면에서도 낮은 성
과로 인해 비판을 받는 데 반하여 네팔에서는 행위자들이 협력하여 다양
한 인도적 지원 규범이 준수된 사례로 인정받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
구는 인도양 쓰나미 대응 당시는 없었지만, 네팔 지진 대응 사례에서는 활
동의 중심축으로 작동한 규범 플랫폼 즉, 클러스터에 주목한다.
3) 네팔 지진과 인도양 쓰나미 사례 비교의 한계점
이 두 사례를 병렬적으로 비교하는데 다음 두 가지 이슈가 한계로 작용
한다. 첫째,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국에 따라 초국가 인도적 지원 행
위자들과 협력하는 수준이 상이할 수 있다. 네팔이 인도양 쓰나미 피해국
들과 지정학적 위치, 경제적 수준 등의 측면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위에서 이미 기술되었다. 그러나 그 외에 초국가 파트너들과의 협력
을 결정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해당 국가의 의사결정 구조, 국제 사
회의 지원에 대한 정부의 개방성 또는 폐쇄성,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관계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도양 쓰나미 사례에서 피해국인 8개
국가 중 주요 지원 대상국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몰디브, 소말리아였다.
TEC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양 쓰나미 사례에서 중앙정부와 합의한 내용이
지방정부에 전달되지 않는 경우나 지방정부에 따라 협력의 수준이 상이한
경우가 있다. 지원에 일관성이 결여될 경우 중앙과 지방에서 각각 별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비효율도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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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하여 네팔은 재난 발생 이전에 대형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국제
인도적 지원 공동체의 지원을 받기 위한 국가재난 프레임워크가 마련되어
있었다. 지원요청과 의사결정의 절차(procedure)가 결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네팔정부 부처별로 협력할 클러스터가 정해져 있어 재난 발생 시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구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
었다. 당시 네팔정부가 국제사회로의 지원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었다고 판
단할 수 있다.
그러나 네팔의 ‘국가 재난 프레임워크’는 유엔 OCHA에서 클러스터가
구성된 이후 이 클러스터를 통한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실
제 네팔정부는 부처 별로 해당 클러스터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클러스터회의에 배석하여 논의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이
러한 구조가 갖추어진 것은 네팔의 국내 구조적 특징이면서 동시에 피해
국 수준에서 클러스터가 규범 플랫폼으로 작동하는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인도양 쓰나미 피해국에서 초국가 행위자들이 정부와의 협력
과정에서 겪었던 여타의 어려움은 네팔 사례에서도 보고되었다. 중앙정부
의 의사결정이 지방 정부에 곧 바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나 지원 기간 도
중 네팔 정치 체계에 변화가 있어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시급한 의사결정
들이 한동안 미뤄지기도 하였다. 인도적 지원의 분야 특성상 대형 재난 발
생 이후의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 요건들이 모두 통
제되는 비교 사례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인도양
쓰나미 당시에 지원 대상이 된 피해국들 모두 해당 정부가 국제사회에 지
원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했다는 점 역시 정도의 차이는 존재
하지만 국제사회의 지원에 대한 개방성 또는 폐쇄성이나 국가 내의 의사
결정 구조 등의 차이에서 오는 초국가 행위자들과의 협력 수준의 차이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인도적 지원 규범이 발달하고 행위자들의 경험이 축적된 것이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인도양 쓰나미에 대해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진 2005
년으로부터 2015년 네팔 지진이 발생하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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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 동안 곳곳에서 발생한 재난 재해에 대응해 온 인도적 지원 행위
자들에게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되었다.
또한 인도적 지원 규범은 제3장에서 상세하게 기술한 바와 같이 상당히
체계화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인도적 지원의 규범적 가치가 스피어
프로젝트나 인도주의 헌장 및 최소기준과 같은 핵심적인 규범 프레임워크
로 체계화되었고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다수 발간되었다. 적
십자의 행동강령이 행위자들의 태도와 추상적인 원칙에 초점을 맞추었다
면 2000년대 이후 분야별로 발달한 가이드라인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수치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추상적인 원
칙을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지침으로 해석하여 행위자들에게 활
용도를 높였다.
그러나 규범의 발달과 행위자들의 전문성, 경험의 축적이 인도적 지원
활동에 있어 규범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난 재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 성과와 규범의 적용 여부가
지속적으로 향상된 결과를 보여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10년 발생한 아이티 대지진 발생 당시, 대
규모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국제사회가 깊은 관심을 보였다. 최종 모금액이
목표 모금액의 78%에 달하는 예외적인 지원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규
범의 준수뿐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규범이 발전하고 이를 집약한 규범 프레임
워크도 발전하였다. 그러나 주요 규범 프레임워크에 중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기본 원칙과 가치는 그 프레임워크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때에 주창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아주 오래 전부터 옹호주창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규범주창자들에게 서로 다른 수준으로 내재화되어 있었다. 주지한 바
와 같이 주요 규범주창자들은 인도적 지원 활동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행위자들이다. 요컨대 이 두 사례를 비교하는 데 있
어 인도적 지원 성과와 규범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해국과 글로
벌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간의 협력 수준과 규범의 축적 정도가 상이하다
는 점이 지적될 수 있으나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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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내릴 수 있다.

2. 네팔 사례의 특징: 클러스터 중심의 인도적 지원 활동
재난 재해에 대응하는 인도적 지원 활동은 크게 모금 활동, 재난 직후의
긴급구호를 위한 탐색구조(search and rescue) 활동 그리고 피해자 구제
활동 및 지역 사회 재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앞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
이 인도적 지원 활동에는 공여국, 공여기관, 국제기구와 인도주의NGO 그
리고 기업과 재단 등 다양한 층위의 행위자들이 참여하는데 각 활동 분야
마다 주요 행위자 집단이 상이하다. 공여국과 공여기관은 모금과 탐색구조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비해, 인도주의NGO를 비롯한 민간 기업 등 행
위자들은 일반적으로 인도적 지원 활동의 피해자 구제활동과 초기 복구,
재건에 이르기까지의 영역에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지원 활동을 이행하
는 주요 주체이다.
네팔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모금 부문은 총 모금액에서 EU를 비롯한
공여국이 총 34.3%, NGO와 재단 등 민간부문이 24.7% 그리고 유엔을 비
롯한 여타의 국제기구가 5.5%를 차지하고 있다. 유엔의 중앙긴급대응기금
기금을 통해 5%가 모금되었는데 중앙긴급대응기금의 기금 역시 공여국들
로부터 모금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여국 집단의 모금이 약 40%에 육박한
다고 볼 수 있다.87) 공여국의 펀딩은 목적과 분야를 특정하지 않는 펀딩
(unearmarked)과 분야나 목적을 특정 하는 펀딩(earmarked)으로 나눌
수 있다. 공여국들은 모금 외에도 재난 직후에 긴급구호팀을 파견하여 상
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조하는 탐색구조 활동을 담당한다. 네팔 지진 당시
에는 34개국이 긴급구호팀을 파견하여 네팔정부 및 UN INSARAC과 함께

87) OCHA Financial Tracking Service에서 데이터 자료를 참고함.
(https://fts.unocha.org/appeals/486/flows?f%5B0%5D=sourceOrganizati
onTypeIdName%3A%22119%3APrivate%20organization/foundation%22&f
%5B1%5D=sourceOrganizationTypeIdName%3A%21&f%5B2%5D=sourceOr
ganizationIdName%3A%21.) (검색일: 2016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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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 구호 활동을 펼쳤다.
다른 한편 국제기구와 인도주의NGO 등 민간 행위자들은 긴급구호를 제
외한 거의 대부분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이행하는 주체이다. 이들의 피해
자 구제 활동은 식량과 식수의 공급과 영양 문제, 주거 공간 및 난민 캠프
의 운영, 위생과 보건 이슈, 의료 서비스 등에서부터 조기 복구와 교육,
보호, 젠더기반폭력 예방 및 대처와 재건에 이르기까지의 인도적 지원의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
제4장에서는 네팔 인도적 지원의 과정에서 행위자들이 규범 플랫폼에서
어떤 논의와 결정을 하였는지, 그 과정에 규범이 적용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
하는 주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 하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사례연구의 핵
심이다. 이런 맥락에서 제4장 분석의 핵심적인 대상은 인도적 지원 프로
그램을 운용하는 주체인 국제기구와 인도주의NGO들이다.8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금에 있어 공여국과 공여기관이 중요한 역
할을 하지만, 이렇게 모금된 자원을 가지고 실제로 재난 현장에서 지원 프
로그램을 운용하는 것은 국제기구, 인도주의NGO와 민간 기업 등의 파트
너 행위자들이다. 공여국들이 자국의 공여기관을 통하여 특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이다. 공여국들이 자국의 펀딩
을 운용할 주체를 선정하면서 일부 펀딩에 특정 분야나 목적을 특정하기
도 한다. 그러나 이후 운용 방식과 기준을 정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직접
운용하는 행위자이다. 따라서 주요 분석 대상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이
행하고 평가하는 행위자로 한정하고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지 않는 공여국
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88) 이경신 KCOC 인도적 지원 부장은 인터뷰에서 ‘국제기구가 특정 분야에서 프
로그램을 운용하더라도 지역 단위로 내려와서는 그 지역 NGO들이 국제기구의
손발로써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를 접촉하는 주
체는 NGO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따라서 인도적 지원 활동이 규범적 요
소를 고려하여 이행되느냐는 인도주의NGO의 프로그램 운용방식에 달려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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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행위자별 발간 보고서89)
기관

분류

보고서

1

유엔 OCHA

유엔 OCHA

167

2

유엔 클러스터 보고서

유엔 클러스터

97

3

유니세프

국제기구

74

5

유엔 개발계획

유엔 기관

33

6

유엔 거주조정관

유엔 OCHA

30

7

세계난민기구
평가역량 프로젝트
(Assessment Capacities Project)
세계보건기구

국제기구

16

연구기관

14

국제기구

11

유엔 OCHA

10

유엔 기관

10

12

UNDAC
유엔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세계식량계획

국제기구

10

13

유엔인구기금

유엔 기관

9

14

네팔정부

네팔정부

8

15

공여국

5

NGO

3

NGO

2

18

영국 긴급의료팀(정부)
국제NGO연합(Association of
International NGOs, AIN)
Cooperative for Assistance and
Relief Everywhere
유엔 식량 농업기구

유엔 기관

2

19

국제적십자사

국제적십자사

2

20

기타

8
9
10
11

16
17

7

출처: Humanitarian Response를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89) 이 외에도 국제기구로는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초국적
NGO로서는 플로우마인더(Flowminder), 헬프에이지(HelpAge) 국제 인도주의
길(International, Humanity Road), 플랜(Plan International), 세이브더칠드
런, 그리고 공여기관으로는 미국 국제개발처, 재난대처 및 인도주의 지원 센터
(Center for Excellence in Disaster Management and Humanitarian
Assistance) 등이 각각 1회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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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umanitarianresponse.info/en/operations/nepal/documents/
disasters/71054)

[표 4-4]는 네팔 사례와 관련하여 복수의 보고서를 발간한 행위자 리스
트이다. 네팔 인도적 지원관련 보고서를 발간한 주체를 살펴보면 영국을
제외한 모든 행위자들이 국제기구 및 인도주의NGO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팔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인도적 지원 활동은
유엔 OCHA와 클러스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지진 피해 지역이 상당히
넓었던 네팔의 경우 유엔 OCHA는 각 클러스터에서 결정된 사항을 수렴
하여 중앙에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동시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세 곳에 지역 거점(hub)을 구축하여서 중앙을 거치지
않고 각 해당 지역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집, 취합하고 그 지역에서 프로
그램을 담당하는 파트너들에게 빠르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클러스터 활동
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네팔정부와의 협력 구조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유엔
OCHA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초국적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과 네팔의 중
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 유엔
OCHA의 클러스터에 참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활동하였던 단체들은 존
재하였더라도 전체 규모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지원 활동을 하기는 현실
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유엔 OCHA의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인도적 지원 활동에 대해서 분석한다.

제 2 절 사례 개요

1. 네팔 현황
네팔은 매우 열악한 경제상황과 불안정한 정치 환경으로 인해 국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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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대형재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
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통신수단을 통하여 행위자들 간에 의사소통이 가능
하였고 유엔 OCHA가 열악한 교통망 인프라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권역 허브를 설치하여 장거리 이동 없이 행
위자들이 대면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클러스터의 정상적
인 운용이 가능하였다.
다른 어려운 점으로 꼽히는 점은 인도적 지원 활동에 대한 네팔 국내
법 체계와 운용 가이드라인(operational guidance) 사이에 간극 때문에
네팔정부 부처 및 지역정부 등 네팔 국가기관들이 이를 각기 다르게 해석
하고 적용하여 복구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2015년 지진이
발생할 당시 네팔은 개헌을 준비 중이었다. 개헌 전 법체계에 따르면 국제
기구 및 NGO등은 네팔에서 국가 기관(national agencies)을 통해서만 활
동할 수 있었는데 2015년 9월 20일 헌법이 개정되면서 이와 관련하여 적
용되는 법령도 변경되었다.90) 복구와 재건(rehabilitation) 과정에서 새 법
령의 적용시기 문제로 재건 프로그램 운용이 연기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네팔정부는 재해위험경감(DRR)의 일환으로 2013
년 「국가재난대응 프레임워크」를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신
속하게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국내적으로 사전에 마련해 놓았다. 이 프레임
워크에 따라 네팔정부는 지진 발생 직후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행위자
들과 신속하게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의
협력체계와 네팔정부와의 협력관계는 제2절 4항 ‘네팔과 국제사회의 인도
적 지원 협력: 「국가재난대응 프레임워크」’ 부분에서 자세히 논하겠다.

90) Norwegian Capacity. 2016.
(https://www.nrc.no/globalassets/pdf/evaluations/norcap-nepal-evalua
tion-report_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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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팔의 정치, 경제 상황과 재난대응 역량
네팔은 인도와 중국 사이의 서남아시아 내륙 국가로 남부는 평지이나
국토의 80%가 산지로 특히 북부는 히말라야 산맥이 위치한 산악 지역이
다. 높은 산과 언덕이 많은 지형적 특징으로 기반 시설과 도로망을 만드는
것이 까다롭다. 네팔은 기후변화, 지진, 홍수 위험 등에 노출 빈도가 높아
유엔 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 UNDP)이 선정한 재난위험이
가장 심각한 20개 국가 중 하나이다.91) 인종적으로는 네팔 토착 민족과
인도로부터 유입된 아리안계통 민족, 티벳 출신 소수 민족 등 약 60여 개
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다. 일인당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는 2016년 730 달러로 최빈국에 속한다.92) OECD DAC의
기준에서 역시 네팔은 최저개발국(least developed country group)로 분
류된다.93)
네팔은 경제적 관점에서 소득수준이 낮고 기본적인 욕구해결에 대한 접
근이 어려워 생활의 질이 낮다. 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주거, 생활 등 다
층적 접근 관점에서 볼 때 절반 이상의 네팔 인구가 개인, 가족, 집단이
자신들이 속해있는 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이다. 생활 전반에서의 빈곤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회 내의 생활
수준, 관습, 활동으로부터 소외된 상태인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로
이어져 이 역시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94)
91) 2015년 네팔 내무부와 Disaster Preparedness
Network-Nepal(DPNet-Nepal)의 합동 보고서 Nepal Disaster Report 2015
(Kathmandu: DPNet-Nepal) p.2 참고.
92) 세계은행 통계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였다.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NP.PCAP.CD?end=2016&locat
ions=NP&start=1962&view=chart (검색일: 2017년 11월 10일)
93) OECD DAC의 통계데이터 2015-2016년 기준 자료를 이용하였다.
http://www.oecd.org/dac/stats/documentupload/DAC%20List%20of%20
ODA%20Recipients%202014%20final.pdf (검색일: 2017년 6월 19일)
94) 이보라 김교성은 빈곤의 측면을 교육, 주거, 건강, 생활 등 네 차원으로 구성
하여 각 차원 별 빈곤지표를 실증적으로 측정하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네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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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네팔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제도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정치
적 불안정(post-conflict political instability)이 계속되고 있다. 입헌군주
제 아래에서 억압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네팔은 1990년대 초 네
팔국민회의와 공산당의 민주주의 회복운동으로 다당제를 기초로 한 민주
주의 체계의 발판을 갖추었다. 그러나 국민 대표성이 낮은 의회와 독재 정
치체제로 인하여 갈등이 계속되었고 급기야 네팔급진공산당(Maoist) 반군
은 1996년 인민전쟁을 개시하였다. 네팔급진공산당(Maoist) 세력은 농촌
지역의 대부분을 장악하였다. 그 결과 농촌지역은 사실상 국가의 행정조직
과 사법 절차가 아닌 네팔급진공산당의 통치 하에 놓였다. 2006년 대중운
동으로 왕이 직접 통치를 포기하게 되었고 네팔급진공산당과 7개 정당연
합(Seven Parties Alliance, SPA) 간의 포괄적 평화협정(Comprehensive
Peace Agreement, CPA)이 성사됨으로써 내전은 막을 내렸다. 양 측 간
무기 관리에 대한 세부 협정이 이루어지고 과도의회와 새 정부 구성을 위
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8년 마침내 240여 년 간 유지되던 국왕
제가 폐지되면서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10여 년간 지속되던 내전과 법적·사회적 질서의 부재, 정치 체제
변화로 인하여 정치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특히 네팔의회당(Nepali
Congress), 네팔급진공산당(Maoist), 네팔온건공산당(UML) 등 정당 간 갈
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정당의 영향력이 다르다는 특징을 띤다.
이런 영향으로 국가의 연방구조와 정부형태, 의회의 대표성 부여 등 정치
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의제에 있어 정당 간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또한 인도계열로 네팔정부에게 차별을 받아온 마데시(Madeshis)민족을 비
롯한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구조적인 차별 철폐를 위해 투쟁하거나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로 야기되는 불가촉천민(Dalits) 문
제도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절반 이상 인구의 생활수준이 최소 한 차원 이상에서 빈곤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보라·김교성 (2016. pp. 57-84); CBS. 2011. Nepal living
standards survey 2010/2011: Statistical report. Kathmandu: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Government of Nepal.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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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팔 지진 피해 현황
종합하여보면 네팔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재난취약국
(multi-hazard prone country)이다. 네팔은 경제적으로 낙후되었고 부족
한 사회 기반시설로 인해 재난에 대처할 역량을 갖추지 못하였다. 더 심각
한 점은 정치제도가 군주제에서 민주공화국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정치적
으로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오랜 내전을 겪었고 내전 종식 이후에도 지속
되고 있는 정치 갈등으로, 중앙의 정치권력이 모든 지역에 고르게 기능하
지 않는다. 또한 전체 인구 중 상당수는 재원의 절대적 부족으로 또는 지
역적 특성, 소수 민족 문제, 종교 및 사회 계층의 문제 등으로 사회적 갈
등을 겪거나 국가의 돌봄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2015년 봄 두 차례의 강진이 네팔에서 발생하였다. 먼저 4월 25일 네팔
간다키구 고르카현에서 진도 7.8의 강진이 발생하였다. 강진으로 인해 네
팔 전역은 물론 방글라데시와 중국의 티벳 지역 일부도 지진피해를 입었
다. 진앙지인 고르카현은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81킬로
밖에 떨어지지 않아 인구가 밀집한 카트만두 역시 큰 피해를 입었다. 첫
번째 지진 발생 이후 8시간 동안 총 65차례 여진이 발생하였다. 81년 만
의 최악의 지진이었다. 네팔정부는 국가재난대응 프레임워크(National
Disaster

Response

Framework

2013,

NDRF)

및

관리운용규정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절차에 따라 4등급 경계를 발령하고
중앙국가재난경감 위원회가 열었다. 이 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26일 총
리는 심각한 지진피해를 당한 14개 구(district)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자국의 대응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95) 네팔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회의 인
도적 지원 활동이 개시되었다. 먼저 중국, 인도 등 이웃국가들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 주요 공여국들은 긴급구호 구조대를 네팔에

95)

네팔정부와

DPNet-Nepal의

합동

보고서

The

Government

of

Nepal,

Ministry of Home Affairs and Disaster Preparedness (2015) 및 Nepal
Disaster Report (2015. p. 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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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하였다. 유엔 OCHA 산하의 UNDAC 비롯한 국제기구와 국제 인도주
의NGO들이 카트만두에 집결하여 지진피해 정보를 수집하고 구조작업을
시작하였다.
첫 번째 지진 이후 보름 정도 지난 5월 12일, 남체바자르 지역에 진도
7.3의 두 번째 강진이 발생하였다. 첫 번째 지진으로 이미 약화된 지반과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다. 도시 지역에서는 지진 직후부터 구조와 복구가
시작되었지만 산악 지대에 위치한 마을은 길이 끊겨 구호의 손길이 미처
닿기도 전인 시점이었다. 연이어 발생한 두 차례의 지진으로 인해 8,659
명의 사망자와 10만 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96) 그리고 카트만두 외
곽의 박다푸르, 고르카, 트리슬리를 포함하여 직접 영향을 받은 14개 구에
서 3,000여 개의 학교가 붕괴되었고 50만 여 개 가옥이 완전히 파괴되고
26만 여 개 가옥이 피해를 입었다.97) 그 결과 약 540만 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도심과 산악 지대 마을의 건물과 가옥 등이 파괴되었고 도로
와 다리 등 기반시설이 파괴되면서 구조를 위한 접근이 매우 어려워졌다.
일부 산간 지역 마을은 헬리콥터로만 접근이 가능하여 구조와 복구를 더
디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에베레스트와 인접한 지역에서 발생한 두
번째 강진과 여진의 영향으로 에베레스트 산사태가 발생해 피해 규모가
확산되었다.

