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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지도 

 

서론 

1. 에티오피아의 다수 지역이 정치적, 민족적 갈등, 토지 및 자원 접근에 대한 충돌, 그리고 공동체 간 

분쟁으로 인해 분쟁 및 폭력사태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1
 또한, 가뭄, 홍수, 메뚜기 떼 창궐 등 여러 

자연재해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
  

 
1  ACAPS, Ethiopia: Understanding Humanitarian Concerns Across the Country, 24 January 2022, 

www.acaps.org/sites/acaps/files/products/files/20220124_acaps_thematic_report_ethiopia_understanding_humanitarian_conce

rns_across_the_country.pdf (1 면과 3 면의 지도를 참조); 휴먼라이츠워치(HRW), World Report 2022: Ethiopia – Events of 2021, 

2022 년 1 월 13 일, www.ecoi.net/en/document/2066492.html; ACCORD, Ethiopia, Third Quarter 2021: Update on Incidents 

According to the Armed Conflict Location & Event Data Project(ACLED), 2021 년 12 월 16 일, 

www.ecoi.net/en/file/local/2065659/2021q3Ethiopia_en.pdf; 국내실향감시센터(IDMC), Ethiopia, undated, www.internal-

displacement.org/countries/ethiopia; 뉴휴머니타리안(The New Humanitarian), Ethiopia’s Other Conflicts, 2020 년 11 월 23 일, 

www.thenewhumanitarian.org/news-feature/2020/11/23/ethiopia-tigray-fuel-conflict-hotspots-ethnic-politics. 
2  ACAPS, Ethiopia: Understanding Humanitarian Concerns Across the Country, 2022 년 1 월 24 일, 

www.acaps.org/sites/acaps/files/products/files/20220124_acaps_thematic_report_ethiopia_understanding_humanitarian_conce

 

에티오피아: 행정구역 경계 
2022.2. 부  

http://www.acaps.org/sites/acaps/files/products/files/20220124_acaps_thematic_report_ethiopia_understanding_humanitarian_concerns_across_the_country.pdf
http://www.acaps.org/sites/acaps/files/products/files/20220124_acaps_thematic_report_ethiopia_understanding_humanitarian_concerns_across_the_country.pdf
http://www.ecoi.net/en/document/2066492.html
http://www.ecoi.net/en/file/local/2065659/2021q3Ethiopia_en.pdf
http://www.internal-displacement.org/countries/ethiopia
http://www.internal-displacement.org/countries/ethiopia
http://www.thenewhumanitarian.org/news-feature/2020/11/23/ethiopia-tigray-fuel-conflict-hotspots-ethnic-politics
http://www.acaps.org/sites/acaps/files/products/files/20220124_acaps_thematic_report_ethiopia_understanding_humanitarian_concerns_across_the_countr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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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1.1 부터 2022.2.1 까지 Armed Conflict Location & Event Data Project(무력 분쟁 지역 및 사건 

데이터 프로젝트, ACLED)는 1,099 개의 전투, 352 건의 민간인 대상 폭력행위, 8,894 명의 사망자가 

에티오피아에서 발생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피해는 티그레이(Tigray), 암하라(Amhara) 및 

아파르(Afar) 주에서 발생하였지만, 타 지역의 안보상황도 매우 불안정하여, 동기간 내 237 건의 전투, 

214 건의 민간인 대상 폭력행위, 3,114 명의 사망자가 기록되었습니다. 북부 지역에서 기록된 사건은 

2022 년 첫 1 개월 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보이지만, ACLED 는 동기간 내 다른 지역에서는 사건 

발생수가 66% 증가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3
   

안보 및 인권 상황  

티그레이 및 인근 아파르 및 암하라 주 

3. 2020.11.4.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 정부는 티그레이 인민해방전선(Tigrayan People’s Liberation 

Front, TPLF) 및 그 무장세력에 대한 군사작전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을 이유로 한  

연방정부의 전국선거 연기 명령에도 불구하고 2020.9.9. 티그레이 주에서 선거가 열렸으며, 이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과정에서 군사작전이 발표되었습니다. 2020 년 10 월 초, 연방정부는 티그레이 주와의 

관계를 단절하였고, 상원의회는 티그레이 주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4
  

4. 2021 년 7 월 부로 분쟁은 티그레이 주를 넘어 인근 아파르 및 암하라 주까지 퍼졌습니다.
5
  2021 년 

8 월부터 11 월 간에 분쟁은 남부 암하라 주 및 동부 아파르 주로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6
  

5.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및 

에티오피아 국가인권위원회(Ethiopian Human Rights Commission, EHRC)는 2020.11.3 부터 

 

rns_across_the_country.pdf; ACAPS, Ethiopia: Complex Crisis - Overview, 2021 년 12 월 28 일, 

www.acaps.org/country/ethiopia/crisis/complex-crisis.    
3 무력분쟁 위치 및 사건 자료 프로젝트(ACLED)의 웹사이트에서 해당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LED, Data Export Tool, 2022 년 

2 월 10 일 확인, https://acleddata.com/data-export-tool/.  
4  예를 들어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Why Is Ethiopia at War With Itself?, 2021 년 11 월 26 일, 

www.nytimes.com/article/ethiopia-tigray-conflict-explained.html; BBC, Ethiopia’s Tigray War: The short, Medium and Long 

Story, 2021 년 6 월 29 일, www.bbc.com/news/world-africa-54964378; 도이치 벨레(Deutsche Welle), Ethiopia: A Timeline of the 