4. 네팔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협력: 「국가재난대응 프레
임워크」
1) 네팔정부의 「국가재난대응 프레임워크」

96) 유엔 OCHA. 2015. p.5. 피해 규모에 관한 데이터는 네팔정부의 내무부 산하
국가재난관리센터(National Emergency Operations Center)의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됨.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nepal_earthqua
ke_2015_revised_flash_appeal_june.pdf 참고.
97) 유엔 OCHA. (2015) 유엔긴급지원요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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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해외개발원조에 의존해 온 네팔은 대형재난으로 그 피해 규모
가 자국의 대처 역량을 벗어나는 경우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013년 「국가재난대응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다. 「국가재난대응 프레임
워크」는 대형재난 시 네팔정부가 재난기금 모금을 포함한 구호, 복구 등
재난대처를 위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할 것을 의무로 명시했다. 특히
제4장 “재난대처를 위한 국제사회지원 요청” 파트에서 다음 [표 4-5]와
같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공동체의 지원을 위한 네팔정부의 행동 규
범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표 4-5] 네팔정부 「국가재난대응 프레임워크」 중 제4장 제6항 재난대처
를 위한 국제사회지원 요청
항

내용

네팔정부는
필요에
따라
유엔
인도주의
조정관(UN
Humanitarian Coordinator), 다른 국가, 적십자(Red Cross
Movement),
지역기구(regional
organizations),
공여단체
1
(donor communities), 국제NGO, 국제전문기구(international
professional organizations) 및 해외거주 네팔인들에게 재난대
응을 위한 현금 및 현물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유엔과 적십자는 네팔정부의 요청에 따라 재난대처를 위한 국제
사회지원을 직접 요청한다.

네팔정부는 향후 개발될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기구의 등록 및
지역할당
등을
통해
국제
인도주의공동체(International
3
Humanitarian Communities, IHC)의 활동을 조정하고 용이하
게 한다.
네팔정부는 2007년 유엔과 맺은 긴급통관절차 모델협정(Model
Agreement for Emergency Customs Procedure)과 같은 방식
4
을 통하여 IHC를 통해 들어오는 구호물품 및 수색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적절하게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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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정부는 IHC의 용이한 활동을 위해 비자를 즉시 발급하고 재
5 난복구 기간 동안 인도에서 들어오는 수색구조 장비를 받기 위해
통과사증을 발급한다.
대형재난의 경우 유엔인도주의조정관은 유엔 인도적 지원 클러스
터(UN cluster)를 가동해야 한다. 네팔정부는 클러스터를 통한
6
재난 대응을 위해 개별 클러스터에 주요 담당자(focal person)를
배치해야 한다.
(출처: 네팔정부 2013. 「국가재난대응 프레임워크」)

[표 4-5]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6번 즉, 「국가재난대응 프레임워크」 제4
장 제6항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제4장 제6항은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네팔정부가 단순히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뿐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유엔 인도주의조정관을 통하여 유엔 OCHA와 클러스
터를 가동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경우 재난 피해 현황 파악부터 피해
자 구조, 피해 수습 및 복구 활동과 활동 평가에 이르기까지 재난 대처의
행정 전반이 유엔 OCHA의 클러스터와 협력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초반에 재난 대응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재원
의 배분, 우선 순위 등을 결정하는 정치적 의사결정까지 네팔정부의 동의
를 전제로 사실상 유엔 OCHA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네팔 지진을 위한 유엔긴급지원요청(Flash Appeal
Nepal)은 유엔 OCHA가 UNCT와 여타의 인도주의 행위자들이 수집한 피
해 상황 정보를 기반으로 만든 재난 대응을 위한 총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네팔대응계획에서 유엔 OCHA는 각 클러스터별로 지원이 필요한 인
구의 규모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클러스터별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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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클러스터별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 규모

(출처. Flash Appeal Nepal. 2015 p. 7)
위의 [그림 4-1]에서 제시된 지원이 필요한 인구의 규모는 전체 인도적
지원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네팔정부가 필요한 지원의
규모와 방식을 국제사회에 요구한 것이 아니라 유엔 OCHA가 네팔 지진
대응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 규모를 측정하여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이 자
료는 유엔 OCHA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제시된 것이 아니다.
현장에 있는 국제기구 및 인도주의NGO, 공여국 개발원조기관 등 행위자
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근거로 산출한 값이다. 유엔 OCHA는 지원 규모 및
필요한 재정의 산출 규모를 제시하면서 행위자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
로 취합한 것이라고 밝힌다.98)
98) 유엔 OCHA는 Flash Appeal Nepal p.7에서 “Compiled by OCHA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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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전체 규모 및 클러스터별로 지원이 필요한 인구의 규모를 측정
하는 것은 네팔 지진 대응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과 세부 프로그램의 밑그
림으로서 이를 결정하는 것은 지원 활동 전반의 틀을 구상하는 가장 중요
한 의사결정이다. 먼저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초국적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
의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의 규모가 집계되어 유엔긴급지원요청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어서, 역시 개별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세부 프로그
램이 수립되고 중장기 계획과 연계되었다. 이를 미루어봤을 때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네팔 인도적 지원 전반의 계획이 수립되고 이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유엔 OCHA가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인도주의 행위자들의 전
문성을 그대로 인정함을 보여준다. 동시에 유엔 OCHA가 조정 역할을 이
행하면서도 행위자들과 유엔 OCHA의 관계가 상호 협력적이며, 보완적·수
평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각 클러스터는 또한 클러스
터별 지원 규모 및 필요 자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에 앞서 네팔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실제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3절에서 대표적인 몇몇 클러스터를 예시로 기술한다.
2) 네팔정부와 글로벌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의 협력 구조
「국가재난대응 프레임워크」 ‘제5장 국가 및 국제사회 지원과 조정’ 부분
은 글로벌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와 네팔정부 간의 협력구조를 설정한다.
먼저 제3항에서는 네팔정부의 요청에 의해 들어오는 유엔 수색구조팀(UN
International Search and Rescue Teams, UN-INSARAG)과 유엔 재난
평가조정팀(UNDAC)은 네팔정부의 결정에 따라 유엔 인도주의조정관의 지
휘 아래 활동한다고 지휘체계를 명시하고 있다. UN-INSARAG과 UNDAC
은 모두 유엔 OCHA의 산하기관이다. UN-INSARAG은 의료진과 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되어

긴급구호

선발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팀이고

basis of information provided by appealing organizations”이라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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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AC은 재난피해를 조사 분석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
로 유엔 OCHA가 필요한 임무를 도출하고 자원과 구조 및 복구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해주는 전문팀이다.
특히 UNDAC은 구조 및 피해 복구 초반에 재원의 필요 규모와 방식 등
을 산출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우선 순위와 규모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유엔 인도주의조정관 산하의 HCT은 UNDAC과 클러스
터에 참여하는 초국적 행위자들 중에 클러스터 대표를 맡은 기구 및 단체
그리고 피해 지역 국가의 NGO 등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HCT에서는 유엔
기관과 초국적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이 피해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를 취
합하고 자세한 데이터를 집계한다. 유엔 인도주의조정관의 지휘 아래
UNDAC과 초국적 수준의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의 피해 현황 파악을 바탕
으로 유엔 OCHA가 재난대응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네팔정부가 국제사회
의 조력을 받는다는 것을 넘어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시스템이 재난
대응의 정치행정 프로세스를 주도적으로 진행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엔은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피해 국가 정부와 초국적 행위자들의 협
력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국가 수준에서의 협력구조 모델
을 위 그림과 같이 제시하였다. 아래의 [그림 4-2]는 IASC와 정부 수준에
서의 협력 구조를 보여주는 모델이다.
[그림 4-2]를 보면 상위 수준에서는 피해국가의 정상과 유엔 OCHA의
인도주의조정관 사이의 채널이 연결되어 있고, 국가 수준에서 국가재난전
반을 담당 및 총괄하는 실무 총책임자는 다양한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유엔HCT와 채널이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
러 개별 클러스터는 해당 임무에 따라서 관련 행정부처와 연결되어 있다.
그림 상으로 개별 클러스터와 행정부처가 1:1로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 인
도적 지원 재난 현장에서는 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여러 클러스터가 공동
으로 이행하기도 하고, 한 클러스터의 해당 프로그램에 다수의 피해국 행
정부처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는 등 변주되어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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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UNDAC이 제시한 피해 현장에서 국가 수준의 협력 구조
모델

(출처: 네팔정부. (2013) 「국가재난대응 프레임워크」 p.8)
이어서 아래의 [그림 4-3]은 이러한 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유엔 HCT과 클러스터,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간의 협력이 어떻
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UNDAC이 제시한 모델을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네팔정부가 사전에 이러한 유엔의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구조를 「국가재
난대응 프레임워크」에 반영하여 국제 인도적 지원과 국내재원 및 역량 협
력양식체계를 수립해놓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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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유엔 HCT와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간의 협력 구조

(출처 UNDAC Handbook 2013)

네팔정부는 유엔이 모델로 제시한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의 구조를 적극
적으로 반영하여 국제 인도적 지원 협력 양식체계를 수립하였고 실제로
네팔 지진 대응이 이러한 협력 구조를 기반으로 이행되었다. 「국가재난대
응 프레임워크」 제5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난대응 국제 인도적 지원과
국내재원

및

역량

협력양식체계(working

modality

of

disaster

response using in-country resources and capacities and with
international assistance)’는 위에서 제시한 유엔 인도적 지원 제도와 피
해국 정부와의 협력 구조 및 국가 수준에서 피해 현장에서 구성되는 협력
시스템 두 가지를 종합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재난대응 글로벌 인도적
지원과 국내 재원 및 역량 협력양식체계는 아래 [그림 4-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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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재난대응 글로벌 인도적 지원과 국내재원 및 역량 협력양식체
계

(출처: 네팔정부. (2013) 「국가재난대응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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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그림 4-4]에서 보여주듯이 유엔 OCHA와 네팔정부는 재난 발생
직후부터 단계별, 이슈별로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네팔정부의 중앙국가재난경감 위원회는 실제로 지진 발생 24시간 내에 유
엔 인도적지원조정관에게 지원을 요청하였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이행되면서 지속적으로 현금 및 현물 지원 상황과 개별 클러스터와 네팔
정부 부처 간의 협력 상황을 확인하여 유엔 긴급구호조정관과 상황을 공
유하였다. 이 때 유엔 OCHA의 클러스터를 총괄하는 클러스터 내 조정팀
(inter-cluster coordination team)은 전체적인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진
행 상황을 총괄하여 클러스터 간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데 이 과
정은 네팔정부의 내무부(Ministr of Home Affairs, MoHA)와 협력하고
나머지 개별클러스터 수준에서는 그 클러스터에서 다루는 내용을 각 담당
부처와 협력하였다.
「국가재난대응 프레임워크」에서는 아래의 [표 4-6]과 같이 유엔 OCHA
의 클러스터 내에서 클러스터와 네팔정부 부처들과의 협력구조를 보여준
다. 각 클러스터에서의 정부부처와 유엔 OCHA 협력체계와의 협력은 주로
클러스터의 리더를 맡은 기구 및 단체가 담당하였다. 이렇게 사전에 협력
구조가 제시되었고 이것이 반영된 협력체계가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와 네
팔정부 간에 신속하게 구성되면서 정부와 국제기구, 초국가 행위자들이 이
를 바탕으로 재난 발생 직후부터 각 행위자들의 파트너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부분이 빠른 시간 내에 네팔 지진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 활동이 시작되고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게 만든 요소였다.
[표 4-6] 유엔 OCHA 클러스터와 네팔정부부처 간의 협력 구조
클러스터

네팔정부부처

클러스터 리더 기구 및 단체

1

보건

내무부

세계보건기구

2

수질 및 위생
(WASH)

도시개발부

유니세프

3

주거

도시개발부

국제적십자사/해비타트

4

식량

농촌개발부

세계식량계획/식량농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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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지스틱스

내무부

세계식량계획

6

캠프운영 및
조정

도시개발부

국제이주기구(IOM)

7

교육

교육부

유니세프/세이브더칠드런

8

보호

여성, 어린이,
사회복지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유엔난민기구/유니세프/
유엔인구기금

9

비상 통신

정보통신부,
세계식량계획

세계식량계획

10

영양섭취

보건 및 인구부

유니세프

11

조기복구

도시개발부

유엔개발계획

(출처: 네팔정부. (2013) 「국가재난대응 프레임워크」)

제 3 절 클러스터 중심의 글로벌 인도적 지원 활동

제3절에서는 네팔 지진에 대응하여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이 지원 활동
을 이행한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 다양한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은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사이클(HPC) 지침에서 제시한 지원 프로세스에 따
라 단계별로 이행하였다. 전체 지원 활동 과정은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공
동의 지원 목표 및 전략, 계획을 세우는 초기 지원 단계, 클러스터 별 지
원 이행 단계 그리고 모니터링 단계로 구별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먼저 초기 지원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전체 대응계획
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살펴보고 이행 단계에 들어서서 클러스터를 중심
으로 한 이행 활동 과정을 기술한다. 그 과정에서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에 있어 클러스터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아울
러 그 상호작용에 따른 결과는 클러스터가 구성되기 이전과 어떻게 다른
지 인도양 쓰나미 사례와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가 효과적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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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 유엔 OCHA의 역할과 넓은 재난 피해 현장에서
클러스터가

매끄럽게

작동하는

것이

가능하게

했던

지역조정거점

(sub-hub)의 역할을 살펴본다.

1. 초기 지원 과정
1) 네팔정부의 인도적 지원 요청과 국제사회의 대응
네팔정부의 ‘2015년 재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4월 25일 현지 시
각 오전 11시 56분에 첫 번째 지진이 발생하고 2시간 이내에 네팔정부는
국가재난관리센터(National Emergency Operations Center)에서 총리
주재의

중앙국가재난경감위원회(Central

Natural

Disaster

Relief

Committee)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네팔 총리는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유엔 인도주의조정관은 유엔 OCHA의
인도지원 프로그램 사이클을 가동하게 된다.
제1단계는 재난대응 초기 단계로 피해 현황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필요
사항을 분석하여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유엔 인도주의조정
관의 지휘 아래 유엔 OCHA는 첫 단계인 필요 평가 및 분석을 위하여
UNDAC을 파견하였다. 이는 「국가재난대응 프레임워크」에 명시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본 문서에는 네팔정부의 요청으로 유엔 인도주의조정관는 재
난 발생 후 24시간 내에 유엔 OCHA의 인도적 지원 클러스터를 가동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재난 피해국으로부터 지원을 요청받는 경우, 유엔
OCHA는 유엔 인도주의 프로그램 사이클에 따라 각 단계 별로 임무를 맡
은 유엔기관을 파견하고, 공여국 및 파트너 등 인도적 지원 행위자의 참여
를 독려한다.
유엔은 재난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유엔 기구를 파견
하였고 동시에 국제기구와 인도주의NGO들은 해당 분야별로 클러스터 모
임을 시작하였다. 먼저 유엔 OCHA 산하의 UN-INSARAG과 UNDAC이
초기 정보 수집 및 탐색 및 구조 임무를 담당하고 유엔 상주조정관(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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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 Coordinator)의 지휘 아래 UNCT가 이를 지원하게 된다. 평상
시 유엔기관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그 국가에 파견되어 있는 유엔 국가팀
은 재난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HCT으로 활동하게 된다.
지진

발생

당일

유엔

상주조정관은

국가긴급상황보고서(Country

Emergency Situation Report)를 통해서 재난 상황과 피해자 규모, 피해
지역 등의 기초 정보를 제공했다. 동시에 네팔정부가 중국, 인도 정부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음을 알렸다.
공여국과 공여기구, 관련 국제기구와 인도주의NGO들도 역시 신속하게
네팔로 모였다. 재난 발생 다음날인 4월 26일 오전 11시에 첫 번째 유엔
OCHA의 클러스터 간 회의(Inter Cluster Coordinating Meeting)가 열렸
다. 클러스터 간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 OCHA는 현장에서 클러스터
를 가동하고 이에 참여하는 다양한 초국적 파트너들과 일하기 위해 네팔
정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하였다. 국가긴급상황보고서는 25일에서 27
일에 거쳐 4차례 발간되었는데 26일 클러스터 간 회의가 개최된 이후에는
클러스터별 현황과 추후 회의 일정이 국가긴급상황보고서에 포함되었다.
2) 재난 초기의 유엔기관 활동과 클러스터의 유기적 협력
한편, 네팔정부의 지원 요청에 따라 UN-INSARAG이 파견되었다.
UN-INSARAG이 이웃 국가에서 파견된 수색구조팀들과 함께 수색구조를
진행하는 동안 유엔 OCHA는 UNDAC의 재난 피해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단기 지진 피해 복구 계획을 세우고 네팔 지진 대응에 나섰다. 유엔의 재
난 대응 시스템에 따르면 UNDAC이 피해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복구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해당국에 파견되어 있는 UNCT의 지원을 받
는다.99) 아이티 지진 대응 사례의 경우 UNCT의 지진 피해 상황에 대한
99) UNCT는 유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국가에 파견되어 유엔 상주조정관의
지휘 아래 개발, 긴급구호 및 복구 사업에 있어 다양하게 참여하는 모든 유엔
기관을 아우르는 조직이다. 특히 유엔기관들의 공동 대응 필요한 일관성 있는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 간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UNCT의 활동은 개별
국가 단위에서 유엔기관들의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해주고 유엔기관들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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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수집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이루어져서 유엔 상주조정관이 최종적
으로 재난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되었다. 반면
네팔 지진 대응 사례의 경우 HCT이 재난 발생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고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여타의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과 유기적
으로 협력하였다. 앞서 간단히 설명한대로 평시의 UNCT는 인도적 위기
발생 시 HCT로 전환되어 운영된다. 즉 HCT는 평시 UNCT가 네팔에 대
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정보를 바탕으로 로지스틱스와 인도적 지원 활동
의 이행을 위한 정보(logistical/operational information)를 취합하고 이
를 유엔 OCHA에 보고함으로써 다른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이 정보를 공
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HCT 회의에는 UNDAC과 같은 유엔 기관뿐 아니라 유엔 OCHA의 클러
스터 내에서 클러스터 대표를 맡은 국제기구나 초국적 NGO, 그리고 피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NGO 등이 함께 참여했다. 첫 번째 HCT 회의의
핵심 안건은 각 지역에서 수집한 피해 현황을 공유하는 것이었다. 4월 28
일에 네팔정부 청사에서 클러스터 간 회의와 HCT회의가 연이어 열렸다.
본 절의 2항 ‘클러스터 중심의 인도적 지원 활동 이행’ 부분에서 각각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결정된 바를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과 유엔 기관들이 재난 대응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전체적인 재난대응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분석한다.
3) 네팔 지진을 위한 유엔긴급지원

요청(Flash

Appeal

for

Response to the Nepal Earthquake)
27일 오후 2시에 유엔 하우스에서 열린 첫 번째 HCT 회의에는 유엔기
관과 각 클러스터 대표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이들은 현재까지의 집계된
피해 상황 정보와 클러스터별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예측되는 필요사항에
대한 업무 분배를 논의하였다. HCT은 헬기를 이용하여 피해 현장을 시찰

이 유엔 상주조정관 시스템 내에서 실질적인 결과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UNCT 웹사이트 https://undg.org/leadership/un-country-teams/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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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지역 거점을 방문해 구호 및 복구 활동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다.
HCT는 지진 발생 직후부터 28일까지 집계된 피해자 상황을 보고했다. 이
에 따르면 사망자는 4,349명, 부상자는 8,517명이고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신두팔축(Sindhupalchowk), 카트만두계곡(KTM), 누와꼿
(Nuwakot), 다딩(인도주의조정국ding), 카브레팔란촉(Kavrepalanchowk),
고르카(Gorkha) 등이다. 보고 당시 54개의 대규모 긴급구호 및 조기 복구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으며 피해 지역에서 긴급구호 및 부상자 치료는
비교적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지역 정
부, 군대와 시민사회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카트만두벨리 지역에는 주거 키트를 포함한 구호 물품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으며 지진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접근이 어려운 점이 향
후 구호 및 복구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피해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가 끝난 후 각 클러스터 대표들은 각 클러
스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들의 운용 현황을 보고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클러스터별 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클러스터 간 회의
를 매일 오후 3시에 개최할 것을 합의하였다. 또한 이후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이 새로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유엔 사무소 로비에서 매일 아침 8시 30분
에 오리엔테이션 브리핑(Daily Orientation Briefing)을 열기로 결정하였
다. 그 외에 공여국 수색구조팀 활동과 관련한 정보와 지역기구들의 자원
및 재정지원 계획 등이 공유되는 등 세부적인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UNDAC과 HCT 그리고 여타의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의 활동을 바탕으로
유엔 OCHA는 1차적으로 구호 인력과 재원 배분을 위해 피해 규모와 강
도에 따라 피해 지역을 8단계로 분류하였고 이 내용을 ‘24시간 재난상황
분석보고서’에 실었다.
이 날 회의에서 HCT팀과 클러스터별로 보고 된 피해 상황과 제공될
프로그램 내용을 취합하여 유엔 OCHA가 ‘네팔 지진을 위한 유엔긴급지원
요청(Flash Appeal for Response to the Nepal Earthquake)’초안을 작
성하기로 결정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유엔긴급지원요청 문건이 모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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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거친다는 점
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초안이 작성되면 밤 10시 경에 이를 회람하여 참
여하는 모든 행위자들로부터 코멘트를 받아 수정 작업을 거치기로 합의하
였다.
4) 공동 전략 목표
클러스터 회의를 자세히 살펴보면 인도적 지원 이행에 필요한 전략과
세부 계획은 철저하게 상향식(bottom-up) 의사결정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유엔 OCHA는 4월 29일까지
집계된 피해 현황을 바탕으로 1차적으로 향후 3개월 간 긴급한 인도적 지
원 필요를 위한 지원자금 규모를 미화 기준 415백만 달러로 집계했다. 이
에 HCT는 ‘네팔 지진을 위한 유엔긴급지원요청’을 카트만두의 유엔개발계
획 사무실에서 발표하였고 제네바 OCHA 사무소에서 동시에 모금활동을
시작하였다. 유엔긴급지원요청 자료는 추후 4주~6주 사이에 업데이트 된
정보를 기반으로 개정하기로 결정되었다. 실제로 이 결정에 따라 추후 집
계된 정보를 반영하여 유엔긴급지원요청은 422백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었
다.
이후 각 클러스터는 개별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행 목표를 도출하였다. 클러스터 간 회의는 개별 클러스터의
이행 목표를 통합하여 다음의 세 가지 전략적 목표를 인도적 지원의 공동
목표로 세웠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국제개발처(USAID), 유니세프, 인도
스피어 사무국(Sphere India), 세계보건기구 등의 공여국의 개발협력담당
기관,

국제기구와

NGO단체들도

각기

상황보고서와

현황

집계(Fact

sheet) 등을 발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요청사항을 명시하였다. 공동 전략
목표의 큰 목적은 필요기반,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인도적 지원 포용성
확장, 회복탄력성 제고와 개발의 연계로 구분된다. 아래 [표 4-7]은 유엔
OCHA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의 네팔 지진 대응 공
동 목적과 전략 목표를 기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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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공동 전략 목표(strategic objectives)
항

전략 목표

세부 내용
가장 심각한 피해자들에게 즉시 필요한 식량을
공급하고 취약계층의 영양상태가 악화되지 않도
록 한다.

1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다측면적인
지원을
제공하거나
접근가능하게
만듦으로서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경감한다.

주거지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 특히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재민대피소 해결책(shelter
solution)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모자보건과 성건강, 트라우마 재활, 영양을 포함
한 보건 서비스 및 관련 검사, 감시, 병원 이송
서비스를 재구축한다.

안전한 물, 보건, 위생에 대한 접근 보장
(특히 취약 계층 인구)
재난 피해자들이 보건, 식량, 영양, 거주문제, 보
호에 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안정적인 학습 환경과,
심리사회적 지원, 그리고 가족재결합과 매매
방지 등이 포함된 아동 보호 서비스에 접근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능하도록 한다.
사회적 약자
그룹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이미 소외된 그룹의 문제와 함께 지진으로 인해
기울여 인도적 일시적으로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
지원의 포용성을 한 인도적 지원과 보호가 명확히 인식되어야 한다.
넓힌다.
민법상의 자료관리(civil documentation)를 포함
해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포용성 있는 접근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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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핵심적인 서비스들이 재건되어야 한다.

성폭력 방지 및 대응 문제를 포함하여 취약 계층
의 신체적 안전을 확보하는 보호 시스템이 강화
되어야 한다.
지진 피해자의 생활은 가축보호, 6-7월의 모내기
철을 위한 준비와 지원, 그리고 식량 및 현금지
급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지원된다.

3

지진 피해자의
생활과 복지를
보호하고 회복
시키고 독려함
으로써 그들의
회복과 회복탄
력성을 지원함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적절한 자가회복 (self-recovery)에
점진적으로 기여하고 촉진하는 것은 안전한
철거와 잔해처리, 이재민대피소 접근성이다.

기반시설이 가능한 경우 포괄적인 성건강과 모자
보건, 영양, 교육, 정신건강 서비스를 포함한 핵
심적인 사회적 서비스는 재난위험방지 및 회복탄
력성 제고와 연계되어 재건되어야 한다.

(출처: 유엔 OCHA (2015) Flash Appeal Revision Nepal Earthquake 5.29 수
정 버전 p. 11)

2. 클러스터를 통한 인도적 지원 활동 이행
클러스터의 지원 활동은 크게 세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
는 재난 발생 직후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조하고 단기적인 필요를 충족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초기대응이다. 두 번째 단계는 초기 대응 이후 전
체 재난대응계획에 따라 각 클러스터의 파트너 행위자들이 지원 프로그램
을 운용하는 중기 단계이다. 그리고 우기 동안의 추가 재난 피해 예방 활
동에 초점을 맞춘 마지막 기간을 세 번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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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 대응기간에는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단체
및 기구와 유엔 OCHA의 HCT 등이 협력하여 지역별로 재난 피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계획을 세웠다. 9월로 예정된 인도적 지원
종료를 앞두고는 유엔 OCHA와 클러스터 내에서 각각 내부 모니터링 및
평가가 시도되었고 클러스터의 인도적 지원 활동이 종료된 이후를 위해
중장기 복구 활동의 연계가 논의되었다. 아래에서는 각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행한 클러스터들을 중심으로 행위자들이 어떻게 활동하였는지
살펴본다.
1) 초기 대응 1: 필요측정
네팔정부의 인도적 지원 요청에 국제사회는 즉각적으로 움직였다. 원조
요청 직후 17개 공여국과 국제기구에서 100 여개 이상의 수색구조팀과 의
료팀이 구성되었다. 수색구조팀과 의료팀은 지진 발생 24시간 내에 네팔
에 도착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지진 발생 후 최대 한 달까지 총 34개 국가
에서 총 4,521개 수색구조팀이 파견되었다. 공여국과 국제기구, 인도주의
NGO 뿐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자원봉사자 그룹, 청소년 그룹, 민간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가 네팔 지진 복구를 위해 참여하였다. 최종적으로 취합
된 정보에 의하면 유엔 OCHA를 중심으로 한 인도적 지원 협력체제에 참
여한 기구 및 단체는 총 457개였다. 이와 관련하여 네팔 미디어는 지진
발생 직후부터 7월 초 기간 동안 42,000여 명의 외국인에게 비자가 발급
되었다고 보도했다.100) 지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
의 구조와 지원은 지진 피해가 컸던 산간 지역에 집중되었다. 이는 OCHA
클러스터에서 산출한 “측정된 필요(assessed needs)”를 바탕으로 결정된
우선 순위에 의한 것이다. 기간 별로 행위자 규모에 변동이 있지만 총 5
개월 동안 지진 피해 지역으로 선정된 14개 구에서 활동한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의 총 규모는 [표 4-8]에서 집계된 바와 같다.

100) https://thehimalayantimes.com/opinion/ulterior-motives/참고. (검색
일 2016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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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지진 피해 지역별 인도적 지원 활동행위자 수(총 14개 구)
지역에 파견된 행위자
수
1

121-180 개

2

61-120 개

3

30-60개

피해 지역 구
신두팔축
카트만두
라리뜨푸르
고르카
다딩
누왓꼿
박다르푸
카브흐르팔란촉
돌라카
라수와
먹쿠완푸르
신둘리
라메찹
오칼둥가

피해지역 구 총계
3개 구

6개 구

5개 구

(출처:OCHA (2015) 「네팔 지진 인도주의 대응, 2015년 4월에서 9월까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유엔 OCHA는 네팔정부와의 협력 아래 UNDAC
과 HCT 등 유엔 기관과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의 지원으로 신속하게 지진
피해 규모를 측정하였다. 이렇게 측정된 피해 규모는 클러스터에 참여하여
협력하는 기관 및 단체들과 공유하였다. 네팔 지진 대응 초기 단계에서는
12개의 클러스터가 구성되었다.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개별 클
러스터 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각 클러스터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숫자와 그들 전체를 지원할 때 필요한 펀드 규모 그리고 일차적 지원에
필요한 기간을 산출하였다. 먼저 지역별로 피해 규모를 측정하여 지원대상
(targeted people) 규모를 결정하고, 지역별 지원 대상 수를 합하여 해당
클러스터에서 필요한 지원 자금 규모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유엔 OCHA는
1차적 인도적 지원 기간을 지진 발생 당일을 기점으로 약 5개월로 결정하
였다. 이에 따라 인도적 지원 사업 마감일은 9월 30일로 결정되었다. 산출
된 클러스터 별 지원 규모와 필요 자금은 아래 [표 4-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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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유엔 OCHA 클러스터 별 지원 대상 규모 및 필요한 지원 자금
(단위: 달러)
클러스터(cluster)

지원 대상 규모

필요한 지원자금

1

식량

98,639,000

2

보건

3

주거 및 비식량 물품

3,100,000 명
1,023개 보건소 및
의료원
350,000 가구

4

캠프 운영 및 조정

400,000 명

10,326,000

41,822,000
98,300,000

수질: 1,138,565 명
5

수질 및 위생
(WASH)

위생: 1,049,859 명

62,985,000

위생(hygiene):
546,966 가구
어린이 보호

6

보호

13,714,000
여성 보호

7

영양섭취

5세 미만 어린이
404,000 명

11,016,000

8

교육

1,231 개 학교

24,064,000

9

조기 복구

11개 주에서
40,000,000 큐빅
미터 규모 면적

16,049,000

10

비상 통신

2,029,000

11

로지스틱스

39,508,000

12

코디네이션

3,443,000

(출처: Flash Appeal Revision Nepal Earthquake 5.29 수정 버전)

이렇게 산출된 필요규모에 따라 각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은 지원 가능 범위를 구 단위로 맡아 자발적으로 업무를 분담하
였다. 초기 재난대응 단계에서는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이 담당한 지역으로
흩어져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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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고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클러스터 간
회의에서는 5월 초에 필요측정(needs assessment)과 관련하여 최종적으
로 MIRA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클러스터 별로 필요 수요를 측정하여 프
로그램 운용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유엔 OCHA는 회의의 결
정에 따라 고르카 지역과 신두팔축 지역에 각각 지역 거점(sub-hub)을 5
월 중에 설치하였고 이후 지역 수준 클러스터 간 회의는 지역 거점에서
열리게 되었다. 각 클러스터는 클러스터 별로 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14개 피해 지역별로 “어느 기관이 어떤 프로그램을 어느 지역에서 언제까
지(who-what-where-when)” 운영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4더블유(4W)
매트릭스 형식에 맞추어 유엔 OCHA에 5월 6일까지 제출하기로 하였다.
행위자들은 또한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운용하는 데 생기는 문제점을
클러스터 간 회의를 통해 서로 보고하고 공동의 노력으로 이를 해결하고
자 하였다. 예를 들어, 고르카 지역에서 식량과 보건 클러스터를 담당할
행위자와 기술자가 부족한 점 등 프로그램 운용상의 어려움이 보고되었다.
카트만두 계곡 지역에서 가축의 몰살로 발생한 문제점과 같이 예기치 못
한 상황이나 클러스터 회의에 언어 문제 등 기술적인 문제점을 포함한 문
제들이 개별 클러스터 회의와 클러스터 간 조정 회의에 보고되었고 해결
책이 상세하게 논의되었다.
2) 초기대응 2: 클러스터 활동
(1) 보호 클러스터
가장 신속하게 열린 첫 번째 클러스터 회의는 보호 클러스터 회의였다.
네팔정부부처인 여성 아동부(Department of Women and Children,
DWC)를 비롯하여 유니세프,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s, UNFPA) 등 국제기구와 월드비전, 세이브더칠드런을 비롯한 NGO
기구에서 총 23명이 참여하였다. 네팔 여성 및 아동부는 바로 전날인 26
일

열린

네팔정부의

국가긴급대응위원회(National

Emergency

and

Response Committee)에서 논의된 아젠다와 정보를 보호 클러스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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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한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과 공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참석 행위
자들은 보호 클러스터에서 필요한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운용 계획을 논
의하였다.
먼저 유엔 OCHA는 보호 클러스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전반을 지원
하기 위해 젠더기반폭력(Gender Based Violence)101) 전문가가 29일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공유하였다. 유엔인구기금은 재난 직후 사용 가
능한 재정이 250,000 달러임을 알리고 향후 약 50,000 달러가 추가로 모
금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엔인구기금은 이 재원을 이용하여 여성과
소녀들에게 존엄성 키트(Dignity kits)라고 불리는 위생 용품 키트를 지급
할 계획을 밝혔다. 참여 행위자들은 키트에 포함될 상세 아이템은 피해 지
역의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수집한 후 문화적 지리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
하여 향후에 최종 결정하기로 논의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유니세프는 아동 보호를 위해서 가장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아동친화공간(Child Friendly Spaces)102)을 설립하여 운용
할 계획을 밝히고 공동 운영을 의논하였다. 월드비전은 박다르푸, 람중
(Lamjung)과 고르카 지역에 각각 아동친화공간을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이브더칠드런이 위의 세 지역에 신두팔축 지역을 추가하여 아
동친화공간을 운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월드비전과 세이브더칠드런은 유니
세프 등 아동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국제기구 및
NGO와 함께 아동친화공간에 필요한 키트의 분량을 파악하고 나누어서 제
101) 젠더기반폭력이란 여성과 남성 간에 사회적으로 할당된 성적 차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의지에 반하여 행해지는 유해한 행위를 일컫는 포괄적
용어로서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바탕으로 약자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적 행위를 일컫는다. (Women’s Refugee
Commission:http://womensrefugeecommission.org/programs/genderba
sed-violence 참고.) (검색일:2017년 9월 20일)
102) 아동친화 공간이란 안전한 공간으로서 아동이 자유놀이, 구조화된 놀이, 레
크리에이션, 휴식,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마련한 환경을 뜻한
다. 아동친화공간은 아동친화공간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IASC의 가이드라인:
https://www.unicef.org/protection/Child_Friendly_Spaces_Guidelines_fo
r_Field_Testing.pdf참고. (검색일: 2017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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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유니세프는 아동친화공간에 필요한 텐트와 교육 키
트, 레크리에이션 키트 등을 제공할 예정임을 밝혔다. 그리고 티디에이치
(Terre des Hommes, TDH)는 주거 클러스터(Shalter Cluster)와 논의하
여 임시 거주처를 만들기 위한 키트를 제공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어 보호 클러스터 회의 참석자들은 여성아동부(DWC)와 함께 각 기구
와 NGO에서 발표한 계획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긴급 모금된 자원을 피해
지역 사무소에게 어떻게 매끄럽게 배분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안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지원 부족과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실
시간으로 지원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
라 클러스터 내 모든 행위자들이 누가(who), 무엇을(what), 언제(when),
어디서(where)가 명시된 4W 매트릭스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기적인 업데
이트하기로 결정하였다. 유니세프가 자원하여 정보 수집과 공유를 담당하
기로 결정하였다. 이 외에도 네팔정부를 대신하여 DWC는 클러스터의 운
용을 위한 사무국 인력과 공간 등에 관한 실무적인 부분을 전담하기로 하
였다. 클러스터 사무국 운용은 유엔위민(UNWOMEN)과 유니세프가 주로
담당하기로 하되 세부 내용은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면서 회의는 마무리되
었다.
보호 클러스터 회의에서 젠더기반폭력(Gender Based Violence, GBV)
전문가의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과 아동친화공간(CFS)의 설치에 관한
논의를 살펴봄으로서 관련 인도적 지원 규범이 현장에서 어떻게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젠더기반폭력 전문가의 파견 및 클러스터 지
원 활동은 ‘인도주의 활동에서 보호의 중심화’ 개념에서 파생된 것이다.
인도적 위기는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계층에게 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인도적 지원 활동의 과정에 특정 집단이 처한
위험의 근본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취약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개념이다.
사회적 약자 집단과 취약성 문제를 고려하는 규범적 논의는 IASC가
2005년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개입을 위한 지침:
위험감소,

회복력

증진

및

복구지원(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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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ntegrating

Gender-Based

Violence

Interventions

in

Humanitarian

Action:

Reducing risk, promoting resilience and aiding recovery)”을 발간하
면서 인도적 지원 활동의 지표로 구체화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보호 클
러스터에서 젠더기반폭력을 다루게 된 배경으로 유엔인구기금의 2011년
보고서를 적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2004년 인도양에서 발생한 쓰나미의
여파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가정 폭력이 증가했으며 한 NGO는 신고 접수
건수가 세 배나 증가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히며 ‘인도적 지원 활동 중 젠
더기반폭력에 대처할 의무’를 명시하였다. 이후 여러 층위의 논의를 거쳐
2013년 12월 인도적 위기상황에서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IASC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조치 중 하나로 젠더기반폭력에 대처할 의
무가 승인되었다.103) 젠더기반폭력은 여러 클러스터에서 다루는 이슈로 일
종의 범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이다. 젠더기반폭력 이슈를 다루는
모든 클러스터는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인도적 지원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젠더기반폭력을 예측하여 예방하고 이같은 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
다음으로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아동친화공간의 설치에 관한 논의는 아
동들이 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동시에 놀이와 학습을 계속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아동 보호와 관련된 규범을 바탕으로 하고 있
다. IASC가 교육 분 및 보호 클러스터와 공동으로 2011년 발간한 ‘위기
시 아동친화공간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Child Friendly
Spaces in Emergencies)은 상이한 맥락과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
도적 위기 상황에서 아동친화공간의 설치와 관련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과 아동친화공간의 설립이 목적으로 하는 핵심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였다. 보호 클러스터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아동친화공간
의 설치는 이러한 규범의 체계화 맥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IASC가 젠
더기반폭력 및 아동친화공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까지 영향을 미친 필
요기반 및 비차별 규범 논의의 흐름은 제5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겠다.