Tigray Crisis, 2020 년 11 월 17 일, www.dw.com/en/ethiopia-a-timeline-of-the-tigray-crisis/a-55632181 참조. 
5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 Ethiopia’s Conflict Intensifies: ‘This Is Not a War in Tigray Any More’, 2021 년 11 월 5 일, 

www.ft.com/content/93c614e6-3714-44dc-840b-9da0a6dff459.  
6 “[2021 년] 6 월, 티그레이 전사들은 인근 주인 아파르와 암하라 주를 침공했고, 그들은 남쪽으로 진격하여 [2021 년] 11 월 말에는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불과 190km(118 마일) 떨어진 마을 근처에서 전투를 벌였다.” 로이터, As Government Offensive 

Pushes Forward, Scars of War Dot Ethiopia's Amhara Region, 2021 년 12 월 11 일, www.reuters.com/world/africa/government-

offensive-pushes-forward-scars-war-dot-ethiopias-amhara-region-2021-12-10/.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Ethiopia: 

Northern Ethiopia Access Snapshot, 2021 년 12 월 13 일,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ocha_ethiopia_211210_access_snapshot_northern_november_2021.pdf

도 참조. 

http://www.acaps.org/sites/acaps/files/products/files/20220124_acaps_thematic_report_ethiopia_understanding_humanitarian_concerns_across_the_country.pdf
http://www.acaps.org/country/ethiopia/crisis/complex-crisis
https://acleddata.com/data-export-tool/
http://www.nytimes.com/article/ethiopia-tigray-conflict-explained.html
http://www.bbc.com/news/world-africa-54964378
http://www.dw.com/en/ethiopia-a-timeline-of-the-tigray-crisis/a-55632181
http://www.ft.com/content/93c614e6-3714-44dc-840b-9da0a6dff459
http://www.reuters.com/world/africa/government-offensive-pushes-forward-scars-war-dot-ethiopias-amhara-region-2021-12-10/
http://www.reuters.com/world/africa/government-offensive-pushes-forward-scars-war-dot-ethiopias-amhara-region-2021-12-10/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ocha_ethiopia_211210_access_snapshot_northern_november_2021.pdf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ocha_ethiopia_211210_access_snapshot_northern_november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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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28 까지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
 조사 결과는 2021 년 11 월에 발표되었는데, 불법살인 및 

초사법적 사형, 고문, 성기반 및 성별기반폭력, 난민 대상 공격 및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위반, 그리고 

민간인의 강제이주 등 일련의 인권침해 사실이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제시되었습니다.
8
 합동 조사 

결과보고서는 “티그레이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및 국제난민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고, 이 위반 중 일부는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9
  

6. 2021.11.2., TPLF 및 오로모 해방군(Oromo Liberation Army, OLA)가 아디스 아바바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접한 수개의 마을을 점령했다고 주장하자, 아비 아흐메드(Abiy Ahmed) 총리는 에티오피아 

내 비상사태를 공포하였습니다.
10

 이 비상사태 공포 5/2021 호는 당국이 “테러집단”과 연관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하고, 비상사태 기간 중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11

 OHCHR 은 “테러집단”에 대한 “간접적인 도덕적 지원”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모호한 규정 등 이 공포 상의 규정이 “지극히 광범위”하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12

 

2022.1.26. 에티오피아 내각은 긴급사태를 종료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2022.2.15. 의회는 이 결정에 

동의하였습니다.
13

    

 
7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에티오피아 국가인권위원회(EHRC), Joint Investigation into Alleged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Humanitarian and Refugee Law Committed by all Parties to the Conflict in the Tigray Region of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2021 년 11 월 3 일, www.ecoi.net/en/file/local/2063259/OHCHR-EHRC-Tigray-Report.pdf.  
8 위의 글, 1-5 면, 83-85 면.   
9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Ethiopia: Bachelet Urges End to ‘Reckless’ War as Tigray Conflict Escalates - Impact of the Armed 

Conflict on Human Rights Situation in Tigray and Neighbouring Regions since June, 2021 년 11 월 3 일, 

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7757&LangID=E;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에티오피아 

국가인권위원회, Joint Investigation into Alleged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Humanitarian and Refugee Law 

Committed by all Parties to the Conflict in the Tigray Region of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2021 년 11 월 3 일, 

www.ecoi.net/en/file/local/2063259/OHCHR-EHRC-Tigray-Report.pdf, para. 125.  
10  가디언(The Guardian), Ethiopia Declares State of Emergency as Tigrayan Rebels Gain Ground, 2021 년 11 월 2 일, 

www.theguardian.com/world/2021/nov/02/ethiopia-declares-state-of-emergency-as-tigray-rebels-gain-ground.   
11 이 공포는 발효일(2021.11.4.)로부터 6 개월간 유효합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Ethiopia: Sweeping Emergency 

Powers and Alarming Rise in Online Hate Speech as Tigray Conflict Escalates, 2021 년 11 월 5 일, 

www.amnesty.org/en/latest/news/2021/11/ethiopia-sweeping-emergency-powers-and-alarming-rise-in-online-hate-speech-

as-tigray-conflict-escalates/.   
12  유엔 뉴스, Ethiopia: Mass Arbitrary Arrests Target Tigrayans, Says UN Rights Office, 2021 년 11 월 16 일, 

https://news.un.org/en/story/2021/11/1105892.  
13 프랑스 24(France 24), Ethiopia Lifts Wartime State of Emergency, Three Months Earlier than Expected, 2022 년 2 월 15 일, 

www.france24.com/en/africa/20220215-ethiopia-lifts-wartime-state-of-emergency-three-months-earlier-than-expected; 

로이터(Reuters), Ethiopia’s Cabinet Approves Lifting of State of Emergency, 2022 년 1 월 26 일, 

www.reuters.com/world/africa/ethiopias-cabinet-approves-lifting-state-emergency-2022-01-26/.   