103) 젠더기반폭력에 관한 규범적 논의와 그 논의가 가이드라인으로 체계화되는
과정은 제5장에서 상세히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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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러스터 간 조정 회의(Inter Cluster Coordination Meeting)
4월 28일 HCT 회의에 앞서서 행위자들 간의 협력과 공동의 목표 설정
을 위하여 클러스터 간 조정 회의가 열렸다. 첫 번째 클러스터 간 조정 회
의를 조금 더 상세하게 검토하면 행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의
사를 결정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인도적 지원 전반에 관한 계획과 주요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클러스터 간 회의는 유사한 프로
그램을 운영하는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클러스터 회의나 정보 전달을 주목
적으로 하는 HCT회의 보다 논의 과정이 훨씬 복잡하다.
첫 번째 클러스터 간 회의의 핵심 안건은 피해 지역 접근(assessment)
에 관련한 합의 및 접근(assessment)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회의에 참여한 클러스터 대표들은 공여국들 사이에서 지원 물품을 보급하
기 위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하였
다. 일부 행위자들은 IASC가 제안하는 재난 발생 초기 데이터 수집 방식
인 미라(The Multi-Cluster/Sector Initial Rapid Assessment, MIR
A)104)가 HCT에서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세
이브더칠드런 등 보다 신속한 피해상황 측정을 주장하는 다른 행위자들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즉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MIRA 분석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네팔정부를 압박하여 다른 방법으로 개별
클러스터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
으로 결론을 내렸다.
같은 맥락에서 회의 참석자들은 재난 대응 초기에 MIRA를 가동하지 못
하였지만 물품 지원이 시작되면서 MIRA 분석 방식을 이용하도록 계획을
104) The Multi-Cluster/Sector Initial Rapid Assessment(MIRA)는 재난 발생
초기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상세 정보를 파악하고 근거(evidence)를 바탕으로 지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피해 지역의 필요를 파악하는 기관 간 협력 프로세스이다. HCT가
MIRA를 수행하면서 신속한 필요를 측정한다. IASC는 MIRA와 관련하여
2015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https://www.humanitarianresponse.info/system/files/documents/files/
mira_revised_2015_en_1.pdf) 참고. (검색일: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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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웠다. MIRA는 재난 대응에 참여하는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이같은 방식
으로 피해 상황을 측정하여 공유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재
난대응 수단(tool)이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각자 프로그램을 진행해야하는
행위자들이같은 기준으로 피해를 측정해야 특정 지역의 피해가 과다하게
반영되거나 과소평가되어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네팔 지진의 경우, MIRA 방식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
서 클러스터 간 회의에 참석한 행위자들은 신속한 피해 측정과 이에 따른
계획 수립이라는 목표에 동의하고 측정 수단을 달리하여 클러스터별 측정
을 취합하는 것에 합의한 것이다. 상황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행위자들 간
의 신뢰가 바탕이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초기 단
계의 필요 측정은 HCT의 현장 시찰과 클러스터에 참여한 인도적 지원 행
위자들이 현장에서 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클러스터별로 집계되었다. 이 과
정과 별개로 클러스터별로 행위자들이 초기 재난 규모와 지원 필요 규모
측정을 하는 중에도 반드시 구호물품의 전달과 배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속하게 초기 재난대응 활동을 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
(3) 식량안보 클러스터(Food Security Cluster)와 캠프 조정 및 캠프
관리 클러스터(Camp Coordination and Camp Management Cluster)
재난 초기에 가장 중요한 대응 활동은 식량 배분과

피해자들의 임시거

처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 임무는 식량안보 클러스터(Food Security
Cluster)와 캠프 조정 및 캠프 관리 클러스터(Camp Coordination and
Camp Management Cluster)가 담당하였다. 세계식량계획, 옥스팜, 플랜,
식량안보 등이 참여한 식량안보 클러스터는 28일까지 수집된 정보를 바탕
으로 지진 피해가 발생한 26-27개 지역(districts)에서 식량 배분이 필요
하다는 초기 진단을 내리고 네팔정부, 공여국 그리고 인도적 지원 행위자
들에게 최대한 신속한 식량배분을 독려하였다. 식량안보 클러스터는 비교
적 가옥 피해의 정도는 심하지 않지만 인구가 밀집해있는 카트만두 계곡
지역의 외곽지역을 식량 배분 우선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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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가 소집된 28일 당일까지 또는 늦어도 다음날까지 배포가 가능한 식
량을 누와꼿 지역으로 보내어 모아진 총량을 공동으로 배분할 것에 합의
하였다. 또한 식량 배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네팔정부의 식량 지원 정보를
정오까지 확인하여 행위자들 간에 공유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일 회의에는 식량 배분 계획을 합의하는 것 이외에 중요한 두 가지
아젠다가 더 있었다. 먼저, 지금까지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당일 식량안
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식량을 배분할 것으로 계획하는 다른 행
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였다. 식량안
보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중복
지급을 피하는 것을 공동의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안건은 피해 지역에서 시장과 상점이 모두 일시적으로 문을 닫
은 문제에 관한 논의였다. 행위자들은 재난대응 초기에 식량 배분이 중요
하지만 심각한 피해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
는 시장 기능이 다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시장 기능 활성
화 문제에 대하여 네팔정부와 협의할 것에 합의하였다. 식량안보 클러스터
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 중 가장 큰 규모의 식량 배분을 계획하는 세계식
량계획과 옥스팜 그리고 지역 NGO인 ANSAB는 카트만두 지역 이외에 식
량 배분이 필요한 피해 지역을 행위자들 간에 분배하여 29일 식량 배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다음날인 29일 식량안보 클러스터 회의에서
는 식량 배분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유사한 과정을 거쳐 이후 식
량 배분 계획을 조율하였다.
피해자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캠프 설치를 위해서는 먼저
가옥의 피해 상황을 집계가 필요하다. 또한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
에서 이주민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동시에 이주민 도착 전에
캠프 설치에 필요한 텐트 등의 물품을 이동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동에 필요한 교통 및 지리 정보와 캠프 설치를 위한 지질
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 지역 주민뿐 아니라 캠프가
설치될 비교적 안전한 지역의 지역 정부와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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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캠프 조정 및 캠프 관리 클러스터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이 서로 같
은 기준을 가지고 피해 상황을 집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그룹
들 간의 세심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작업이다. 4월 30일에 열린 첫 번째
캠프 조정 및 캠프 관리 클러스터 회의는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피해 측
정에 있어 행위자들이 공동의 방식(common methodology)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작업그룹(technical working group)을 가동할 것을 결정하였
다.
4월 30일 기준으로 유니세프, 유엔난민기구, 옥스팜, 액티드(ACTED),
쉘터 박스(Shelter Box), 유엔오피에스(UNOPS)가 이미 고르카 등 재난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에서 피해 수준 측정 방식을 논의하고 있었고, 이
에 관한 정보가 곧 다른 파트너들에게 공유될 것이라고 공지되었다. 참석
자들은 캠프 설치를 결정하기 전에 수질과 위생문제, 거주의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WASH 클러스터와 주거(shelter) 클러스터 간의
사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의견을 모았다.
일주일 후 열린 캠프 조정 및 캠프 관리 클러스터 회의에서는 먼저 가
장 피해가 심각한 고르카 지역과 신두팔축에 마련된 지역 거점으로부터
피해 주민 이동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 주민들의 의견
뿐 아니라 피해 주민들이 이주하게 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반영해
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주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고르카 지역에
서는 완전히 파괴된 마을의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주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다.
클러스터 회의 참석자들은 피해 주민이 이주할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과 협상하기 위해서는 네팔 지역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캠프 조정 및 캠프 관리 클러스터는 이주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정부에게 지역민들과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지원을 요청하
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주할 지역을 정해서 캠프
를 구성해야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지정학적 서베이를 실시할 수 있
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피해 이주민들이 유입되는 지역의 의견을 듣고 협
상하는 등의 과정은 피해자 중심, 피해자 권한 강화의 원칙을 실제 인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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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이행 과정에서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두팔축 지역에서는 평지가 부족하여 캠프에서 사람들에게 충분한 공
간을 제공할 수 없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국제이주기구와 올핸즈발랜티어
(All Hands Volunteers)를 비롯한 인도적 행위자들은 주민들이 허물어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려하였다. 이들은 네팔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맡고 있는 국제이주기구를 중심으로 지역 정부와 협력하여 안전기준이 적
용될 수 있도록 논의하였다. 다른 클러스터 행위자들은 행위자들 간의 지
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인력과 물자, 재원이 동원
되고 있음을 밝히고 정보를 교환하였다.
3) 중기 대응 2: 5월 말 ~ 7월
재난 대응 초기 단계에서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매우 촘촘히 열리
던 클러스터 회의와 클러스터 별 조정 회의는 6월로 넘어가면서 정기적으
로 열리게 되었다. 동시에 회의 주기도 일주일 또는 열흘 정도로 벌어졌
다. 클러스터의 활동은 클러스터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구조
와 운영 방식에 있어 클러스터 내 파트너들의 결정에 따라 또는 프로그램
의 특징과 지원 대상의 환경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운영되었다. 지원 과
정에서 현장에서의 필요에 기반하여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거나 가치 규범
을 실현하기 위한 작업그룹이 별도로 구성되기도 하였다.105) 클러스터 내
에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살펴야하는 범위가 넓은 경우 한 클러스터 내에
서도 더 작은 작업그룹(working group)으로 나누어져서 해당 업무를 담
당하고 그 작업그룹 내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1) 클러스터 활동
① 클러스터 간 회의

105) 시장 기능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현금지원 이슈를 다루는 현금작업그룹
(Cash Working Group), 성평등 이슈를 다루는(Gender Working Group),
피해측정을 위한 기술작업그룹(Assessment Working Group)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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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단계에서 클러스터 간 회의는 매 주 단위로 열렸다. 클러스터 간
회의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네팔정부로부터 제공되는 정보와 클러스터
별로 이행되고 있는 지원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
으로 단계 별, 지역 별로 필요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게 된다. 초기 대
응 단계에서 클러스터 간 회의의 주요 의제는 공동의 피해 지역 접근과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이행 방식에 합의하는 것이었다. 중기 단계로 넘어
오자 클러스터 간 회의는 곧 다가올 우기(monsoon season)를 대비하기
위하여 행정단위인 구별 피해 대응계획에 초점을 맞추었다.
6월 18일 클러스터 간 회의에는 캠프 조정 및 캠프 관리 클러스터, 초
기 복구 클러스터, 교육 클러스터, 식량안보 클러스터, 보건 클러스터, 로
지스틱스 클러스터, 영양 클러스터, 성기반폭력예방 작업그룹, 주거 클러
스터, WASH 클러스터 리더들과 성평등, 민군 협력, 현금 등 개별 이슈를
다루는 다섯 개 작업그룹 대표가 참여하였다. 이 외에도 유엔 OCHA를 비
롯하여 국제이민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와 유니세프, 레드알(RedR) 등을 포
함한 인도주의NGO 그리고 호주 대사관 등 공여국 정부 기관 등이 참여하
였다. 유엔 OCHA가 개별 클러스터를 통해 유사한 분야에 지원을 이행하
는 행위자들 간에 협력을 고취할 뿐 아니라, 네팔 지진 대응 전체 프로세
스에 일관성 있는 접근이 가능하도록 기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회의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우기에 대한 대비였다. 우기가 시작
되면 이전까지 진행되던 인도적 지원 활동과 다른 필요가 발생하고 이행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공여자 및 네팔정부 및 지방 정부
와의 협력 방식에 대한 논의와 개별 클러스터 이행 과정을 공유하여 클러
스터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논의의 중점을 두었다.
먼저 네팔정부의 피해 구제 접근 방식을 공유하고 클러스터 별로 네팔
정부에 공지하거나 소통이 필요한 점을 수집하여 인도주의 조정관에게 전
달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른 한편 우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인도적 지원 행
위자들이 공여자들에게 지원을 연장할 것과 동시에 지원 방식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을 상기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로지스틱 클러
스터는 다른 클러스터들의 필요를 반영하여 긴급구호 지원 물품의 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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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현금 작업그룹과 거주 클러스터는 지역 수준에서
변화하는 필요를 반영하는 구(district)별 지도를 작성하여서 공유하였다.
이 지도는 이후에 추가적으로 정보와 지도를 업데이트하기로 결정되었다.
② 보호 클러스터
보호 클러스터는 보호 전반의 이슈를 다루는 전반적인(overall) 보호,
아동 보호, 젠더기반폭력 보호, 재난 사후 필요측정(The Post Disaster
Needs Assessment) 등으로 이슈를 세분화하여 행위자들이 업무를 분장
하였다. 필요에 따라서 하위 이슈는 다시 기술적인 작업그룹으로 더 작게
나눠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였다. 아동 보호 이슈는 아동친화공간 작업그
룹, 정신건강 지원 작업그룹,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을 위한 작업그
룹 등으로 세분화되어 각 그룹이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 프로그램을 운용
하였다.
보호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파트너들은 아동친화공간의 운영 상황과 존
엄성 키트, 어린이 키트, 아기 키트 등 지원 물품 배부 등의 정보를 공유
하였다. 동시에 네팔 외교부에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네
팔 여성 및 아동부에 정보를 업데이트 하였다. 아동친화공간은 12개 피해
지역(districts)에서 총 75곳에 마련되었다. 아동친화공간에서 진행되는 정
신건강지원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은 각각 보건 클러스터와 교육 클러
스터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클러스터 간 회의를 통한 정
보 공유 상황이 보고되었다. 보호 클러스터는 파트너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을 방직하기 위해 5월 26일 이후부터는
정기 회의를 주 1회 열기로 합의하였다.
젠더기반폭력 작업그룹 역시 인도적 지원의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소외
나 차별이 나타나지 않도록 다른 클러스터들과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젠더
기반폭력 작업그룹은 총 25곳에 설치된 여성친화공간(Women Friendly
Space, WFS)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 그러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른 클러스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존엄성 키트의 분배 업무를 분
담하기로 하였다. 총체적 보호 작업그룹(overall protection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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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은 비차별 이슈와 관련한 전반의 책임을 맡는다. 보호 클러스터는
행위자들이 합의한 내용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특정 업무를
누가 담당하고 언제까지 완료되는지 정기적으로 보고함으로써 상호확인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
③ WASH 클러스터
물과 위생(Sanitation and Hygiene) 이슈를 담당하는 WASH 클러스터
역시 행위자들 사이에서 업무의 분장 및 지역 배분이 마무리되고 행위자
들이 각자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시점에 와서는 정기 회의를 주 1회로 줄
였다. WASH 클러스터는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 지역을 분배하였다. 각 행위자들은 지역별로 식수 공급과 상하
수도 문제를 담당하고 위생 키트를 배분하기로 결정하였다. 행위자들 간의
책임과 역할이 분명하게 나누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동시에 재정과
행위자의 부족으로 지원이 필요한 모든 지역에 지원이 배분되지 않는 단
점이 들어났다.
5월 말~6월 초에 WASH 클러스터의 지원이 필요한 구역은 총 14개 지
역으로 분류되었는데 재정과 행위자의 부족으로 당시 12개 지역에서만 지
원이 이행되고 있었다. WASH 클러스터의 행위자들은 상수도 공급과 하수
도 처리를 위해 지역에 있는 기존 인프라를 사용하게 되고 해당 지역 주
민들에게 위생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WASH 지원 성과에 지역이 가지
고 있는 특징이 반영되는 특징을 가진다. WASH 클러스터는 이에 따라
각 기관이 담당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클러스터 전체 가이드라인은 국가 수준에서 의견을 반영하나
WASH 클러스터는 하위 지역 단위(district)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원
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WASH 클러스터
행위자들은 서로 담당 지역을 세밀하게 나누고자 하였다. 지리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 두 곳에는 WASH 프로그램이 지원되지 못하여 물 부족
문제와 위생 문제가 발생하였다. 클러스터 회의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충분히 공유되었지만 끝내 재정의 부족으로 지원을 확대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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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기복구(Early Recovery) 클러스터
중기 단계에서 조기복구 클러스터의 활동은 중앙과 지역, 두 가지 수준
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조기복구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지하거나 합의해야 할 주요 의사결정은 카트만두 정부 청사
에서 열리는 조기복구 클러스터 회의에서 이루어졌으나 개별 이행과 관련
한 논의는 지역 거점에서 별도로 구성된 지역 단위의 조기복구 클러스터
회의에서 진행되었다. 중앙에서는 네팔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담당하는
동시에 네팔의 기존 시스템을 고려하여 도로 복구와 지방 정부 기능의 회
복 방안 등 프로그램의 우선 순위와 이행 방안을 결정하였다.
다른 한편 지역 수준에서는 카우트라와 고르카 그리고 카리꼿에 각각
구성된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하
였다. 지역 거점에서 논의되는 주요 아젠다는 파괴된 건물 철거, 지방 정
부 재건, 커뮤니티 인프라 복구, 공공 서비스 재건과 지역 시장 회복 사업
등 이다. 고르카 지역 거점에서는 세계이주기구와 유엔 개발계획, 유엔 해
비타트, 적십자사, 옥스팜, 카리타스 등 이십 여 개 기구 및 단체가 파괴
된 지역에서 피해 주민을 이동시키고 잔해를 철거하는 프로그램을 공동으
로 진행하였다.
(2) 클러스터의 유동적 대응
재난 대응 중기에 들어서면서 몇몇 클러스터 활동이 하위 클러스터 단
위로 세분화되기도하고 특정 이슈를 다루는 클러스터가 생기기도 하면서
클러스터 간 회의 참석자 범위도 기존의 클러스터 대표에서 작업그룹의
담당자(focal point)와 추가 참석자(additional participants)로 확대되었
다. 예를 들어 보건 클러스터에서 정신건강 이슈를 별도의 하위 이슈로 분
류해 이를 다루는 클러스터를 새로 만드는 등 필요에 따라 새로운 클러스
터나 작업그룹이 형성되었다. 6~7월에 들어서면서 클러스터 간 회의에는
다가올

우기를

대비하기

위한

지역별

재난예방과

대응계획(District

Preparedness Response Plans)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유엔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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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에서 합의한 전체적인 우기 대비 계획의 틀은 유지하되 클러스터 간
회의가 지원의 비축량과 지원 가능 인력 개괄을 파악하여 발생할 가능성
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를 지역별 재난예방과 대응계획에 덧붙이기로 합의
하였다. 이를 위해 클러스터 내의 커뮤니케이션과 유엔 OCHA와 네팔정부
그리고 지역 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되었다. 각 클러스터는 클러스
터 공여자들에게 우기로 인해 예상되는 추가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인적 자원이 탄력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지 여
부를 확인하기로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우기 대비를 위해서 로지스틱스
클러스터는 유엔 OCHA와 함께 항공편으로 지원되는 물품과 전달에서 우
선 순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4) 우기 추가 피해 예방 및 인도적 지원의 종료: 7월 이후
7월에는 우기에 의한 추가 피해로부터 지진 피해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
해 네팔정부와 이주 계획을 수립하여 위험 지역에서 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네팔 중앙 정부의 계획과 지방 정부의 계획 간에 간극
이 존재하였고, 일부 주민들이 정부 계획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이주하면
서 이주를 돕는 클러스터 행위자들의 지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되었다. 인
도주의 조정관은 문제해결을 위해 네팔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였
으나 네팔정부의 답을 받기까지 시간이 길어지면서 한 달 이상 이주를 위
한 지원이 지체되는 등 지원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106)
네팔정부와의 소통이 막혀 있는 기간 동안 유엔 OCHA는 명확한 향후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였지만, 대신 넓은 지역에 흩어져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 클러스터 행위자들에게 신속한 인구 평가 방법을 위한 이
행 가이드라인(Operational Guidance and the Rapid Population
Assessment Tool)을 회람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피해 지역 접근과 주

106) 7월 22일 클러스터 간 회의 카트만두 지역 회의록 참고.
(https://www.humanitarianresponse.info/system/files/documents/files/
150722_kathmandu_icc_action_and_decision_point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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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이주를 위한 지원 활동에 있어 지켜야 할 공동의 기준을 제시한다.
캠프 조정 및 캠프 관리 클러스터는 이것을 바탕으로 민간 이동을 위한
클러스터 간 체크리스트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이주 문제를 비롯하여
우기 동안 예상되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HCT의 정보 수집 활동
이 다시 중요해지면서 클러스터 간 회의는 8월부터 HCT 회의에 흡수되어
진행되었다.
재난재해의 본질적인 특성 상 재난 초기에 대응계획을 세울 때 예상 가
능한 상황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여도 재난 대응이 길어지는 경우 예기
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 클러스터 간 회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클러스터는 재난 대응 기간 동안 클러스터별, 클러스터 간 회의를 지속하
면서 변화하는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변수에 맞추어 기존의 계획을 수정
및 보완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같은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의 대응은 인도양 쓰나미 재난 대응 사례
와 비교하면 큰 변화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인도양 쓰나미 발생 당
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활동은 재난 발생 이후 11개월 간 지속되었
다. 인도적 지원의 계획과 이행이 각 행위자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진 상황
아래서 행위자들은 많은 경우 상황의 변화나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
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초에 계획한 프로그램을 고수하였다는 점에서
네팔 사례와 큰 차이를 보인다. TEC 보고서는 이러한 개별 행위자들의 선
택이 결과적으로 전체 인도적 지원이 비효율적으로 이행되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107) 클러스터 활동의 방향키를 쥔 클러스터 간 회의에서 우기를
대비한 계획 보완에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이런 맥락에서 클러스
터 이전의 사례에 비하여 효율성이 제고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
한 책무성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8월

중순

경

네팔정부의

국가재건국(National

Reconstruction

Authority)에 포크렐 교수(Govind Raj Pokhrel)가 새로 수장으로 임명되
면서 ECR의 소통이 재개되었다. 이 당시부터는 네팔정부와의 협력 하에

107) TEC의 평가 보고서는 인도양 쓰나미에 대응하는 인도적 지원이 충분한 협
력과 조정의 결여로 실패하였다고 진단한다. TEC (2006 p. 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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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 대응과 더불어 클러스터 조정 수행 모니터링(Cluster Coordination
Performance Monitoring)을 통한 개별 클러스터의 활동 평가를 본격적
으로 시작하였다. 클러스터 활동 평가는 유엔 OCHA 내부 검토(Internal
Review) 및 HCT 검토(HCT review) 그리고 정부와 국제공동체의 지원
후 공동 평가(Joint

After Action Review with the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community) 등 세 가지 수준에서 논의되었다. 마지막으로
유엔긴급요청 기간이 종료되는 9월 이후 인도적 지원 활동 프로그램들을
중장기적 복구 및 개발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구상되기 시작하였다. 9
월에는 1차적인 인도적 지원이 종료된 이후 네팔 대응을 논의하고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이 중장기 복구 및 개발로 연계되는 데 있어 필요한 점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핵심그룹회의(Core Group Meeting)가 구성되었
다. 향후 개발 활동과의 연계는 핵심그룹회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네
팔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례의 내부 및 공동 평가는 10~12월 약 3개월
간 진행되었다.

3. 유엔 OCHA의 조정 역할과 지역조정거점
1) 유엔 OCHA의 조정 역할
인도적 지원 활동 전반에 거쳐 유엔 OCHA의 주요 역할은 신속한 정보
의 수집과 공유, 이행 상황 분석, 모금 그리고 행위자 간 조정 역할이다.
재난 대응 기간 현장에서 유엔 OCHA의 역할은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것
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유엔 OCHA는 유엔 기구와 더불어 클러스터에 참
여한 행위자들이 피해 지역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전체 행위자와 공유함으
로써 피해와 수습의 단계별 상황을 모든 행위자가 같은 수준으로 인지하
도록 지원한다. 특히 네팔 사례의 경우, 북부 산악 지대에서 발생한 지진
의 여파로 산사태 우려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산간 지역에서는 여진 등으로 인한 추가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곳
으로 이재민들의 이동이 계속되었다. 이재민들의 이동은 같은 지역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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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지기도 했지만, 피해 범위가 워낙 넓었기 때문에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 때문에 지역별로 배분된 자원과 노동력의
규모를 재조정 하는 일이 중요했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정보가 주기적으
로 업데이트 되고 역할을 재분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다.
유엔 OCHA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조정 역할이다. 행위자들 간의 업
무와 역할의 조정은 클러스터를 통하여 수평적으로 이루어졌다. 클러스터
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클러스터별, 지역별, 이슈별로 다양한 클러스터
회의에 참여하였다. 특히 지역적 수준에서는 상황에 맞는 신속한 업무 재
조정을 위해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현장 수준의 클러스터별 회의가 개최
되었다.
업무의 조정과 역할 분담은 개별 클러스터에 참여한 행위자들 모두가
참여하여 논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네팔 지진 당시 클러스터
활동에 참여했던 와타베 유엔 OCHA 고베 사무소 대표와 성하은 굿네이
버스 제네바지역사무소 대표의 말에 따르면 클러스터의 리더는 다만 회의
를 주도하고 행위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권한을 가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요컨대, 클러스터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
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고 그 결과로 행위자들 간에 협력
을 이끌어내는 공간과 제도, 즉 공론장으로서 기능하였다.
클러스터별 회의 및 클러스터 간 회의는 수평적 의사 결정 구조를 가지
며 회의에서 결정되는 사안들은 행위자들 모두가 함께 내린 결정이라는
점에서 다른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과정에서 참여 행위자들은 개
별 기구 및 단체의 목적, 역량과 재원 등을 고려해서 역할을 조정한다. 클
러스터별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클러스터 간 회의에서 다시 공유되고
전체 수준에서 지원 프로세스가 분야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긴급구호와 인도적 지원 활동에서 고질적으로 제기되
어온 문제점인 중복과 과잉 지원을 방지할 수 있었다. 유엔 OCHA는 지역
수준의 클러스터를 포함하여 유엔 OCHA의 코디네이션 역할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행위자들에게 네팔 상황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
다. 표 [4-10] 유엔 OCHA 클러스터가 네팔 지진 대응 사례에서 행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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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제시한 주요 지침을 정리한 것이다.
표 [4-10] 유엔 OCHA 클러스터가 네팔 지진 대응 사례에서 행위자들에게
제시한 핵심 지침
핵심 지침
1

인도주의 대응은 반드시 측정된 필요에 바탕을 두고 네팔정부와
협력 하에 이행되어야 한다.

2

모든 행위자가 피해상황 및 지원 활동 상황에 대해 같은 수준으
로 인식하고 우기의 시작과 같은 위험요소에 대해 조기에 경고할
수 있도록 관련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3

대응계획, 정보관리 그리고 모니터링을 위해 네팔정부와 유엔의
인도주의 국가팀을 지원해야 한다.

4

현지 주민들과 국가당국과 협력하여 커뮤니티 피드백을 실시하고
분석하기 위해 공동서비스를 이행하는 것을 지원해야한다. 커뮤니
티 피드백은 직접적으로 전략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한 메커니즘을 통해 관리될 것이다.

(출처: 유엔 OCHA의 긴급지원요청 보고서를 참고로 저자 작성)

2) 지역조정거점(hubs)
클러스터는 리딩 역할을 맡은 기관 및 단체를 중심으로 전체 의사를 결
정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이행하는 것이 기본 구조이지만, 네팔 사례의 경
우 피해 지역이 광범위하고 지역 간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웠기
때문에 지역 수준에서 클러스터별로 협의와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역조정거점을 구축하였다. 지역조정거점은 지진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
로 지역별 조정거점(coordination hubs)을 세워졌다. 첫 번째 지진으로
고르카구의 고르카, 신두팔축구의 샤우타라(Chautara)에 조정거점이 건설
되었고 두 번째 지진으로 추후에 돌라카구의 카리꼿에 지역조정거점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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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여 지역단위 별 대응 상황을 취합하였다. 이로써 지역별로 필요한 구
체적인 지원과 지원 활동을 이행하는 데 있어 나타나는 장애요소를 세부
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지역조정거점을 중심으로 한 지역 수준의 클러
스터 활동으로 지역별 협력 및 조정 메커니즘을 강화되었다. 지역조정거점
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Humanitarian Coordinators)이 지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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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조정관(Area

제 5 장 네팔 사례2: 규범의 준수와 규범 플랫폼

인도적 지원 분야의 주요 규범과 규범적 가치는 국제인도주의법과 인권
법 등 국제법과 유엔 총회 결의 등 다양한 형식으로 체계를 갖추어 왔다.
국제사회에서 승인된 규범적 가치와 원칙들은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이 자
발적으로 그들의 인도적 지원 활동에 대한 지침을 주기 위해 만든 것으로
써 다양한 프레임워크와 결합되면서 세분화되어 발전 및 강화되었다. 제3
장 제1절에서는 인도적 지원 규범이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승인되고 발전
되어 왔는지 그 배경과 과정을 살펴본 뒤 현재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일반적으로 국제레짐에서 규칙으로 적용되는 국제규
범과 달리 인도적 지원 규범은 행위자들의 이해 관계를 반영하기보다는
인도적 지원의 목적이 되는 가치를 실현하려 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인도적 지원 원칙, 가치 및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현장 경험을 바탕
으로 이행을 맡은 행위자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만들어져 왔다. 이
때문에 형식과 용어 측면에서 통일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규율대상과 승
인 주체 역시 상이하다. 규범과 가이드라인의 층위와 범주도 추상적인 가
치 개념부터 실용적인 기준에 이르기까지 모두 제각각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많은 행위자들로부터 승인받고 국제 인도적지원 공동체에서 기준의
역할을 하는 규범과 지침들에서는 공동의 가치와 규범적 지향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발전해 온 규범과 원칙은 재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인도적 지원에 어떻게 준수되는가? 규범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이며 그 영
향력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앞서 제3장 제2절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하는 인도적 지원 규범들 중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에게 가장 폭 넓게 승인되고 주창되는 주요 규범 프
레임워크에서 공동의 가치 개념을 분석하고 이 가치 개념이 어떤 원칙과
지침으로 해석되어 현장에서 적용되는지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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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인도적 지원 현장에서 관련 규범들과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영향
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구조 아래에서 행위자들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규범이 준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본다.
첫째, 행위자들이 공동으로 지향하고 재난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
는 원칙,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있는가.
둘째, 규범과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 및 공간과 의사결정 프레
임워크(clear decision making framework)가 있는가, 또 그 이행과정에
있어 원칙과 규범이 준수되는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가.
셋째, 규범과 원칙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인도적 지원 활동을 통해 실현되
었는가.
구체적으로 사례에서 규범 준수를 여부를 분석하기 위하여 제3장 제2절
에서 제시한 공통 가치 개념과 원칙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비
교하여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장의 제1절에서는 제4장에서 살펴본 네
팔 사례에서 이러한 원칙과 가이드라인들이 클러스터를 통하여 어떻게 적
용되었는지 분석한다. 제2절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도적 지원 규범이 네팔 사례에서 적용되었는지 분석한다. 동시에 인도적
지원 규범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이 네팔의 인도적 지원 활동에서 실현
되었는지 검토한다.

제 1 절 모니터링 및 평가 기준으로서의 규범

1. 클러스터의 인도적 지원 활동 성과
1) 클러스터 활동 내용 종합
클러스터별로 차이가 있지만 네팔 사례의 경우 클러스터가 구성되고 난

- 206 -

후 지역별로 적게는 7~8회, 많은 경우 15회 이상 클러스터 회의가 진행되
었다. 특히 지역별로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 내용
과 규모를 산정해야 하는 재난 발생 초기에는 최소 주 1회에서 최대 주
2~3회까지 회의가 열렸다. 클러스터 회의의 가장 기초적인 목적은 정보
공유이다. 추가적인 피해 상황 유무 여부, 현재 동원되고 있는 자원과 인
력의 규모, 각 기구 및 단체의 인도적 지원 활동 진행 수준 등을 공유한
다. 또한 클러스터 리더가 클러스터 간 회의에 참여하여 클러스터 간 회의
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클러스터 참여 행위자들에게 알리고 클러스터
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을 경우 클러스터 내에서 이를 집행하기 위
해 다른 행위자들과 협의한다.
개별 클러스터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진행 상황과 함께 ‘필요
(needs)-지원이 부족한 사항(gap)-장애요인(challenge)’ 등의 정보를 파악
하였다. 관련 정보를 포함한 지도 또는 보고서를 비정기적으로 발간함으로
써 행위자들 간에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동시에, 지원이 부족한 사항을 메
워줄 수 있는 다른 행위자를 찾아 재원과 노동력 등을 재분배하였다. 전체
적인 초기 단계의 클러스터 구성과 클러스터별 인도적 지원 활동 계획은
5월 중에 확정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지역 수준(district-level)에서의 정
확한 정보를 여전히 취합하는 중이었고, 우기동안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
해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필요 자원 규모와 개별 클러
스터의 목표, 지속적인 지역별 피해 상황 업데이트를 통해서 약간씩 상향
조정되었다.
6월 이후 현장에서의 필요성 제기에 따라 다섯 개 클러스터가 추가되어
클러스터는 지원 초기단계 12개에서 총 17개로 늘어났다. 2015년 9월 발
간된 유엔 OCHA의 「네팔 지진 인도주의 대응, 2015년 사월에서 9월까
지」(Nepal Earthquake Humanitarian Response, April to September
2015) 보고서는 5개월 간 클러스터별 활동과 유엔긴급요청을 통해 모금한
재원 규모 등을 총괄해서 정리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OCHA를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를 통한 인도적 지원 활동으로 약 370만 명에게 직
접 지원이 돌아갔다. 이는 지진 피해자로 집계된 총 540만 명 중 약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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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인구이다. 또한 인도적 지원 사업 마감기한(timeline frame)
으로 설정한 2015년 9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펀딩 규모는 총 241 백만
달러로 필요한 자금규모로 집계된 422 백만 달러 중 약 57% 충족하였다.
네팔 사례를 인도양 쓰나미 사례와 비교해보면 클러스터 중심의 활동이
낳은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인도양 쓰나미 대응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필요분석과 공동 목표
및 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정보수집 문제였다. 정보 수집 프로세스에 있어
유엔 OCHA의 구조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인도양 쓰나미 당시에
는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이 분야별로 피해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지원을 공동으로 예측하여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없었던 탓
에 재난 직후 세워진 초기 계획이 완전히 빗나갔던 것이다. 재난 직후 발
간된 인도양 쓰나미 유엔긴급요청(Flash Appeal) 보고서는 지원 기간을 6
개월로 한정하고 목표 모금액을 997백만 달러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추후
피해가 구체적으로 집계되면서 지원 기간은 두 번에 걸쳐 각각 12개월에
서 최종적으로 18개월로 연장되었다. 지원 기간 연장에 따라 목표 모금액
도 997백만 달러에서 1,410백만 달러로 약 1.4배가 증가되었다. 초기 재
난 피해 집계의 오류 때문에 재난 직후 이례적으로 활발했던 모금 운동에
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필요한 목표 금액을 다 채우지 못하였다.
유엔 OCHA의 초기 계획에 동의하지 않았던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 중
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국제적
십자사는 스리랑카와 아크(Aceh)에서 각각 5년짜리 재건 프로그램을 운용
하면서 유엔 OCHA의 초기 계획이 잘못 수립되었다고 지적했다.108) 그러
나 유엔 OCHA와 여타의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 간의 의사소통 및 논의
기회가 없었던 탓에 다른 행위자들의 지적과 제안이 전반적인 활동에 영
향을 미칠 수 없었다.
2) 클러스터의 특징 및 기여

108) TEC (2006).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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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러스터의 공동 측정 기준과 프로그램 조정
식량안보 클러스터와 캠프 운영 및 조정 클러스터의 초기 대응에서 가
장 눈에 띄는 점은 클러스터별로 파트너들이 공동 기준을 세우고 같은 기
준으로 피해 상황이나 필요를 측정하여 향후의 계획을 세운다는 점 그리
고 행위자들 간의 프로그램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클러스터를 기반
으로 특정 분야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원 활동을 하는 행위자
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기관
의 계획을 이에 맞추어 진행함으로써 인도양 쓰나미 대응 당시 지적된 국
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활동의 문제점들이 극복될 수 있었다. 인도양 쓰나
미 사례에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행위자 개별의 의사결정에 전적으
로 의존하며 파편적으로 이행되었다. 재난대응에 참여한 인도적 지원 행위
자들이 부적절한 프로그램 방식과 수단을 적용한 점도 피해 지역과 피해
현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개별 행위자들이 자신의 프로
그램을 상황변수와 상관없이 이행하며 발생한 문제이다. 결국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부족으로 프로그램 간의 조정 및 관리가 적
절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되었다.109) 이러한 문제점들이
결국 국제사회의 인도양 쓰나미 대응이 비효율적으로 이행되는 결과를 초
래하였다고 평가받는다.
클러스터 회의에서 행위자들이 모이고 현황과 계획을 공유하면서 이러
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극복되었다. 또한 클러스터 회의에서는 각 기구 및
단체가 인도적 지원 활동을 이행하면서 겪는 장애와 예기치 못한 변수들
이 논의되면서 비슷한 경험을 겪은 다른 파트너로부터 해결방법을 찾기도
하고 다른 행위자들에게 유사한 상황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파트너들이 공동의 기준을 공유하고 필요에 기반 한 계획을 세운다
109)

John

Telford

International

and

Response

John
to

Cosgrave.
the

Indian

2006.
Ocean

“Joint

Evaluation

Tsunami:

of

Synthesis

Report.” Tsunami Evaluation Coalition(TEC). 참고. TEC는 덴마크, 스웨
덴, 캐나다, 미국, 프랑스 등 11개 공여국과 OCHA를 비롯한 4개 국제기구,
그리고 국제 인도주의NGO등으로 구성된 초국적 네트워크로 글로벌 인도적 지
원 거버넌스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평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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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효율적인 인도적 지원을 담보하는 동시에 지원 과정에서 지원
대상에 대한 차별을 방지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보호 클러스터 활
동 등을 고려하면 비차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문화적, 정치적, 경제
적, 지리적으로 이미 소외되거나 취약한 계층 또는 그룹의 취약성이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고려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클러스터 간 협력
네팔 지진에 대응하면서 현장에서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클러스
터 간 협력도 다양하게 일어났다. 보호 클러스터의 아동친화공간의 운영
작업그룹은 교육 클러스터와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
고 영양섭취 클러스터는 아동 보호 작업그룹과 긴밀하게 협력하였다.
WASH 클러스터는 캠프 조정 및 캠프 관리 클러스터와 협력하여 캠프에
이주해 온 피해자들을 위한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에 필요한 키
트를 배분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호 클러스터는 취약성을 고려
한 지원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였다. WASH 클러스터는 상하수도 공급과
위생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데 있어 지역 주민뿐 아니라 네팔 지역 정부와
중앙 정부와도 가깝게 협력하면서 지역 역량 강화와 수혜자 중심 가치가
반영되었다. 피해 주민들의 이주, 교통 인프라 재건, 학교 및 병원 등의
공공시설 보수, 피해 가옥 철거 등의 활동이 포함된 조기복구 클러스터에
서는 파트너 행위자들과 더불어 지진 경험이 풍부한 일본의 자이카(JICA)
가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조기복구 클러스터의 경우 각 지역마다
업무 분야가 크게 상이하여서 초기에 지역 및 지원 프로그램을 배분한 이
후에는 파트너 간의 협력보다는 개별 파트너들의 활동 상황을 상호 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수준으로 회의가 유지되었다.
(3) 클러스터의 기여
클러스터의 가장 큰 기여는 프로그램의 영역과 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재난 대응의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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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피해국 정부를
포함하여 모든 참여 행위자들 간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이행과 평가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인도적
지원 활동 과정에서 범분야(cross-cutting) 이슈들을 반영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피해 측정, 우선 순위 설정, 전략 계획 등을 개선할 수 있고 무
엇보다 예측가능성과 책무성이 높은 현장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다.

2. 전략 목표와 성과 비교
유엔 OCHA의 네팔 지진 대응 활동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측면은 클러스터에서 이행된 사업들의 성과에 대한
평가이다. 유엔 OCHA의 지진 대응 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서인 「네팔 지
진 인도주의 대응, 2015년 4월에서 9월까지」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밝힌
바로 유엔 OCHA는 네팔 지진 대응 활동을 전반적으로 성공적이라고 평
가한다. 이같은 평가는 사실 네팔 지진 이전의 대형 재난에 대응한 인도적
지원 활동의 성과와 비교해서 얻어진 결과이다. 클러스터에 참여 행위자들
이 공동의 목표와 각 항목에 해당하는 활동성과를 요약하자면 아래 [표
5-1]에서 전략 목표와 성과 목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1] 전략 목표 vs. 성과 비교
공동
전략
목표

1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다측면적인
지원을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전략

성과

가장 심각한 피해자들에게 즉시 필
2.8백만에게
요한 식량을 공급하고 취약계층의
량 공급
영양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한다.
주거지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
특히 취약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재민대피소 해결책(she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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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임시 거주지 70
만 개 공급
(텐트 및 방수포)

solution)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모자보건과 성건강, 트라우마 재활,
영양을 포함한 보건 서비스 및 관련
검사, 감시, 병원 이송 서비스를 재
구축한다.
접근가능하게
만듦으로서
생명을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피해주민에
구하고
게 안전한 물, 보건, 위생에 대한
고통을
경감한다. 접근을 보장한다.

직간접적으로
3.4백만에 보건
서비스 공급, 보
건의료시설 보수,
2.6백만 명에게
식수 공급, 2백
만 명에게 위생
키트 지급, 105
개의
모자보건
캠프 구축. 임산
부 포함 66,000
명 돌봄

재난 피해자들이 보건, 식량, 영양, 373,550
명의
거주문제, 보호에 관한 접근이 가능 영양실조 상태의
하도록 한다.
어린이들 치료

2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안정적인 학습
환경과 심리사회적 지원 그리고
가족재결합과 매매 방지 등이
피해자들의
포함된 아동 보호 서비스에 접근
권리를
가능하도록 한다.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이미 소외된 그룹의 문제와 함께 지
그룹에 대한 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거 문제
특별한
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도적
관심을
지원과 보호가 명확히 인식되어야
기울여
한다.
인도적
지원의
민법상의 자료관리(civil
포용성을 documentation)를 포함해서
넓힌다.
인도적 지원에 대한 포용성 있는
접근을 위한 핵심적인 서비스들이
재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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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명
어린이에게 임시
학교 공급,
395,000명에게
교육 서비스
제공
여성 455명,
어린이 338명
인신매매 방지,
379명의 보호자
없는
유아청소년에게
가족재결합 또는
새로운 보호처
제공

성폭력 방지 및 대응 문제를 포함하
3.7백만 명에게
여 취약 계층의 신체적 안전을 확보
보호 메시지 전달
하는 보호 메세지가 강화되어야 한다.
43000 명의 여
성에게 위생 및
안전 물자 공급,
25 8,8 46명에게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3

지진
피해자의
생활과
복지를
보호하고
회복시키고
독려함으
로써
그들의
회복과
회복탄력성
을 지원함

지진 피해자의 생활은 가축보호,
6-7월의 모내기철을 위한 준비와
지원 그리고 식량 및 현금지급 프로
그램 등을 통해서 지원된다.

14개 구에서 31
개 인도적 지원
기구/단체가 28
백만 달러를 현
금 지급 프로그
램으로 제공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적절한 자가회
복(self-recovery)에 점진적으로 기
여하고 촉진하는 것은 안전한 철거
와 잔해처리, 이재민대피소 접근성이다.

93,000 가정에게
안전한 철거 및
잔해처리 서비스
제공

기반시설이 가능한 경우 포괄적인
성건강과 모자보건, 영양, 교육, 정
신건강 서비스를 포함한 핵심적인
사회적 서비스는 재난위험방지 및
회복탄력성 제고와 연계되어 재건되
어야 한다.