http://www.ecoi.net/en/file/local/2063259/OHCHR-EHRC-Tigray-Report.pdf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7757&LangID=E
http://www.ecoi.net/en/file/local/2063259/OHCHR-EHRC-Tigray-Report.pdf
http://www.theguardian.com/world/2021/nov/02/ethiopia-declares-state-of-emergency-as-tigray-rebels-gain-ground
http://www.amnesty.org/en/latest/news/2021/11/ethiopia-sweeping-emergency-powers-and-alarming-rise-in-online-hate-speech-as-tigray-conflict-escalates/
http://www.amnesty.org/en/latest/news/2021/11/ethiopia-sweeping-emergency-powers-and-alarming-rise-in-online-hate-speech-as-tigray-conflict-escalates/
https://news.un.org/en/story/2021/11/1105892
http://www.france24.com/en/africa/20220215-ethiopia-lifts-wartime-state-of-emergency-three-months-earlier-than-expected
http://www.reuters.com/world/africa/ethiopias-cabinet-approves-lifting-state-emergency-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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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HCHR 에 따르면 2021.11.22 부터 2022.2.28. 간에 15,000 명 이상이 긴급사태와 관련하여 자의적으로 

체포되어 구금되었으며, 대부분은 티그레이 종족 출신의 일반인이었습니다.
14

 2021.11.16., OHCHR 은 

아디스 아바바, 곤다르(Gondar), 바히르다르(Bahir Dar) 등 지역에서 티그레이 출신의 사람에 대한 

자의적인 대량 체포가 발생하였고, 1 주일 동안 최소 1,000 명이 구금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15

 

OHCHR 에 따르면 이들은 TPLF 와 연관되었다는 혐의로 경찰관에 의해 구금된 것으로 보이나, 다수의 

피구금인들은 체포 사유를 통지받지 못했고, 법원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며, 공식적으로 기소되지도 

않았습니다.
16

 피구금인 중에는 유엔 직원도 있었습니다.
17

 OHCHR 은 구금 중 부당한 대우 관련 보고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18

 2021 년 12 월 OHCHR 은 4 명의 여성을 포함한 약 83 명이 

오로미아(Oromia) 주 내 구지(Guji) 지구에서 긴급사태와 관련하여 구금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19

 

2021.12.8. 및 9.에는 긴급사태에 따라 티그레이 및 구마즈(Gumuz) 민족 중 약 1,500 명이 베니샨굴 

구마즈(Benishangul-Gumuz) 주의 아소사(Asosa)시에서 구금되었다고 합니다.
20

  

8.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티그레이, 암하라 및 아파르 주 내 분쟁당사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보고된 여성 및 소녀 대상 성기반 및 성별기반 폭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21

  

9. 2021 년 12 월 티그레이 무장세력은 인근 아파르 및 암하라 주에서 티그레이 주로 철수하였다고 

발표했으며, 연방정부는 티그레이 세력에 대한 진군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2

 또한 2021 년 12 월, 

 
14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Michelle Bachelet's Statement on Tigray at 49th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2022 년 3 월 7 일, www.unognewsroom.org/story/en/1195/2022-03-05-hc-michelle-bachelet-2022-

03-07-hrc49-tigray-final-hc-approved-mp4-1080p.   
15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Press Briefing Notes on Ethiopia, 2021 년 11 월 16 일, 

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LangID=E&NewsID=27816.  
16  유엔 뉴스, Ethiopia: Mass Arbitrary Arrests Target Tigrayans, Says UN Rights Office, 2021 년 11 월 16 일, 

https://news.un.org/en/story/2021/11/1105892. “구금된 사람들 중 대부분은 티그레이 출신이며, 종종 [티그레이 

인민해방전선(TPLF)]에 소속되어 있거나 지지하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구금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구금 이유를 통보받지 못했고, 구금 

이유를 검토하기 위해 법정이나 기타 재판소에 회부된 적도 없고, 공식적으로 기소되지도 않았다는 우려스러운 보고가 있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Press Briefing Notes on Ethiopia, 2021 년 11 월 16 일, 

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LangID=E&NewsID=27816.   
17 로이터, U.N. Says at Least 16 Staff, Dependents Detained in Ethiopia, 021 년 11 월 10 일, www.reuters.com/world/africa/un-

says-least-nine-staff-dependents-detained-ethiopia-2021-11-09/.   
18  유엔 뉴스, Ethiopia: Mass Arbitrary Arrests Target Tigrayans, Says UN Rights Office,  2021 년 11 월 16 일, 

https://news.un.org/en/story/2021/11/1105892.  
19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Special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on the Grave Human Rights Situation in Ethiopia: 

Statement by Nada Al-Nashif, UN Deputy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21 년 12 월 17 일, 

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7975&LangID=E.   
20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Special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on the Grave Human Rights Situation in Ethiopia: 

Statement by Nada Al-Nashif, UN Deputy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17 December 2021 년 12 월 17 일, 

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7975&LangID=E.  
21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Tigray Conflict: UN Experts Call for Urgent Action to Stop Violence Against Women, 2021 년 12 월 3 일, 

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7899&LangID=E.   

http://www.unognewsroom.org/story/en/1195/2022-03-05-hc-michelle-bachelet-2022-03-07-hrc49-tigray-final-hc-approved-mp4-1080p
http://www.unognewsroom.org/story/en/1195/2022-03-05-hc-michelle-bachelet-2022-03-07-hrc49-tigray-final-hc-approved-mp4-1080p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LangID=E&NewsID=27816
https://news.un.org/en/story/2021/11/1105892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LangID=E&NewsID=27816
http://www.reuters.com/world/africa/un-says-least-nine-staff-dependents-detained-ethiopia-2021-11-09/
http://www.reuters.com/world/africa/un-says-least-nine-staff-dependents-detained-ethiopia-2021-11-09/
https://news.un.org/en/story/2021/11/1105892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7975&LangID=E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7975&LangID=E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7899&Lang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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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명으로 구성된 국가대화위원회(National Dialogue Commission)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TPLF 와 OLA 의 참여를 배제하였습니다.
23