지역 정부 및
공공기반시설
재설립으로
105,000
가구에서 혜택
제공

(출처: 유엔 OCHA (2015) 「네팔 지진 인도주의 대응, 2015년 4월에서 9월까
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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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에서 유엔 OCHA의 성과부분을 살펴보면 전략 목표에 있는 규
범들이 실제로 준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식량과 주거, 식수 및
위생 등에 대한 접근 문제는 각각 가장 심각한 피해자들을 우선 순위를
놓는 동시에 취약계층을 고려한다. 재난 취약층으로 분류되는 여성과 아동
을 위한 보건, 교육, 주거 서비스가 별도로 공급되었다. 중장기적 차원에
서 재건과 자립을 위한 지역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회복탄력성
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중요한 점은 각 클러스터의
구체적인 전략에서 취약성, 포용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실제 그 부분이 고려되면서 이행되었다는 점이다.
반면 클러스터가 형성되기 이전이었던 인도양 쓰나미 인도적 대응 사례
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계획상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식량과 주
거, 식수 및 위생 분야에서의 인도적 지원 목표와 계획은 지원 인원수를
기준으로 세워졌다. 인도양 쓰나미 사례의 유엔긴급요청 보고서를 살펴보
면 식량, 주거, 식수 분야의 세부 계획이 각 국가에서 가장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필요한 인원과 계획상 지원 가능 인원 데이터만을 가지
고 수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10) 지원 목표에는 취약한 어린이
와 여성 특히 아주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들의 영양섭취를 고려해
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포함되지
않았다. 피해 주민을 성별로 분류한 데이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
에 관련 취약성, 포용성 등과 같은 규범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서
는 개별 행위자들이 별도의 데이터를 추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가치 지향적 규범을 준수하는가의 문제는 전적으
로 개별 행위자에게 달려있었다.

3. 네팔 인도적 지원 활동 성과 평가
1) 기관 간 공동 피드백 프로젝트
110) 유엔 OCHA (2015) Indian Ocean Tsumani-Earthquake Flash Appeal.
p. 2-10; 19-2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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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OCHA가 계획상의 목표치와 가시적인 이행 성과를 비교하는 방식
외에 인도적 지원 활동의 성취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의미 있는 평가는
‘기관 간 공동 피드백 프로젝트(Inter-Agency Common Feedback
Project, CFP)’를 통해서 이루어졌다.111) 기관 간 공동 피드백 프로젝트는
인도적 지원 활동을 이행한 기구, 기관 및 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지원을
받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

인식

서베이(Community

Perception Survey)’를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유엔 상주조정관
이 전체 프로세스를 주관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실시간
인터뷰(real time review)’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지원 활동이 모두 종료
된 후에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활동 기간 내에 서베이를
통해서 지원 활동의 문제점을 바로 보완하는 방식이다. 인식 서베이는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실시되었을 뿐 아니라 중장기 복구 계획
으로 연계된 클러스터 활동에 대해서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매해 실시
되고 있고 2020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서베이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별도로 구성된 커뮤니티와의 커뮤니케이
션

기술

작업그룹(Communicating

with

Communities

Technical

Working Group)이 담당하였고 유니세프가 리더를 맡았다. 기관 간 공통
피드백 프로젝트는 헬프 데스크, 제안통(suggestion box), 게시판, 상담사
와 같은 오프라인 방식과 모바일 피드백,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방식을 둘
다 사용하였다. 기관 간 공통 피드백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목표는 지원 대
상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의 제고이다. 기관 간 공통 피드백 프로
젝트는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의 목적을 밝히며 피해자 권한 강화 및 참여
에 초점을 맞춘다고 명시하였다. 인도적 지원의 활동 기간 중, 또 그 이후
에도 행위자들이 경험을 통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서 매우 중요한 프로세스라고 평가할 수 있다.

111) 영국의 DFID의 후원, UN 상주조정관의 주관 하에 진행됨. 이후 DFID는
“기관

간

feedback

공동

피드백

project:

프로젝트:
Issue

이슈포커스(inter-agency

in

http://www.cfp.org.np/about/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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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보고서를

common
발간함.

· 기관 간 공통 피드백 프로젝트의 목적
- 기관 간 공통 피드백은 지진 대응과 회복의 과정에서 재난 피해를 당한
개인, 가족 그리고 공동체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재난 피해자들이 재해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로지스틱
스에 관하여 적절한 정보를 갖도록 한다.
- 피해 공동체로부터 피드백을 수집하는 체계적인 메커니즘을 확립함으로
서 피해자들의 의견이 클러스터, 클러스터 간 회의 그리고 HCT 회의에서
각각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반영되도록 한다.
인도적 지원 활동에 대한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주민의 서베이 평가는 5
개월 간 이행된 일차적 복구 작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작성된 유엔 OCHA
의 「네팔 지진 인도주의 대응, 2015년 4월에서 9월까지」에 담긴 클러스터
별 중장기적 개발로의 ‘전환계획(Transition Plan)’과 더불어 중장기적 관
점에서 재건 계획과 전략의 바탕이 되었다. 반면 인도양 쓰나미 인도적 지
원 사례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은 피해
지역 공동체와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이 합동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드는
것을 우선 순위에 놓지 않았다. 또한 행위자들 간의 의사소통과 협력 채널
이 공고하게 구축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기관들 간의 공동(joint) 피드백
을 받을 수 없었다.
아울러 인도적 지원의 성과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한 지원 결과가 종
합적으로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이 각각 개별 프
로그램에 대해 피드백을 받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 일부 초국적 인도주의
NGO들이 산발적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컨설
팅을 받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진행이 아니어서 지원 활동이
낳는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한 재난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고 평가받는다. 요컨대 공동 피드백 채널이 구성되기 어려운 환경이었고
동시에 개별 피드백 프로세스도 소수를 제외하고는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
다. 결과적으로 재난 피해자들은 지원 및 재건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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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공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불만 사항도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는 피해 지역에 불만과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
는 결과가 초래되었다.112)
2) 글로벌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의 조정과 협력에 대한 평가
두 번째 측면은 유엔 OCHA의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평가하
는 유엔 OCHA의 행위자 간, 업무 간 조정(coordination) 역할에 대한 평
가이다. 유엔 OCHA는 이에 관련하여 평가지표(monitoring indicators)와
목표(targets)를 설정하고 있다. 네팔 지진 대응이 절반 정도 진행된 7월
부터

클러스터

조정

모니터링(Cluster

Coordination

Performance

Monitoring)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IASC의 권고에 따라서 클러스터 조
정 모니터링은 두 가지 분야에 대한 자체 평가(self-assessment)로 이루
어진다. 첫째는 클러스터의 핵심적인 기능에 대한 클러스터 간 조정과 피
해 주민들에 대한 책무성에 관한 평가이고(cluster coordination against
core cluster functions and accountability to affected populations)
두 번째 분야는 인도적 지원 과정 전체에서 클러스터 조정 구조의 지속적
인

적절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클러스터

조정

구조

검토(cluster

coordination architecture review)이다.
유엔 OCHA의 네팔 지진 대응에 참여한 행위자는 총 457개로 집계되었
다. 이 많은 행위자들이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 업무와
활동 지역을 분장할 때, 또 넓은 피해 지역으로 흩어져 독자적인 지원 사
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 다수의 행위자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피
해 지역과 관련한 정보가 비슷한 수준으로 공유되어야만한다. 유엔 OCHA
는 행위자들 간의 정보 공유와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정기적, 비정기적
으로 보고서 등의 문서를 발간하였다.
각 클러스터에서는 클러스터에서 이행되고 있는 상황과 부족한 점, 도움
이 필요한 점을 진행 상황 보고서를 통해 OCHA 및 다른 지역, 클러스터
112) TEC 2006. p. 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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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과 공유하였다. 특히 클러스터 회의록은 시기 별
로 각 클러스터에서 행위자들이 결정한 사항이 무엇인지 보여줌으로 우선
순위 활동이 그 중요성과 긴급성에 따라 이행되었는지, 어떤 기구와 단체
가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표 5-2]는 네팔 지진
대응 기간 동안 발간된 유엔 OCHA의 기록물 표이다. 아래 표에서 클러스
터 회의록이 333건 발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네팔 지진 대응 활
동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이행된 것을 반증한다.

[표 5-2] 네팔 지진 대응 기간 동안 유엔 OCHA의 기록물표
목적

정보 공유

보고
커뮤니케이션
회의록
기타

보고서 형식
상황보고(Situation report)
진행상황 보고 (Progress report)
분석 보고서 (Analysis report)
팩트 시트 (Fact Sheet)
연락처 리스트(Contact list)
감시 보고서(Surveillance report)
임무 보고서(Mission report)
뉴스 레터(Newsletter)
주요 메시지 (Key messages)
대언론 발표(Press release)
클러스터 회의록
(Cluster meeting minutes)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

횟수
79건
64건
27건
18건
22건
8건
3건
22건
17건
6건
333건
23건

(출처:humanitarian Response 웹싸이트의 정보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https://www.humanitarianresponse.info/en 참고.)

네팔 사례에서는 7월 중순 경 식량안보 클러스터에서 처음 클러스터 조
정 모니터링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여 클러스터 간 회의에서 모니터링의
기간과 평가 원칙에 대하여 논의한 끝에 모든 클러스터의 동의를 얻어내
었다. 클러스터 조정 모니터링은 클러스터에 참여한 행위자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각 클러스터에서 목표한 바가 어느 정도 성취되었는지, 어떻게 이
행되었는지 평가하였다. 클러스터를 통해서 함께 일한 파트너 기구 또는
단체 중 85%는 유엔 OCHA의 조정 및 지원 서비스에 만족함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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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소 50개 이상의 기구, 단체와 클러스터가 공동의 메시지와 커뮤니
티 피드백에 초점을 맞추어 OCHA의 조정 아래에서 지역 사업에 개입하
였다.
참여 행위자들이 특히 만족을 표했던 행위자들은 네팔의 정치경제적 구
조와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하여 기존 클러스터의 활동 외에 특정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구성된 작업그룹으로 현금지원 작업그룹
(Cash Working Group), 성평등 작업그룹, 그리고 피해 주민과의 커뮤니
케이션 작업그룹(Communicating with communities Working Group)
이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특별 작업그룹(Special Working Group)을
통한 유엔 OCHA의 지원에 만족한다고 답한 참여 기구 및 단체는 약
80%에 이른다. 특별 작업그룹의 경우 기존의 클러스터 활동으로 성취하기
어려운 목적을 목표로 하여 구성되고 활동하였다. 따라서 자연히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현장에서의 필요를 명확하게 충족시킬 수 있
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일반 클러스터 활동보다는 작업그룹의 역할과
업무의 조정과 책무성의 측면에서 모두 행위자들이 만족할 수 있었다.
반면, 조정과 협력 문제는 인도양 쓰나미 인도적 지원 대응에서 가장 심
각한 문제로 떠올랐던 이슈다. 인도네시아에서 유엔 OCHA는 인도적 지원
구호 단계인 지원 초반 3개월 동안 산발적인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을 조
정하기 위하여 조정 회의(coordination meeting)을 소집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총 400 여 개의 행위자들 중 10~40 여 개 행위자들만 회의에 참
석했을 뿐이며 그나마 참석자들도 각 기관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
급자가 아닌 하급 사원들이었다. 전체 행위자에 비해 너무 적은 기관만이
참석했고, 참석자들의 특성상 회의에서 직접 의사 결정을 내리기가 불가능
했던 탓에 회의에서 다룰 수 있는 아젠다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결국 일방
적으로 유엔 OCHA의 정보 전달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TEC은 당
시의 조정 회의를 설명해줄 수 있는 자료들도 충분히 남아있지 않다고 밝
힌다.113)
마사키 와타베(Masaki Watabe) 유엔 OCHA 일본 고베사무소 대표, 제
113) TEC (2006) p. 3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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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

월라드(Jeremy

Wellard)

ICVA(International

Council

of

Voluntary Agencies) 아태지역사무소 대표 그리고 이경신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KCOC) 대외협력부장은 공통적으로 네팔 지진 대응 활동이
성공적이라는 유엔 OCHA의 평가에 동의한다.114) 마사키 와타베 대표와
이경신 부장은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아 재정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
고 많은 수의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이 참여했던 인도양 쓰나미 사례에서
일목요연한 성과가 나오지 못한 것과 비교해서 네팔 지진 대응 당시 유엔
OCHA의 클러스터를 통한 인도적 지원 활동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기능했
다고 평가한다.
특히 마사키 와타베 유엔 OCHA 일본사무소 대표는 행위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세울 뿐 아니라 사업을 통하여 소외 계층에 대한 포용성, 취약계층
및 여성과 아동에 대한 강한 보호, 장기적 관점에서 자가 회복의 목표와
메시지를 피해국과 지원 대상에게 일괄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이 클러스터
가 만들어지기 이전, 즉 기구 및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이행하던 때와 가장 핵심적인 차이라고 꼽는다.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다양
한 행위자들이 지원 대상과 지역 사회에 규범 지향적인 공동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행위자들 간에 인도적 지원의 규범적 가치들과 여기에서
확장된 원칙이 의사 결정의 근거가 되었음을 확인시켜준다.
3) 개별 행위자의 모니터링 및 평가의 기준
유니세프나 옥스팜, 컨선(Concern)과 같이 클러스터에 참여한 일부 파
트너 행위자들은 네팔에서의 인도적 지원 활동에 대한 자체 평가를 진행
하여 보고서로 발간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네팔에 대한 글로벌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의 활동은 피해 주민들의 기초적인 필요를 충족시켰고 자원
의 활용 측면(value for money)이나 효율성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

114) 와타베 대표, 월라드 대표, 이경신 부장은 인도양 쓰나미, 아이티 지진, 네
팔 지진 등 2000년대에 일어난 대형 재난 대응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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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115) 개별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는 대부분 행위자들은 오랜 기간 인도
적 지원 활동을 해 온 전통적인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로써 클러스터에서
리더를 맡거나 IASC의 옵서버 지위를 갖는 등 OCHA의 클러스터에서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규범 선도적인 행위자들이다. 이러한 중요 파트너
행위자들이 자체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평가 기준으로 하는가라는
점이 필연적으로 클러스터에서의 내부 평가 기준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유니세프의 경우 OECD DAC의 기준과 유니세프의 내부 원칙인 인도적
지원에서 어린이를 위한 핵심 지침(Core Commitments for Children in
Humanitarian

Action)과

인도주의

활동

모니터링(Humanitarian

Performance Monitoring) 기준이 적용되었다. 아울러 적십자 행동강령
그리고 IASC 국가 수준에서 클러스터 협력을 위한 모듈(Module for
Cluster Coordination at Country Level) 등의 원칙을 기준으로 하였음
을 밝혔다. 옥스팜의 경우 문서와 인터뷰 등의 근거를 바탕으로 인도적 지
원의 핵심기준 및 인도주의 지표(Humanitarian Indicator Tool)에서 제
시하는 규범과 지침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의 결과가 각 기준에 부합하는지
를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네팔정부는 지원 대상 주민들 뿐 아니라 복구사업에 참여
했던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중심으로 별도의 지진대
응 평가를 내렸다. 네팔정부는 유엔 OCHA의 일차적인 복구활동이 끝난
115) 컨선. (2017) Concern Worldwide Nepal Earthquake Emergency Response
Programme.(https://www.concern.net/sites/default/files/resource/2017
/07/evaluation_of_the_concern_nepal_earthquake_emergency_response
_programme.pdf); 유니세프. (2016) Evaluation of UNICEF’s Response
and Recovery Efforts to the Gorkha Earthquake in Nepal.
(https://www.unicef.org/evaldatabase/files/Nepal_EHA_Final_Report_20
16-003.pdf); 옥스팜 (2016) Nepal: Evaluation of Oxfam’s response to
the 2015 earthquake. Effectiveness Review Series 2015-16.
(https://policy-practice.oxfam.org.uk/publications/humanitarian-qualit
y-assurance-nepal-evaluation-of-oxfams-response-to-the-nepal-6202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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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로

‘재난

후

복구

프레임워크(Post

Disaster

Recovery

Framework(2016-2020년))’을 세우고 현 시점까지 재건 사업을 이행하고
있다. 재건은 단기적 관점의 인도적 지원과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개발이
연계되는 지점이다.
4) 참여 행위자들의 평가
굿네이버스 제네바 협력사무소 성하은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클러스터
내에서의 업무의 배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다.116) 성하은 대표에 따
르면 일단 클러스터 내 업무 분담의 일차적인 원칙은 자발성이다. 먼저 참
여 행위자들은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논의를 통해 가장 긴급하
게 또는 심각하게 지원이 필요한 업무를 선정한다. 개별 클러스터에서는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이 클러스터별 전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논의를
통해 필요한 우선 순위 활동(priority actions)과 행위자들 간의 상호 동
료평가를 가능하게 해 주는 모니터링 지표(monitoring indicator)를 선정
하였다. 이들은 피해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필요를 측정하는 단계에
서부터 우선 순위 활동을 결정하는 단계까지 평등한 논의 구조를 바탕으
로 클러스터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왔기 때문에 긴급한 업무의 선정은 이러
한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업무와
업무 중요성 등을 기준으로 업무가 선정되면 기관 또는 단체가 자기 기관
의 지원규모 및 특화된 전문성,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 정도, 지리
적, 환경적 요인, 피해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규모와 특징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맡을 업무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행위자 간 조율과 협력이 필수적인데 성하은 대표는 일반
적으로 클러스터의 리더가 어떤 기관이냐에 따라서 그 클러스터의 업무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클러스터의 리더를 결정하는 일은
IASC에서 논의되고 사실상 결정된다. 리더를 맡겠다고 자발적으로 지원한

116) 성하은 대표는 2015년 네팔 지진 당시 보호클러스터(Protection Cluster)에
서 고르카 지역 지역수준 클러스터리더(sub-national cluster leader)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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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중에서 피해국과 특히 피해 지역에서 다양한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서 관련 정보와 전문성, 경험을 많이
축적한 단체를 선정하여 유엔 상주조정관이 리더로 임명한다. 클러스터별
로 이행되는 원조 활동이 피해 지역의 정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
적 특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관의 국제적 규모나 이름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그 나라 또는 지역에
서의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영향력이 가장 큰 기관을 선정하게 된다고 설
명하였다.
IASC에서 결정하는 클러스터 대표 기구 및 단체와 현장에서 그 클러스
터 회의를 선도하는 기구 및 단체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
같은 기관이 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관련 분야에서 규범주창자인 인도주
의NGO나 국제기구가 클러스터 대표를 맡아서 활동한다고 해석할 수 있
다. 이러한 규범주창자들은 클러스터 회의라는 공간을 통하여 다른 행위자
들과 접촉함으로써 평시에 IASC 등을 통해서 원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축적
된 규범을 지원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실제로 이행
평가의 지표로 삼아 행위 규범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 2 절 네팔 사례에서 규범 플랫폼과 규범의 준수

1. 네팔 사례에서 유엔 OCHA가 제시한 규범과 원칙
본 절에서는 문서상으로 확인되는 규범적 기준과 원칙이 네팔 지진 대
응 인도적 지원 현장에서 행위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
다. 유엔 OCHA는 승인된 인도적 지원 가치 규범을 바탕으로 네팔 지진
대응에 있어 인도적 지원 주요 원칙(main streaming principles)을 천명
하였다. 참여 행위자들은 이 네 가지 원칙이 모든 인도적 지원 활동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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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아래 네 가지 인도적
지원 원칙은 유엔 OCHA의 모든 클러스터에서 우선 순위 결정 업무 조정
및 분장 그리고 성과 평가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준수되었다.117) 네팔 지진
대응 사례를 살펴보면 이 네 가지 원칙들이 직접 준수된 것과 이 원칙들
에서 파생된 핵심 가치들이 유엔 OCHA의 전체적인 인도적 지원 활동 조
정에 있어서, 또 클러스터 수준에서 인도적 지원을 계획하고 이행하고 평
가하는 데 있어서 준수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같은 가치 규범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원칙으로 천명되고 합의된 것은 참여 행위자들 간에 공동
의 목표 선정, 업무의 우선 순위 배정, 하지 말아야 할 일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 규범을 근거로 하는 것을 보여준다.
· 유엔 OCHA가 네팔 사례에서 제시한 네 가지 주요 원칙
- 첫째, “해를 끼치지 말라(Do No Harm)” 원칙: 피해 지역 사람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그들의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의도치 않은 부작
용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 둘째, 필요 기준/평등 및 비차별 원칙: 피해자들이 어떤 장애나 차별 없
이 필요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지원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특별히 인도적 지원 및 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경우 보다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 셋째, 책무성 원칙: 재난 피해자들이 인도적 지원 채널을 통해 불만과
우려 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피드백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 넷째, 참여와 권한 강화 원칙: 재난 피해자들이 식량, 주거, 물공급과
위생, 교육, 보건 등 기본적인 서비스와 생활 편의 시설에 접근 가능하도
록 그리고 법적 보호 역량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엔 OCHA가 네팔 지진 대응에 참여하는 인도적 지원 파트너들에게
이행과 평가에 있어 원칙으로 제시한 네 가지 원칙은 앞서 제3장에서 제
시한 [표 3-14]의 주요 인도적 지원 원칙과 기준에서 도출한 공동의 상위
117) 유엔 OCHA (2015) Flash Appeal 5. 29 수정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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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모두 포함된다. 첫째 DNH 원칙과 둘째 필요 기준, 평등 및 비차
별 원칙은 넓게는 국제사회, 좁게는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의 인도주의 임
무라는 상위 원칙에서 확장된 두 가지 원칙이다. 셋째,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책무성 강화와 넷째, 피해자의 참여와 권한 강화 원칙은 피해자의 보
호 받을 권리라는 상위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들이다.
[표 5-2]에서 보여주는 피해자들의 권리에서 확장된 원칙 중 지역 역량
강화 및 중장기 개발과의 연계 원칙은 네팔에 대한 유엔긴급지원요청 문
서의 성격상 담기지 않았다. 지역 역량 강화 및 개발과의 연계 원칙은 중
장기적 이행을 필요로 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중요한 원칙으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기 인도적 대응을 중심으로 한 유엔긴급지원요
청에는 해당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실제로 6개월간의
단기 대응이 종료 된 이후 네팔정부와 유엔 OCHA를 중심으로 한 국제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가 함께 세운 중장기적 네팔의 재난이후(post
disaster) 발전 계획에 지역 역량 강화와 중장기적 개발과의 연계가 가장
핵심적인 원칙으로 적용되었다. 유엔 OCHA가 네팔 지진 대응을 위하여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에게 제시한 “해를 끼치지 마라(DNH)” 원칙, 필요
기반 및 비차별 원칙, 책무성 원칙, 참여와 권한 강화 원칙이 현장에서 어
떻게 구현되었는지 살펴보겠다.