 2022.3.24, 연방정부는 티그레이 주 내 구호전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도적 휴전을 선언하였습니다.
24

  

10. 2022 년 1 월, 에티오피아 공군이 수행하였다고 주장되는 티그레이 주 내 수건의 공습이 발생하여, 

티그레이 주의 데데비트(Dedebit) 내 국내실향민 시설에 대한 공습으로 최소 108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59 명의 민간인을 포함한 75 명이 부상당했으며, 마이-아이니(Mai-Aini) 난민캠프에 대한 

공습으로 3 명의 에리트리아 난민이 사망했습니다.
25

 같은 달 아파르 및 티그레이 주 접경지역에서 

TPLF 와 친정부 세력 간의 신규 전투가 보고되었습니다.
26

  

11. 암하라 주의 북부 곤다르, 와그 헴라(Wag Hemra) 및 북부 월로(Wollo) 지역 내에서 진행중인 

무력충돌과 신규 실향민 발생이 2022 년 2 월 보고되었습니다.
27

  

12. 암하라 및 아파르 주 내 충돌과 폭력은 티그레이 분쟁 관련 사건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2021 년 4 월 

암하라 및 케만트(Qemant) 공동체 간 폭력, 그리고 2021 년 5 월 북부 쉐와(Shewa) 및 오로미아 

특별지구 내 공동체간 폭력으로 인해 암하라 주 내 실향민이 발생하였습니다.
28

  

13. 2021 년 4 월 말부터 2021 년 7 월까지 지역 간 경계에 대한 갈등으로 인한 아파르 및 소말리(Somali) 

공동체 간 폭력이 격화되어, 양측에서 지역 군사세력이 개입하여 수백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고 

수천명이 실향되었습니다.
29

  

 
22  알자지라(Al Jazeera), Ethiopia Gov’t Says Army Will Not Go Deeper into Tigray, for Now, 2021 년 12 월 24 일, 

www.aljazeera.com/news/2021/12/24/ethiopia-govt-says-army-will-not-go-deeper-into-tigray-for-now; 알자지라, Tigrayan 

Forces Announce Retreat to Ethiopia’s Tigray Region, 2021 년 12 월 20 일, www.aljazeera.com/news/2021/12/20/tplf-rebels-

announce-retreat-to-ethiopias-tigray-region.  
23 도이치 벨레, Ethiopia to Create National Dialogue Commission, 2021 년 12 월 30 일, www.dw.com/en/ethiopia-to-create-

national-dialogue-commission/a-60290708.   
24  BBC, Ethiopia's Tigray war: TPLF agrees to humanitarian truce, 2022 년 3 월 25 일, www.bbc.com/news/world-africa-

60861900. 이러한 상황 변화의 영향은 이 문서 작성 당시 불명확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 상황변화와 관련된 상황을 포함하여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독할 것이며, 변동된 내용은 향후 이 문서의 갱신본에 반영될 것입니다. 
25 유엔 뉴스, Guterres Calls for End to Conflict in Ethiopia after Deadly Attacks, 2022 년 1 월 10 일, 

https://news.un.org/en/story/2022/01/1109422. 
26  알 아라비아(Al Arabiya), Ethiopia's Tigray Rebels Announce Push into Neighbouring Afar Region, 2022 년 1 월 25 일, 

https://english.alarabiya.net/News/world/2022/01/25/Ethiopia-s-Tigray-rebels-announce-push-into-neighbouring-Afar-region-. 
27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Northern Ethiopia - Humanitarian Update, Situation Report, 2022 년 2 월 17 일, 

www.humanitarianresponse.info/en/operations/ethiopia/document/ethiopia-bi-weekly-humanitarian-bulletin-17-feb-2022-en.  
28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Ethiopia: Humanitarian Access Snapshot, January – June 2021, 2021 년 7 월 30 일,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ocha_210809_access_ethiopia_snapshot_jan-june_2021_final.pdf.   
29 휴먼라이츠워치, World Report 2022: Ethiopia – Events of 2021, 2022 년 1 월 13 일, www.ecoi.net/en/document/2066492.html.  

http://www.aljazeera.com/news/2021/12/24/ethiopia-govt-says-army-will-not-go-deeper-into-tigray-for-now
http://www.aljazeera.com/news/2021/12/20/tplf-rebels-announce-retreat-to-ethiopias-tigray-region
http://www.aljazeera.com/news/2021/12/20/tplf-rebels-announce-retreat-to-ethiopias-tigray-region
http://www.dw.com/en/ethiopia-to-create-national-dialogue-commission/a-60290708
http://www.dw.com/en/ethiopia-to-create-national-dialogue-commission/a-60290708
http://www.bbc.com/news/world-africa-60861900
http://www.bbc.com/news/world-africa-60861900
https://news.un.org/en/story/2022/01/1109422
https://english.alarabiya.net/News/world/2022/01/25/Ethiopia-s-Tigray-rebels-announce-push-into-neighbouring-Afar-region-
http://www.humanitarianresponse.info/en/operations/ethiopia/document/ethiopia-bi-weekly-humanitarian-bulletin-17-feb-2022-en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ocha_210809_access_ethiopia_snapshot_jan-june_2021_final.pdf
http://www.ecoi.net/en/document/20664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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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미아 주  

14. 2021 년 12 월, OHCHR 은 티그레이 주 내 분쟁이 지난 수개월 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며 이에 참여하는 

행위자들도 증가하여, 민간인에 대한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30

 2021 년 7 월, 그동안 

티그레이 분쟁에 개입하지 않았던 오로미아, 시다마(Sidama), 소말리, 남부 국가 민족(Southern 

Nations, Nationalities and Peoples, SNNP) 주를 포함한 6 개 주에서의 정규 및 비정규 전투원이 

연방정부 지원을 위해 동원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1

  

15. OLA 는 2021 년 5 월 연방정부에 의해 테러집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32

 2021 년 8 월, OLA 는 TPLF 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33

 정부 공무원 및 군에 대한 OLA 공격의 격화, 특히 남부 오로미아 주 내 구지 및 

서부 구지 지구에서의 공격으로 인해 2021 년 10 월 부로 100,000 명 이상의 실향민이 발생하였습니다.
34

 

2021 년 남부 및 서부 오로미아 주에서 정부가 반군 대상으로 시행한 반란진압작전으로 인해, 모든 

분쟁당사자가 지역 공동체 대상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35

  

16. 국제위기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Group)는 2022 년 1 월 초부터 중순까지 OLA 대상으로 한 

확대된 공격이 서부 및 동부 하라르게(Hararghe) 지구, 지마(Jimma) 지구, 켈렘 월레가(Kellem 

Wollega) 지구 및 쉐와(Shewa) 주 내 모든 지구에서 수행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36

 2022 년 1 월 

오로미아 주에서 드론 공격도 보고되었습니다.
37

 2022 년 2 월 발간된 보고서에서 EHRC 는 2021 년 

12 월 오로미아 주에서 군이 자행한 초사법적 살인행위에 대한 형사적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38

 OLA 에 의한 민간인 살인 및 납치에 대한 보고가 있으며, 오로미아 주에서 에티오피아 

 
30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Special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on the Grave Human Rights Situation in Ethiopia: 

Statement by Nada Al-Nashif, UN Deputy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21 년 12 월 17 일, 

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7975&LangID=E.  
31 도이치 벨레, Ethiopia: Fear Tigray Conflict Could Trigger All-Out War, 2021 년 7 월 20 일, www.dw.com/en/ethiopia-fear-tigray-

conflict-could-trigger-all-out-war/a-58566874.  
32  알자지라, Ethiopia to Designate TPLF, OLF-Shene as ‘Terror’ Groups, 2021 년 5 월 1 일, 

www.aljazeera.com/news/2021/5/1/ethiopia-to-designate-tplf-olf-shene-as-terror-groups.   
33  알자지라, Ethiopia Armed Group Says it Has Alliance with Tigray Forces, 2021 년 8 월 11 일, 

www.aljazeera.com/news/2021/8/11/ethiopia-armed-group-says-it-has-alliance-with-tigray-forces.  
34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Ethiopia: Access Snapshot Southern Oromia, Guji and West Guji Zones, 2021 년 10 월 

25 일,  https://reliefweb.int/report/ethiopia/ethiopia-access-snapshot-southern-oromia-guji-and-west-guji-zones-15-october-

2021. 
35 휴먼라이츠워치, World Report 2022: Ethiopia – Events of 2021, www.ecoi.net/en/document/2066492.html.   
36  국제위기감시기구, CrisisWatch: Ethiopia, 2022 년 1 월, www.crisisgroup.org/crisiswatch/february-alerts-and-january-

trends#ethiopia. 에티오피아에 대한 이전 CrisisisWatch 업데이트는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crisisgroup.org/crisiswatch/database.  
37 BBC, Tigray Conflict: What Do We Know about Drone Strikes in Ethiopia?, 2022 년 1 월 31 일, www.bbc.com/news/60045176.   
38 아디스 스탠다드(Addis Standard), “Reasonable Ground to Believe” Karrayyu Gadaa Leaders’ Killing Constitutes “Extrajudicial 

Killing” by Security Forces: EHRC, 2022 년 2 월 2 일, https://addisstandard.com/news-killing-detention-of-karrayyu-gadaa-

leaders-extrajudicial-killing-ehrc/.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7975&LangID=E
http://www.dw.com/en/ethiopia-fear-tigray-conflict-could-trigger-all-out-war/a-58566874
http://www.dw.com/en/ethiopia-fear-tigray-conflict-could-trigger-all-out-war/a-58566874
http://www.aljazeera.com/news/2021/5/1/ethiopia-to-designate-tplf-olf-shene-as-terror-groups
http://www.aljazeera.com/news/2021/8/11/ethiopia-armed-group-says-it-has-alliance-with-tigray-forces
https://reliefweb.int/report/ethiopia/ethiopia-access-snapshot-southern-oromia-guji-and-west-guji-zones-15-october-2021
https://reliefweb.int/report/ethiopia/ethiopia-access-snapshot-southern-oromia-guji-and-west-guji-zones-15-october-2021
http://www.ecoi.net/en/document/2066492.html
http://www.crisisgroup.org/crisiswatch/february-alerts-and-january-trends#ethiopia
http://www.crisisgroup.org/crisiswatch/february-alerts-and-january-trends#ethiopia
http://www.crisisgroup.org/crisiswatch/database
http://www.bbc.com/news/60045176
https://addisstandard.com/news-killing-detention-of-karrayyu-gadaa-leaders-extrajudicial-killing-ehrc/
https://addisstandard.com/news-killing-detention-of-karrayyu-gadaa-leaders-extrajudicial-killing-eh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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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방위군(Ethiopian National Defence Force, ENDF)에 의한 강제징집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보고가 존재합니다.
39

  

17. 오로모 및 암하라 공동체 간 폭력은 2021 년 증대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40