2. 규범 플랫폼과 규범 및 가이드라인의 준수
1) 해를 끼치지 말라(Do No Harm)원칙
제레미

월러드(Jeremy

Wellard)

ICVA(International

Council

of

Voluntary Agencies) 아태지역사무소 대표는 DNH 원칙이 네팔 사례에
서 인도주의 행위자들이 일률적이고 일방적인 지원 방법에서 탈피하여 피
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게 되는데 바탕이 되었다고 평가한다.118) 재난
118) 저자와의 인터뷰. (2017년 9월 1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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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에서 짧은 시간 내에 피해 지역과 상황의 맥락(context)을 이해하고
주민들의 필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해국 정부 뿐아니라 지역 정부와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통로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
국이나 지역에서 오랫동안 개발원조 프로그램을 운용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국제기구, 개발원조단체들과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 간의 협력도 필수
적이다.
제레미 월러드 대표는 특히 보호 클러스터에서 DNH 원칙을 공식적으로
수용하였지만, 인도적 지원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피해 지역의 필요 기
반(needs based) 원칙이 근본적으로 DNH에 뿌리하고 있기 때문에 DNH
원칙은 사실상 모든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에게 규범으로 적용되
고 있다고 설명한다. 클러스터 및 작업그룹 중 DNH 원칙을 가장 적극적
으로 적용한 곳은 ‘피해 지역 공동체와의 커뮤니케이션 기술 작업그룹
(Communicating with Communities Technical Working Group)’이다.
앞서 제5장 제2절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주민들로부터의 피드백을
받아 인도적 지원 활동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채널
을 구축한 것이다.
네팔 사례에서 나타나는 DNH 원칙의 적극적인 수용은 인도양 쓰나미
사례에서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지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앞서 기관 간
공동 피드백 프로젝트의 평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도양 쓰나미 인도
적 지원 사례에 대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당시에는 공동으로도 개별로도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는 채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DNH 원칙
이 반영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DNH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인
도적 지원이 낳을 수 있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계획 수립과
이행 단계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프로세스가 DNH 원칙을
준수하는 기본 전제라고 볼 수 있다 .

2) 필요기반(Assessed Need Based), 비차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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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3절의 [표 4-8]을 참고하면 유엔 OCHA 협력체계에 참여한 인
도적 지원 행위자들의 활동과 재원이 피해 규모와 “필요성”과 비차별 가
치에 입각하여 배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하게 지진 피해자의 숫자
가 많은 지역은 인구가 밀집해있던 카트만두 지역이었다. 카트만두는 네팔
정부의 행정 기능이 집중되어 있고 주요 관광 자원이 되는 문화재와 외국
기업 등이 집결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네팔의 국내 환경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지역임에 틀림없다. 세이브더칠드런의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일부 지진 피해자들은 네팔정부의 지원이 카트만두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고 증언하였다. 지역적 편차 외에도 네팔 중앙 정부나 지역 정부 지원 배
분에 있어서 기존의 정치적 사회적 맥락도 상당 부분 작용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적 연결고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
해 훨씬 쉽고 빠르게 구호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고 어린이들
의 절반 이상이 말했다.”
- 플랜,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의 공동 ‘네팔
지진 어린이 회복 컨설테이션’ 2015년 내용 중 -

119)

그러나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은 대부분 카트만두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 지역이었다. 글로벌 인도적 거버넌스의 행위자들은 지원 필요 우선
순위를 피해의 심각성에 두고 활동하였다. 도심 지역보다 큰 피해를 입은
시골 지역에 지원을 집중하였다는 의미이다. 유엔 OCHA가 전체 계획을
세울 때 반복하여 강조한 것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most vulnerable)에게 빠르게 구조와 지원이
닿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 곳에 구축된 지역조정거
점의 위치는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산사태에 가장 취약한 산간 지역에 구
호 및 지원이 닿도록 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결정되었다.120)
119) 세이브 더 칠드런 (20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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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시골 지역에서 각각 지원 만족도를 조사한 서베이에서 지원에
대한 불만족이 도시 지역에서 74%로 시골지역 58%보다 월등하게 높게
조사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121) 이러한 차이는 네팔정부
와 초국적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이 서로 다른 우선 순위를 가지고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래 [그림 5-1]은
지진피해구역으로 지정된 14개 구를 가옥의 파괴 수준에 따라 등급 별로
분류하여 보여준다.
[그림 5-1] 네팔 지진피해 현황: 지진피해 지역 14개 구 중 가옥 파괴
수준

(출처: OCHA 2015. Flash Appeal 5.29 수정본)

120) 유엔 OCHA (2015). 5.29일 수정본 p. 12 참고.
121) Inter-Agency Common Feedback Project (2015 Oct). Issue in Focus:
Community Perceptions in Rural and Urban Settings. p. 4-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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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표 4-8]을 참고하면 두 번째 지진의 진앙지인 돌라카에 바로 이
웃해있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한 신두팔축구와 수도이자
인구밀집도시인 카트만두와 카트만두에 근접해있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
정되어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라릿푸르시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도적 지
원 행위자들이 활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진앙지였던 고르카와
그 인접지역인 다딩, 두 번째 진앙지 돌라카 등 지역이 인도적 지원 단체
들이 집중된 두 번째 등급에 포함되었다. 피해자 구조와 복구가 네팔이 구
조적으로 가지고 있던 정치적, 사회문화적 이해나 차별 구조와 별개로 “필
요(needs assessment)” 중심으로 자원과 인력이 배분된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조기복구 클러스터(Early Recovery Cluster) 중간보고에서
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그림 5-2]는 조기복구 클러스터의 중간보고에
포함된 조기복구 클러스터의 지역별 인도적 지원 행위자 분포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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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조기복구 클러스터의 지역별 인도적 지원 행위자 분포도

(출처: OCHA (2015) 「네팔 지진 인도주의 대응, 2015년 4월에서 9월까지」)

유엔과 쓰나미평가연합의 이행활동 평가 보고서는 2004년 인도양 쓰나
미 사례에서 성공적인 모금 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들 간에 조정과 협
력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이 부재한 상황이었기에 많은 인도적 지원 행위
자들이 특정 지역에 몰리면서 비효율과 혼란이 발생하였다고 밝힌다.122)
미디어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
타나고, 개별 기관과 단체는 독자적으로 활동함에 따라 재난 현장에서는
지원이 중첩되거나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물품과 서비스의 수요-공급이 불
122) TEC (200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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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원의 수요-공급의 불일치 이슈는 행위자들 간의 조정의 문제도 있지
만 기본적으로 필요 기반 원칙이 준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위자들 간
에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여타의 행위자
들이 어떤 계획으로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는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보하
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각 기관이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려
는 지역에 필요가 이미 충족되었는지, 더 심각한 피해 지역은 없는지 충분
히 고려하지 않고, 이에 더불어 많은 기관이 미디어 노출에 유리한 지역에
서 활동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자원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분배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3) 취약계층 고려 및 포용성 원칙: 사회적 약자. 여성과 아동에 대한 특별
한 보호
IASC 위원장은 취약 계층의 고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피해를 입고 위험에 처한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는 국가 및 비국가 분쟁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인도적 의사결정 및 대응 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위험에 처한 집단에 대한 보호는 인도주의 대응 기간뿐 아
니라 그 이후에도 즉각적인 인명 구조 활동의 일환인 우리의 대비 노력에
있어서 중심이 돼야 한다. 현장 차원에서 설명하자면, 이는 남성, 여성, 여
아, 남아, 국내 이재민, 노인, 장애인, 성적 소수자 및 기타 소수자의 경험
을 포함하여 이들이 처한 위험의 근본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취약성을 고
려함으로써 위기 발생 즉시 그리고 위기 이후에 누가, 어떻게, 왜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주의

활동에서

보호의

중심화(Centrality

of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에 대한 IASC 위원장의 성명 중)
인도양 쓰나미 사례와 비교했을 때 네팔 지진 대응에서 특별히 강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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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는 소외그룹에 대한 포용성 강화였다. 유엔 OCHA 상주조정관은 초기
에 지진 피해를 전하는 개괄(overview) 보고서 등에서 이미 기존에 존재
하던 소외계층의 취약성이 심화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네팔은 경제
적으로 낙후되어 있을 뿐아니라 오랜 기간 내전을 겪었던 탓에 정치적으
로 제도적으로 불안정하였다. 또한 종교적 사회적 계층이 비교적 뚜렷하게
남아있으며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네팔의 구조적
문제점을 고려하여 유엔 OCHA는 조기 복구를 비롯한 전반적인 인도적
지원 활동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려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
하였고, 이를 전략 목표에 포함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소외 계층,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보호는 공동 목표 3항에서 명확하게 천
명되었다.(Protect the
promote

inclusive

rights of
access

to

the those most
humanitarian

affected

assistance

and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most disadvantaged groups.)
네팔의 취약 계층에는 경제적 약자와 사회 서비스로부터 소외된 그룹
뿐 아니라 여성도 포함된다. 여성과 아동은 특히 재난에 취약하지만 네팔
의 경우 종교적 특성으로 인해 성평등의 문제가 중요한 아젠다로 다뤄졌
다.

이에

따라

클러스터는

특별히

클러스터별

성평등

위원회

(inter-cluster gender task force)를 발족하여 여성의 보호와 성평등 문
제가 모든 개별 클러스터의 활동에서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했다. 측정된 피해를 기준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특히 취약계층을 고려하는
유엔 OCHA의 인도적 지원 계획과 이행은 일견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인도적 지원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하지 않았던 이전 사례에서는 행위자
들 간에 합의되고 조정된, 일관성 있는 지원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여성을 취약 계층으로서 인식하고 보호한 것은 인도양 쓰나미 사
례에서와 비교하면 매우 큰 변화를 보인 지점이다. 인도양 쓰나미 당시에
는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 자료 중 성별을 구별한 데이터 자체가 존
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미루어봤을 때 사실상 여성을 포함한 취약 계층을
고려하는 지원은 불가능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인도네시
아, 태국, 몰디브, 스리랑카와 인도에서 실시된 인터뷰를 기반으로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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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쓰나미 발생 1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여성, 특히 미망인과 미
혼 여성들이 거주 문제와 기초적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심각한 차별을
경험한다고 밝혔다.123)
다만 이러한 전격적인 변화는 클러스터 활동의 유무로만 판단할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쓰나미 대응 당시에는 젠더기반폭력과 아동 보호 등에 관
련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마련되지 않았던 환경도 고려되어야 한다. IASC
는 2013년 인도적 지원 과정에서의 ‘젠더기반폭력과 아동 보호’를 의무
사항으로 승인하였다. 인도적 위기 시 젠더기반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
은 초국가 수준에서 약 2년 여 간의 기간에 걸쳐 상세한 의견과 피드백을
받아 유니세프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국제기구 및 NGO의 지원으로 2015
년 전면 개편되어 발간되었다.124) 미국의 재정 지원 아래 약 2년 여간
200개 이상의 인도주의 기관 및 NGO와 100 여 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
의 의견 수렴하였다. 가이드라인에 반영된 아동친화공간은 월드비전과 세
이브더칠드런이 오랜 시간에 걸쳐 주창한 아동 보호 내용에 뿌리하고 있
는 것으로서 아동친화공간이 포용성, 비차별 원칙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세부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4) 재난 피해자에 대한 책무성 강화(Accountability to Affected People)
제레미

월라드

ICVA

대표는

“기관

간

공통

피드백

프로젝트

(Inter-Agency Common Feedback Project)125)를 근거로 들어,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국제개발협력레짐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인정받는 책무성
강화 등의 규범은 인도적 지원 활동에 녹아있었다고 주장한다. 기관 간 공
통 피드백 프로젝트는 제4장 제3절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인
123) 98 AI/PDHRE/HIC (2006). TEC (2006) p. 73 재인용.
124) IASC 산하의 보호클러스터에서 2015년 발간한 가이드라인 참고.
http://www.globalprotectioncluster.org/en/tools-and-guidance/guidanc
e-from-inter-agency-standing-committee.html 참고.
125) 기관 간 공동 피드백 프로젝트의 서베이 결과 참고.
(http://www.org.np/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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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드리고 인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역사
회 인식 서베이(Community Perception Survey)를 진행하였다.
클러스터에 참여하여 활동한 개별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은 OCHA에서
제공하는 지역 사회 인식 서베이를 자신들의 활동으로 지원을 받은 대상
과 14개 구 피해 지역 주민들,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자기 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 인도적 지원 활동 전반에 대해 평가받았다. 여기에는 피
해자들 또는 지역민들이 겪은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일은 무엇이었는지, 정부 또는 인도적 지원 기관 또는 단체
에게 만족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인도적 지원 활동이 보다 공
정하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 등의 질문이 담겼다. 서베이는
인도적 지원 활동이 2개월 간 진행되었던 시점인 2015년 7월에 시작되었
다. 이는 서베이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을 적시적으로 파악하여 이후 인
도적 지원 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 프로젝트는 유엔과 클러스터가
일차적으로 인도적 지원 활동을 종료하는 9월 30일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수습 및 복구 활동의 영향력이 중장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긴급구호와
조기 복구가 중장기적인 개발로 연계되는 지점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게 간주되기 때문이다. 네팔에서 지역 사회
인식

서베이는

영국의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재정지원으로 이행되었다.
인도양 쓰나미 대응 인도적 지원 활동 당시에도 책무성 원칙이 매우 강
조되었고 책무성 강화를 뒷받침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고안하였다.
다만 책무성 원칙 자체의 성격이 상당히 변화했다. 인도양 쓰나미 사례에
서 책무성 원칙의 초점은 공여자이다. 공여자들의 지원금이 투명하게 원래
의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았다. 따라서 지방
정부의 부패 문제, 회계 처리 문제, 또는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이 지방 정
부에 뇌물을 제공해야 하는 문제 등이 주요 아젠다였다. 따라서 인도적 지
원 대상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하는 네팔 사례와 평면적으로 비교하기 어
렵다. 다만 책무성 원칙의 내용이 달라진 점을 미루어보아 관련 규범이 상
당한 수준으로 발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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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자 참여와 권한 강화
네팔의 지진 대응에 참여한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은 비교적 피해 현황
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 지역에서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긴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우선 순위에 맞게 배분하였다. 클러스터는 처음 유엔
OCHA가 선정한 기본 형태인 12개로 시작하였으나, 네팔 지진 사례의 특
수성을 고려하여 5개의 새로운 클러스터가 추가되었다. 지리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대가 많아 헬리콥터 등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동원되었고 조기복구 및 거주 클러스터에서는 지진 피해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산사태를 일으키기 쉬운 우기가 오기 전에 구조 및 긴급성
을 요하는 복구가 진행되도록 계획하고 이를 이행했다. 각 클러스터는 지
원 활동에서 드러나는 문제점과 장애요인, 부족한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히 피해를 입은 지역 커뮤니티들이 적극적으로 피드백 할 수 있도록 다
양한 채널을 만들었다.
재난 대응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인도적 지원 활
동을 이행하는 공여국, 개별 기관과 단체들은 독자적인 개별 프로젝트를
통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에 몰두하는 경향을 보
였다(왕석동 2013). 인도적 지원 활동에 참여한 비정부기구 프릿츠 인스티
튜트(Fritz Institute)에 따르면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지진 당시 피해국이
었던 스리랑카에서는 구호물품의 약 60% 정도가 불필요하거나, 용도나
질, 문화적 차이 때문에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과다하게 전달되었다고 밝
혔다. 피해를 입은 인도 지역에서 역시 전체구호물품의 약 40%가 부적절
한 물품이었다고 보고했다. 피해 지역에 대한 정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약속한 복구 사업이 지연되거나 심지어 취
소되는 사례도 발생하곤 했다.126) 요컨대 피해 규모와 상황에 대한 구체적
인 정보나 피해 지역의 정치사회적, 경제적, 기후적, 지리적 상황 에 대한

126) Dercon (2006).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에서는 인도적 지원 행위자 25개 단
체가 주택 5만 채를 짓는 계획을 세웠으나 500여 채가 완성되었을 뿐 복구 지
원사업이 이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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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파악 없이 공여자가 지원하고자 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전달하는
공여국 중심의 원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규범 플랫폼으로서 클러스터의 역할
본 연구는 네팔 사례 분석을 통해서 행위자들이 규범을 어떻게 준수하
였는지 클러스터 활동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각 클러스터에서
자발적으로 행위 기준으로서 규범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다는 점이다.
WASH 클러스터에서는 스피어 프로젝트의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지원
규격을 행위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개별 파트너들이 스피어 프로젝트의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가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재난예방네트워크(Disaster

Preparedness

Network)가 각 지역으로 파견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하게 규범을 적
용하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127)
영양섭취 클러스터의 기술작업그룹은 세계식량기구가 제시한 지정대상
식량

공급

프로그램

가이드라인(Target

Supplementary

Feeding

Programme Guidelines)을 모니터링 기준으로 삼는다고 명시하고 관련
내용을 클러스터 내 파트너들과 공유한다.128) 반면 조기복구 클러스터는
네팔 중앙 정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국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행동
강령을 행위 규범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클러스터 내에서도 지역 정부와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는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던