 EHRC 는 2021 년 8 월 

서부 오로미아 주에서 종족분쟁으로 210 명 이상이 사망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41

 EHRC 는 2021 년 

10 월 동부 월레가 지구에서 폭력 확대로 인해 실향민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42

  

베니샨굴 구마즈 주 

18. 2021.9. ENDF 와 TPLF 간의 분쟁은 베니샨굴 구마즈 주로 확대되어, TPLF 연계 군사세력이 

메테켈(Metekel) 지구에 진입하였습니다.
43

  

19. 분리주의 세력인 베니샨굴 인민해방전선(Benshangul People’s Liberation Front)은 카마시(Kamashi) 

지구를 지배하고 있었으나, ENDF 가 2021 년 9 월 말 카마시 지구에 진입하자 지역 통제권을 

상실하였습니다.
44

  

20. 베니샨굴 구마즈 주 내, 특히 메테켈 지구에서의 공동체간 긴장이 2021 년 증대되었습니다.
45

 2021 년 

말에는 폭력분쟁이 카마시 및 아소사 지구 뿐만 아니라 마우 코모 특별구역(Mau Komo Special 

Woreda)까지 확대되었습니다.
46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OCHA)은 메테켈 지구에서 수십만명이 

실향되었고, 다수는 안전과 지원을 찾아 인근 암하라 및 오로미아 주로 피신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47

 

 
39 아디스 스탠다드, Members of Karrayyu Gadaa Leadership Killed, Several Others Missing Amid Conflicting Narratives in East 

Showa Zone, 2021 년 12 월 3 일, https://addisstandard.com/news-members-of-karrayu-gadaa-leadership-killed-several-

others-missing-amid-conflicting-narratives-in-east-showa-zone-oromia/.  
40 휴먼라이츠워치, World Report 2022: Ethiopia – Events of 2021, 2022 년 1 월 13 일, www.ecoi.net/en/document/2066492.html.   
41  알자지라, More than 210 Killed in Violence in Western Ethiopia: Commission, 2021 년 8 월 26 일, 

www.aljazeera.com/news/2021/8/26/ethiopia-rights-commission-says-150-killed-in-attack-in-oromiya.   
42  아디스 스탠다드, EHRC Warns Against Communal Violence in East Wollega, Horoguduru Zones, Calls for Permanent 

Deployment of Security Forces, Immediate Assistance to IDPs, 2021 년 10 월 19 일, https://addisstandard.com/news-ehrc-

warns-against-communal-violence-in-east-wollega-horoguduru-zones-calls-for-permanent-deployment-of-security-forces-

immediate-assistance-to-idps/.  
43  무력분쟁 위치 및 사건 자료 프로젝트, Ethiopia Peace Observatory: September at a Glance, 2021 년 10 월 13 일, 

https://epo.acleddata.com/2021/10/13/epo-monthly-september-2021/; see also, 아디스 스탠다드, Benishangul Gumuz Regional 

State Vows to Take ‘Final Measures’ Against ‘TPLF Agents’, 2021 년 9 월 9 일, https://addisstandard.com/news-benishangul-

gumuz-regional-state-vows-to-take-final-measures-against-tplf-agents/.  
44  무력분쟁 위치 및 사건 자료 프로젝트, Ethiopia Peace Observatory: September at a Glance, 2021 년 10 월 13 일, 

https://epo.acleddata.com/2021/10/13/epo-monthly-september-2021/. 
45 휴먼라이츠워치, World Report 2022: Ethiopia – Events of 2021, www.ecoi.net/en/document/2066492.html.  
46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Ethiopia Humanitarian Bulletin, 2022 1 월 31 일,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220131_humanitarian_bulletin_final.pdf.   
47 위의 글.  

https://addisstandard.com/news-members-of-karrayu-gadaa-leadership-killed-several-others-missing-amid-conflicting-narratives-in-east-showa-zone-oromia/
https://addisstandard.com/news-members-of-karrayu-gadaa-leadership-killed-several-others-missing-amid-conflicting-narratives-in-east-showa-zone-oromia/
http://www.ecoi.net/en/document/2066492.html
http://www.aljazeera.com/news/2021/8/26/ethiopia-rights-commission-says-150-killed-in-attack-in-oromiya
https://addisstandard.com/news-ehrc-warns-against-communal-violence-in-east-wollega-horoguduru-zones-calls-for-permanent-deployment-of-security-forces-immediate-assistance-to-idps/
https://addisstandard.com/news-ehrc-warns-against-communal-violence-in-east-wollega-horoguduru-zones-calls-for-permanent-deployment-of-security-forces-immediate-assistance-to-idps/
https://addisstandard.com/news-ehrc-warns-against-communal-violence-in-east-wollega-horoguduru-zones-calls-for-permanent-deployment-of-security-forces-immediate-assistance-to-idps/
https://epo.acleddata.com/2021/10/13/epo-monthly-september-2021/
https://addisstandard.com/news-benishangul-gumuz-regional-state-vows-to-take-final-measures-against-tplf-agents/
https://addisstandard.com/news-benishangul-gumuz-regional-state-vows-to-take-final-measures-against-tplf-agents/
https://epo.acleddata.com/2021/10/13/epo-monthly-september-2021/
http://www.ecoi.net/en/document/2066492.html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220131_humanitarian_bulletin_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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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말 지역 내 상당부분은 접근이 불가능하여, 증대하는 국내실향민의 인도적 필요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었습니다.
48

  

21. 2022.1.18, 통고(Tongo) 내에서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무력집단과 연방군 간의 전투로 인해 10,300 명의 

난민을 수용한 난민캠프에 대한 약탈 및 방화가 발생하였습니다.
49

  

남부국가민족 주  

22. 2020 년 말부터 2021 년 초까지 남부국가민족 주(Southern Nations, Nationalities and Peoples 

Region, SNNPR) 내 공동체 간 무력분쟁으로 인해 120,000 명이 실향되었다고 추정되며, 이에는 

콘소(Konso) 지구의 70,000 명과 벤치 쉐코(Bench Sheko) 지구의 50,000 명을 포함합니다.
50

 2021 년 

11 월 콘소 지구의 세겐 주리아(Segen Zuria) 구역 내 분쟁으로 인해 27,000 명 이상의 실향민이 

발생하였습니다.
51

 2021 년 4 월 무장세력이 최소 12 명을 아마로 특별구역(Amaro Special 

Woreda)에서 살해하였으며, 이로 인해 11,000 명에 달하는 실향민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 년 초 

민간인 대상 폭력은 계속되었습니다.
52

  

인도적 상황  

23. 2021 년 12 월 기근조기경보시스템 네트워크(Famine Early Warning Systems Network, FEWS 

NET)는 2022 년 에티오피아 내 기록적인 인도적 지원 수요를 경고하였습니다.
53

 같은 달 세계식량계획은 

 
48  ACAPS, Ethiopia: Understanding Humanitarian Concerns Across the Country, 2022 년 1 월 24 일, 

www.acaps.org/sites/acaps/files/products/files/20220124_acaps_thematic_report_ethiopia_understanding_humanitarian_conce

rns_across_the_country.pdf.   
49 유엔난민기구, UNHCR, Partners Rush to Aid Thousands of Refugees in Benishangul Gumuz Region of Ethiopia, 2022 년 2 월 

4 일, www.unhcr.org/news/briefing/2022/2/61fcf1f04/unhcr-partners-rush-aid-thousands-refugees-benishangul-gumuz-

region-ethiopia.html; 유엔 뉴스, Ethiopia: UNHCR Rushing Aid to 20,000 Refugees Fleeing Clashes, 2022 년 2 월 4 일, 

https://news.un.org/en/story/2022/02/1111322.    
50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Humanitarian Access Snapshot: January-June 2021, 2021 년 7 월 30 일,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ocha_210809_access_ethiopia_snapshot_jan-june_2021_final.pdf. See 

also, 아디스 스탠다드, Security Forces Killed, Thousands Displaced in Fresh Attacks in Bench Sheko Zone, 2021 년 6 월 8 일, 

https://addisstandard.com/news-security-forces-killed-thousands-displaced-in-fresh-attacks-in-bench-sheko-zone/; 아디스 

스탠다드, Dozens of Civilians Killed in Sustained Konso Zone Violence, More than 94, 000 Displaced, 2020 년 11 월 23 일, 

https://addisstandard.com/news-dozens-of-civilians-killed-in-sustained-konso-zone-violence-more-than-94-000-displaced/.  
51  유니세프, Ethiopia Humanitarian Situation Report No. 10: November 2021, 2021 년 12 월 21 일, 

https://reliefweb.int/report/ethiopia/unicef-ethiopia-humanitarian-situation-report-no-10-november-2021.   
52 아디스 스탠다드, “Hundreds” Killed, Thousands Displaced in Recurring Armed Attacks in Amaro Special Wereda, Southern 

Region; Latest Attack Leaves Three Dead, Four Injured, 2022 년 2 월 10 일, https://addisstandard.com/analysis-hundreds-killed-

thousands-displaced-in-recurring-armed-attacks-in-amaro-special-wereda-southern-region-latest-attack-leaves-three-

dead-four-injured/.  
53 이러한 수요는 역사적인 2015 년 엘니뇨 가뭄의 영향을 받은 2021 년과 2016 년의 이전 기록 수준에 비해 거의 40%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아 조기 경보시스템네트워크, Amid Conflict and Drought, Ethiopia Faces One of the World’s Most Extreme Food 

Security Emergencies, 2021 년 12 월 22 일, https://fews.net/east-africa/ethiopia/alert/december-22-2021.  

http://www.acaps.org/sites/acaps/files/products/files/20220124_acaps_thematic_report_ethiopia_understanding_humanitarian_concerns_across_the_country.pdf
http://www.acaps.org/sites/acaps/files/products/files/20220124_acaps_thematic_report_ethiopia_understanding_humanitarian_concerns_across_the_country.pdf
http://www.unhcr.org/news/briefing/2022/2/61fcf1f04/unhcr-partners-rush-aid-thousands-refugees-benishangul-gumuz-region-ethiopia.html
http://www.unhcr.org/news/briefing/2022/2/61fcf1f04/unhcr-partners-rush-aid-thousands-refugees-benishangul-gumuz-region-ethiopia.html
https://news.un.org/en/story/2022/02/1111322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ocha_210809_access_ethiopia_snapshot_jan-june_2021_final.pdf
https://addisstandard.com/news-security-forces-killed-thousands-displaced-in-fresh-attacks-in-bench-sheko-zone/
https://addisstandard.com/news-dozens-of-civilians-killed-in-sustained-konso-zone-violence-more-than-94-000-displaced/
https://reliefweb.int/report/ethiopia/unicef-ethiopia-humanitarian-situation-report-no-10-november-2021
https://addisstandard.com/analysis-hundreds-killed-thousands-displaced-in-recurring-armed-attacks-in-amaro-special-wereda-southern-region-latest-attack-leaves-three-dead-four-injured/
https://addisstandard.com/analysis-hundreds-killed-thousands-displaced-in-recurring-armed-attacks-in-amaro-special-wereda-southern-region-latest-attack-leaves-three-dead-four-injured/
https://addisstandard.com/analysis-hundreds-killed-thousands-displaced-in-recurring-armed-attacks-in-amaro-special-wereda-southern-region-latest-attack-leaves-three-dead-four-injured/
https://fews.net/east-africa/ethiopia/alert/december-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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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6 개월 간 중대한 모금 부족에 직면하고 있으며, 음식이 부족한 에티오피아 인과 난민들의 주요 식량 