127) WASH 클러스터 행위자들은 5월 21일 회의록에서 모니터링의 기준으로
스피어 가이드라인을 준수를 명시하였다. WASH 클러스터회의록 참고.
https://www.humanitarianresponse.info/system/files/documents/files/n
ational_wash_cluster_minutes_20150521.pdf.
128) 7월 22일 열린 영양섭취 클러스터 회의에서 TSFP를 기준으로 할 것을
합의하고 기술작업그룹에 참여하는 파트너들이 TSFP 기준 내용을 회람하기로
결정하였다. 영양섭취 클러스터 회의록 참고.
https://www.humanitarianresponse.info/system/files/documents/files/n
epal_18th_nutrition_cluster_meeting_minutes_22_07_15_-_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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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아 모든 행위자들이 규범을 내재화 했거나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단계는 아니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보호 클러스터의 작업그룹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진행이나 WASH 클
러스터에서 각 파트너들이 지역을 세분화하여서 담당 영역을 명확하게 한
것은 모두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다양한
노력의 방안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교육 클러스터의 경우 피해 지역 기준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위해서 교사 훈련 프로그램 등
에 대해 네팔 교육부와 제3자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영양
섭취 클러스터나 식량안보 클러스터는 가용 가능한 자원을 지역적인 안배
를 통해 클러스터 회의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서 배분하였다. 행위자들 간
의 배분 논의는 필요 기반원칙을 바탕으로 하였고, 논의 결과를 이행하는
과정 자체에는 큰 이견 없이 진행되었다. 다만 총 지원규모가 필요에 비해
부족한 점이 장애요인이었다.
클러스터들 간의 상이한 기준과 적용 수준을 종합하여 보면 인도적 지
원 분야에서 발전된 분야별 규범과 원칙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클러스터별
로 그 클러스터의 성격에 따라 일부에서는 의적용되고 행위의 기준이 되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클러스터별로 가이드라인을
선정하는 기준과 준수하는 수준이 통일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
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클러스터 리더 기구 및 단체나 큰 규모로 활동
하는 주요 파트너들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재차 강조하는 점을 미루
어볼 때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모든 파트너 행위자들에게 같은 수준으로
규범이 내재화 된 상태는 아니며, 결론에 이르는 과정까지 설득과 학습이
지속된 것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규범이 모든 행위자
들에게 같은 수준으로 내재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도적인 행위자
들이 클러스터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주장하고
다른 파트너들이 효율성 증진, 취약계층의 고려, 지역 역량 강화, 비차별
등의 가치와 원칙에 동의하는 경우에 규범이 행위 기준으로 준수되는 것
을 볼 수 있다.
클러스터의 규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은 네팔 사례를 인도양 쓰나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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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네팔 사례에서는 각 클
러스터를 통해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이 피해 측정 및 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면서 필요 기반 및 비차별,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 책무성, 피해
자 권한 강화 및 지역 역량 강화 등의 규범을 전략 목표에 반영하였다. 그
러나 행위자들이 모이고 아젠다를 논의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제공되
지 않았던 인도양 쓰나미 당시에는 ‘누가’ ‘무엇을’ 하겠다는 정보는 유엔
OCHA에 통보하고 이를 취합하여 전체 계획을 세우는 것은 가능했지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아예 논의되지 못하였다.
당시에도 유엔 OCHA가 인도적 지원 규범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유하였지만 어떤 행위자가 어떤 방식으로 인도적 지원을 이행하였는지,
규범이 준수되었는지 여부조차 모니터링 되거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 지원 결과와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서 역추정
하여 가치지향적 규범이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범들이 실제로 이행
되지 못했음은 사후에 결론이 날 뿐이었다.
반면 제4장과 제5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네팔 지진 대응에 참여하는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은 클러스터를 통해 ‘누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
고 그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행위자들 간에
지원 활동의 분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뿐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지, 누가
또는 무엇이 우선 순위에 놓여야 하는지부터 의논하였다. 일반 클러스터
활동만으로 특정 규범을 실현하기 어려운 경우, 그 이슈만 다루는 특별 작
업반이 자발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이다.
각 클러스터는 운영을 위하여 리더 기관 또는 단체가 있었지만 클러스
터 참여 자체가 자발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평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아젠다의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
른 행위자들을 강제할 수 있는 기제가 없었다는 의미이다. 클러스터에 직
접 참여했던 성하은 굿네이버스 제네바 대표는 클러스터에서의 논의는 학
습과 설득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로 인도적 지원 규범 경험이 풍부한 주요
국제기구 또는 초국적 인도주의NGO들이 선도적으로 다른 행위자들에게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범을 준수할 수 있는 방식을 제

- 238 -

안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클러스터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담당한 대부분의
인도주의NGO들은 사실상 인도적 지원 분야의 규범주창자 그룹과 중첩된
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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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이 논문은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어 온 인도적 지원 규범이 어떤 환
경과 제도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실제 재난 현장에서 높은 수준으로 준수
될 수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글로벌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의 2015년
네팔 지진 대응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행위자들의 협력방식과 규범 준수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주제는 인
도적 지원 행위자들이 인도적 지원 규범을 준수하는 데에 있어 유엔
OCHA의 클러스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논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네팔 사례분석을 통해 유엔 OCHA 클러스터가 현장에서 행위
자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규범 플랫폼으로서 기능하였고,
이것이 규범이 준수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연구는 강제력이 담보되지 않은 국제규범이 어떻게 준수될 수 있는가라
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이 때 인도적 지원 분야의 독특한 특성을 함께 고
려하여야 한다. 인권과 같은 국제규범의 확산에 대한 기존 경험 연구들은
규범이 준수되는 과정을 규범주창자들이 국제사회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하
거나 규범의 정당성을 강화하여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자 또는 가해
자에게 국제사회의 압력과 비난을 가함으로써 국내에서 해당 국제규범이
준수될 수 있는 기제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 분
야에서 규범을 준수하도록 기대되는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은 재난으로 인
한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경감시켜주는 피해구제자라 그들에게 비난과 압
력 등을 가하는 것은 효과적일 수 없다. 또한 사전에 정해진 틀 없이 다수
의 행위자가 동시에 급박하게 각자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특징 때
문에 행위자들이 협력을 통하여 규범을 준수한 2015년 네팔 사례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인도적 지원 규범이 행위 기준으로 작용하여
실제 행위자들의 행태를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행위자들이 규범을 준수하
는 데에 유엔 OCHA의 클러스터가 어떻게 기능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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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사례를 분석한다. 주요 분석대상은 네팔과 관련한 국제기구 및 인도
주의NGO들의 대응계획 및 평가 보고서, 그리고 행위자들 간의 논의 아젠
다, 논의 내용, 결정 사항 등이 담긴 클러스터 회의록이다.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하여 문헌조사와 더불어 네팔 재난 지원
에 참여하였던 유엔 OCHA를 비롯하여 ICVA, 굿네이버스, KCOC 등 국
제기구 및 NGO 현장 담당자의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구체적
인 사례 분석에 앞서 글로벌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의 규범과 제도가 어떤
형식으로 발전해왔는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인도적 지원 국제규범은 인도적 지원의 오랜 역사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다양한 층위로 발전해 왔다. 인도적 지원 규범의 국
제법적 체계는 국제인도주의법, 국제인권법 그리고 난민법에 뿌리를 두지
만 인도적 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법체계나 보편적인 규범은 마련되지 않
았다. 2000년대 이후에는 국제기구나 인도주의NGO 등 비국가 행위자들의
주도로 다양한 형식의 규범 프레임워크가 출현하였다. 이 같이 비국가 행
위자들을 중심으로 제안되고 승인된 인도적 지원 규범은 분야별로 세분화,
전문화되면서 폭넓게 축적되었다. 이러한 규범들이 하나의 포괄적인 틀 속
에서 일괄되게 발전한 것은 아니다. 요컨대 형식적인 측면에서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파편적으로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규범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제 역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꾸준히 발
전해왔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뒷받침하는 제도는 유엔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체계적으로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극소수의
국가 간 조약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유엔 OCHA를 중심으로 한 인도적 지
원 제도가 참여와 규범의 준수를 담보할 수 있는 강제 기제가 없는 형태
라는 점이다. 즉, 인도적 지원 규범과 제도는 강력한 국제 레짐이나 안정
적인 국제제도로 고착된 것이 아니다.
1990년대 이후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인도적 위기가 곳곳에
서 계속되고 복합 위기가 증가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자금 규모와 행위자들의 숫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곧
바로 효율적인 인도적 지원의 이행과 이를 통한 인도적 가치들의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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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한 것은 아니다. 2004년 발생한 인도양 쓰나미에 대응한 인도적 지원
사례는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목표액이
거의 달성되었고 행위자들을 지원하는 유엔 OCHA의 제도적 기제가 마련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인도적 가치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
한 행위 규범과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개별 행위자들의 규범 내재화 수
준이 상이하여 이행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총체적으로 비효율적인 성과
를 낳았던 것이다. 이는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가 자발성을 기반으로 하여
구성되어 매우 낮은 수준의 제도화 형태를 띠고 있으며 실제 재난 현장에
서 인도적 지원행위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행
위 규범과 지침 역시 행위자들을 강제할 수 있는 기제가 아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은 그로부터 십 년 뒤, 2015년 네팔 지진
대응 사례에서 인도양 쓰나미 사례에서의 지원 활동 성과와 전혀 다른 결
과를 보여준다. 네팔 지진 대응 사례에서는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이 비차
별과 필요 기반 원칙,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 피해자 권한 강화 및 지역
역량 강화 등 중요한 인도적 지원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해당 가치를 목
표와 전략에 포함시키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이행 방안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규범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지원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결과는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이 규범에 입각
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하였음을
의미한다.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의 제도적·규범적 특징을 고려하면 네팔 사례에서
나타난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이 협력하고 규범을 준수한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국제규범의 확산과 강화를 설명하는 기존 이론모델은 강
력한 제도가 규범의 준수를 담보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이
규범이 제도화되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예컨대 규범 자체의
특징 또는 프레임의 변화, 규범주창자의 역량 강화, 국제 네트워크 형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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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에서는 행위자를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백이 생기는 것이다.
다시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사례와 네팔 사례를 간략하게 비교하자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태국 등 인도양 쓰나미 피해국과 네팔은
지리적, 국제정치적 입지와 경제수준 등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인도양 쓰나미 사례에서
네팔 지진이 발생한 시점까지 10년의 시간 동안 인도적 지원의 규범 자체
의 특성이나 규범주창자의 역량, 인도적 지원에 참여한 행위자의 구성 등
에 있어도 별 다른 변화가 없었다. 이것은 기존 규범 연구들이 규범의 강
화와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히는 요소들에 큰 변화가 없었음
을 뜻한다. 따라서 규범의 사회화가 일어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
가적인 요인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규범의 영향력을 제도화 이전 단계에서부터 측정하기 위해서
제도화의 수준과 강제기제의 힘으로 규범의 영향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
라 규범이 행동을 바꾸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영향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이 지점에서 행위자들의 협력과 높은 수준의 규범 준
수가 가능하게 한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하여 주요 규범주창자들이 여타의
행위자들과 접촉면이 늘어날 수 있게 된 새로운 기제, 즉 클러스터가 작동
한 점에 주목한다. 행위자들이 클러스터를 통하여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였
고 그 과정에서 인도적 지원 규범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지침을 담
은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준수되었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기술한다.
네팔 지진 상황을 요약하자면 2015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지진
은 11개 구(district)에 걸쳐 10만 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야기
하였다.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주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
지역이라 접근이 어려웠다. 피해지역은 인종 및 종교적 갈등과 중첩된 정
치적 갈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국가의 돌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었다.
지진 발생 직후부터 약 5개월에 걸쳐 450 여개 이상의 초국적 인도적
지원 행위자가 활동하였는데 유엔 OCHA는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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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행위자들이 클러스터 별로 모이도록 유도하였다. 행위자들은 클러
스터를 통해 피해 정보를 공유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고 업무를 분담하였
다. 각 클러스터와 클러스터에서 다루지 못하는 범분야 이슈를 담당하는
작업그룹들은 지원 프로그램 이행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규범과 가이드라
인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 의논하고 이행 과정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하였다. 각 클러스터에서 결정한 내용은 클러스터 간 회의를 통하여 유엔
OCHA 및 이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에게 공유되었다.
그 결과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은 피해를 집계하는 단계부터 지원이 배
분되는 단계에까지 지역정부와 피해 주민의 목소리를 상당 부분 반영하였
다. 재원의 배분은 필요 기반 원칙을 우선하여 이루어져서 중복 지원과 불
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았다. 파괴된 건물을 철거하고 주민들을 다른 지역
으로 이동시키고 임시 캠프에 정착시키는 전 과정에서 안전기준이 적용되
었고 재난재해 상황에서 약자가 되기 쉬운 여성과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
호가 이루어졌다. 건물이 완전히 파손되지 않은 피해지역에서 주거 안전
진단을 통해 주민을 이동시킴으로 우기에 의한 2차 피해를 예방하였다.
인도적 지원 활동이 4개월 정도 진행되고 부터는 지역 당국과 현지 주
민들의 도움을 받아 각 커뮤니티 별로 지원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주민들의 피드백은 인도적 지원 종료 이후 개발로 연계되는 중장기 계획
을 세우는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었다. 이 전 과정에서 클러스터의 기능
은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의 활동 방식에 변화를 낳았다. 행위자들은 해당
클러스터에 참여하여 자기가 가진 피해 지역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전체
행위자들이 종합적으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상호보완 하였다. 피해
국 중앙정부 및 지역정부, 피해 지역 커뮤니티와의 소통도 클러스터에서
총괄하여 진행함으로써 개별 행위자들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피해국
정부와 피해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종합적
인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를 기반으로
행위자들 간의 지원 사업이 중첩되지 않도록 업무를 분장하였다. 이에 따
라 피해가 심각한 지역보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미디어 노출이 많은
지역에 행위자들이 집중되거나 같은 사업이 중복되는 비효율을 방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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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도적 지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주요 인도적 지원 행위자
들이 클러스터 리더를 맡아서 다른 행위자들을 선도하였다. 클러스터를 선
도하는 행위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규범주창자와 중첩된다. 클러스터를 통
하여 여타의 행위자들은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선례를 학습하는 동시
에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의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업무 분장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이행 방식도 논의하
였다. 그 과정에서 인도적 지원 규범에 입각한 모니터링 및 평가 기준을
정하면서 규범 내재화 수준이 상이한 여러 인도적 행위자들이 유사한 수
준으로 규범을 준수할 수 있게 되었다. 규범과 제도의 강제력에 거의 변화
가 없는 상태에서 유사한 행위자 집단이 참여한 인도양 쓰나미 인도적 지
원 활동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지 못했던 경험을 비교해보면 클러스터의
역할은 보다 명확해진다.
본 연구의 입장을 정리하면, 클러스터가 규범주창자들로 하여금 여타의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던 것이 네팔 지진 사
례와 인도양 쓰나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행위자들이 안건을 논의하고,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전문성 있는
소수의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의 선례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클
러스터가 제공하면서 규범이 적용될 수 있는 규범 플랫폼의 역할을 하였
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종합하자면 네팔 사례에서 인도적 지원 규범이 이
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준수된 것은 네팔 사례에서 클러스터가 규범 플
랫폼으로서 촉매제 기능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네팔 인도
적 지원 사례를 당시 진행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규범 논의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을 병행하였다는 점이다. 유엔 OCHA와 국제적십자
사는 글로벌 컨퍼런스인 ‘초국적 재난 대응 법, 규칙, 그리고 원칙
(International Disaster Response Laws, Rules and Principles, IDRL)
을 위한 프로포절’에서 네팔의 사례를 반영하여 발표하기로 하였다. 더불
어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세계자연기금(WWF)포럼에 네팔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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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인도적 활동에 관한 포로포절을 준비하고 있었다.129) 이는 클러스터
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기존에 축적된 규범을 현장에서 준수하였을 뿐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그 경험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도
적 지원 규범준수에 대한 관례로 입증하고자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것은 규범의 준수가 규범 확산의 결과일 뿐아니라 또한 그 자체로
규범이 발전되고 관례로서 축적되어 가는 사회화 과정임을 보여준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라 규범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인
으로서 기존 연구들이 밝힌 규범 자체의 성격, 행위자들의 역량, 초국적
수준의 네트워크의 형성, 국내 정치 제도의 변화 등과 더불어 ‘초국적 수
준의 규범 플랫폼의 기능 여부’를 추가할 수 있다. 초국적 수준에서 클러
스터를 통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의사결정은 국가 수준의 정책결정과
정에서 전문가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의사결정이 소수에서 다수에게 이양
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낸다.
또한 본 연구는 네팔 지진 대응 사례에서 인도적 규범이 예전의 인도적
지원 활동에서 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폭 넓게 준수된 것을 확인함으로
써 국제규범이 국내 수준에서 제도화되거나 또는 초국적 수준에서 국제법
의 체계로 확립되거나 가시적으로 강제력을 가진 제도로 고착되기 이전
단계에서도 예외적으로 초국적 수준에서 행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력
을 발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규범생애주기 이론에서 제시하는 국제규범 발전 과정에서
규범이 확산되고 축적되는 확산단계와 규범의 초국적 수준에서 다수의 행
위자들에 의해서 폭넓게 준수되는 사회화 단계를 구별하여 세분하였다. 이
는 국제규범이 초국적 수준에서 단순히 확산되는 것이 곧 바로 행위자들
에게 규범이 내재화되거나 국가 수준에서 제도화되는 것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국제규범이 다수의 행위자들에 의해서 준수되
129) International Disaster Response Laws, Rules and Principles (IDRL)
컨퍼런스에서 IFRC는 ‘mission to present on reflections on their 10-day
mission

to

Nepal’이라는

주제로,

WWF

는

‘Nepal

to

present

on

environment and humanitarian action’이라는 주제로 네팔 사례를 발표하
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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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초국가 수준의 규범의 사회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규범이 준수되는
관례가 축적될 수 있는 촉매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이론적으로 규범의 사
회화를 설명하는 규범생애주기 이론을 비판적으로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단일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
탕하고 있기 때문에 규범 플랫폼의 형성이 국제규범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네팔의 경우 클러
스터가 성공적으로 기능한 데에 네팔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원에 매우 개방
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네팔정부는 재난대응 프레
임워크를 구성하여 초국적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과 네팔 중앙정부 간의
협력구조를 사전에 시스템화하였다. 다른 한편 초국적 인도적 지원 행위자
들이 2000년 이후 몇 번의 인도적 지원 활동의 경험을 통해서 규범의 준
수와 협력에 중요성을 통감하였을 수 있다. 이전의 실패 경험도 학습효과
로서 네팔 사례 성공에 기여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례에서 규범 플랫폼이 기능하고 또 다른 사례에서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지, 또는 규범 플랫폼에서 규범주창자가 항상 여타
의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지 단일사례
만 가지고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클러스터 성
공의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비교사례연구를 통하여
그 조건을 분석하는 경험적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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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 lobal Humanitarian Assistance G overnance
and Norm S ocialization
-

the case of Nepal Earthquake in 2015-

Jiyoung Hong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analyzes on a norm socialization process in which
transnational actors comply with the international norms, focusing on the
norm platform as a participatory space where actors voluntarily participate
in, learn good practices and persuade each other through interaction. This
study begins with the question of how international norms can be observed,
which have neither guaranteed for international coercion nor been reached at
the institutional level at domestic level.
Humanitarian

assistance

for

the

2015

Nepal

earthquake

is

highlighted as an exceptional case because many heterogeneous humanitarian
actors voluntarily comply with various layers of humanitarian norms at the
disaster sit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humanitarian assistance activities
such as urgent, one-sided and beneficial for others, a compulsory persuasion
mechanism such as "blaming" and "pressure“ does not work well in the
field of humanitarian assistance, which have been generally used as the most
powerful means in norm socialization. Existing theories that explain the
cascade and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norms focus on institutionalization.
Assuming that strong institutions ensures compliance with rules, various
factors that influence institutionalization are discussed. However, in the
humanitarian arena, no institution has been embedded to enforce actors. In
this context, it is necessary to provide additional factors to explain the
behavior of many actors that comply with humanitarian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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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llustrate the voluntary compliance of international norms in the
pre–institutionalization phase, this paper consists of the following three steps.
First, how the norms and systems of global humanitarian governance exist
and have been institutionalized at a certain level. Second, it is analyzed
whether the humanitarian norms were actually observed and, as a result, the
behaviors of actors were changed in Nepal case. Third, it is examined what
new factors have been in place for actors to comply with humanitarian
norms, unlike the previous case. At this point, this dissertation focuses on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OCHA clusters, a new mechanism increasing
the interaction between key normative advocates and other actors and
enabling actors to cooperate and comply with norms at a high level.
Global

humanitarian

assistance

governance

has

implemented

humanitarian assistance activities for approximately five months as OCHA
estimated it for the initial response period, in response to the Nepalese
earthquake. The number of humanitarian actors involved at that time was
estimated at 450. Humanitarian actors exchanged various information through
each cluster meeting under the coordination of the United Nations OCHA.
Clusters, which are divided into major humanitarian assistance areas, serve
as opportunities and places for prioritization its goals and division of labour,
based on shared information. Each sub-regional clusters, centered on the
disaster site, ensured efficiency by immediate adjusting the plan to address
the obstacles to the implementation of humanitarian assistance programs,
reflecting the situation at the site in charge. Generally major advocates with
expertise in the field of humanitarian assistance have led the cluster. As a
result, the main humanitarian principles, such as need-based approach,
inclusiveness, accountability and strengthening the rights of victims have
been adhered to.
The key argument here is that the norm platform playes a key role
in the international norm socialization in humanitarian field. The norm
platform makes all the actors to converge in one place, regardless of the
level and the purpose of them. It has provided actors the opportuniti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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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 so that learning to take place among actors. Moreover, the
normative advocates have reduced the inefficiency resulting from the
individual advocacy activities for all actors. Finally, based on expertise and
experience, standards have been established and presented among the actors
to clarify standards of norms through the norm platform. In particular, many
humanitarian actors with different levels of norm internalization have come
to comply with standards at similar levels, with monitoring and evaluation
criteria based on humanitarian norms clearly established within the cluster.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explaining the socialization of
humanitarian norm through Nepal earthquake cas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research adds the norm platform at a global level to
various factors suggested by existing studies as factors affecting the
diffusion of international norms. Second, this study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change actors' behaviors even before the international norms become
visually constrained at the transnational or national level with enforcing
mechanism.

In

this way, it is possible to explain theoretically the

phenomenon that various actors with different levels of norm internalization
comply with norms through social interaction. Finally, the dissertation
enriches the norm life cycle theory, by subdividing norm cascading stage
into two: 'the spreading stage where the norms are shared among the actors'
and the 'socialization stage where norms are broadly observed by many
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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