및 영양 결핍 대응을 위한 기구의 능력이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분쟁, 가뭄, 홍수, 사막 

메뚜기떼 공습, 시장 불안정, 환율 절하, 고가의 음식 가격 및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 내 

1,360 만명이 식량 부족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54

 에티오피아 내 2,230 만명이 2022 년 

인도적 지원 대상이 될 것입니다.
55

  

24. 인도적 지원 직원 등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 내 불안정한 정세, 현장에서의 인도적 지원 파트너 기관의 

부족으로 인해 북부 에티오피아 지역에 대한 인도적 접근과 인도적 지원의 전달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56

 연료의 부족은 물 트럭과 물품 이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57

 북부 에티오피아에서 

보건시설과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관개시설을 포함한 농업 기반시설의 약탈 및 파괴 급증으로 인해 

인도적 필요가 급증하였습니다.
58

 오로미아, 베니샨굴 고마즈, SNNPR 및 감벨라(Gambella) 주에서부터 

피신한 암하라 주 내 다수 국내실향민들의 격상된 인도적 필요가 확인되었으며, 그 숫자는 2021 년 10 월 

이후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59

  

 
54  기아 조기 경보시스템네트워크, Ethiopia Food Security Outlook: October 2021 to May 2022, 2021 년 12 월 15 일, 

https://fews.net/sites/default/files/documents/reports/FEWS%20NET%20Ethiopia%20Food%20Security%20Outlook_Oct%2021%

20to%20May%2022_Final.pdf; 세계식량계획, Millions Could Fall Deeper into Hunger as WFP Faces Unprecedented Funding Gap 

in Ethiopia, 2021 년 12 월 6 일, www.wfp.org/news/millions-could-fall-deeper-huger-wfp-faces-unprecedented-funding-gap-

ethiopia.  
55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Global Humanitarian Overview 2022, 2021 년 12 월, https://gho.unocha.org/;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Ethiopia Humanitarian Bulletin, 2021 년 12 월 20 일, 

www.ecoi.net/en/file/local/2065780/211220_humanitarian_bulletin_final.pdf.   
56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Michelle Bachelet's Statement on Tigray at 49th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2022 년 3 월 7 일, www.unognewsroom.org/story/en/1195/2022-03-05-hc-michelle-bachelet-2022-

03-07-hrc49-tigray-final-hc-approved-mp4-1080p;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Northern Ethiopia Humanitarian Update Situation 

Report, 2022 년 2 월 17 일, www.ecoi.net/en/document/2068273.html; 기아 조기 경보시스템네트워크, Amid Conflict and Drought, 

Ethiopia Faces One of the World’s Most Extreme Food Security Emergencies, 2021 년 12 월 22 일, https://fews.net/east-

africa/ethiopia/alert/december-22-2021;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Ethiopia: Northern Ethiopia Humanitarian Update Situation 

Report, 2021 년 12 월 2 일, www.ecoi.net/en/document/2064785.html, p. 1; 기아 조기 경보시스템네트워크, Key Message Update: 

Expanding Drought and Conflict are Expected to Drive Severe Food Insecurity in 2022, 2021 년 11 월, https://fews.net/east-

africa/ethiopia/key-message-update/november-2021.   
57 데벡스(Devex), Fuel Shortage Leaves Ethiopia's Tigray ‘Running on Fumes’, 2021 년 2 월 17 일, www.devex.com/news/fuel-

shortage-leaves-ethiopia-s-tigray-running-on-fumes-102702;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Ethiopia: Northern Ethiopia 

Humanitarian Update Situation Report, 2022 년 2 월 10 일, www.ecoi.net/en/document/2067938.html; 유엔인구기금(UNFPA), 

UNFPA Ethiopia Response to the Northern Ethiopia Crisis: Situation Report (15-31 October 2021), 2021 년 11 월,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unfpa_situation_report_15_to_31_october_northern_ethiopia_response_

0.pdf.  
58  유엔 뉴스, Guterres Calls for End to Conflict in Ethiopia After Deadly Attacks, 2022 년 1 월 10 일, 

https://news.un.org/en/story/2022/01/1109422.  
59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Ethiopia Bi-weekly Humanitarian Bulletin, 2022 년 2 월 17 일, 

www.humanitarianresponse.info/en/operations/ethiopia/document/ethiopia-bi-weekly-humanitarian-bulletin-17-feb-2022-en. 

https://fews.net/sites/default/files/documents/reports/FEWS%20NET%20Ethiopia%20Food%20Security%20Outlook_Oct%2021%20to%20May%2022_Final.pdf
https://fews.net/sites/default/files/documents/reports/FEWS%20NET%20Ethiopia%20Food%20Security%20Outlook_Oct%2021%20to%20May%2022_Final.pdf
http://www.wfp.org/news/millions-could-fall-deeper-huger-wfp-faces-unprecedented-funding-gap-ethiopia
http://www.wfp.org/news/millions-could-fall-deeper-huger-wfp-faces-unprecedented-funding-gap-ethiopia
https://gho.unocha.org/
http://www.ecoi.net/en/file/local/2065780/211220_humanitarian_bulletin_final.pdf
http://www.unognewsroom.org/story/en/1195/2022-03-05-hc-michelle-bachelet-2022-03-07-hrc49-tigray-final-hc-approved-mp4-1080p
http://www.unognewsroom.org/story/en/1195/2022-03-05-hc-michelle-bachelet-2022-03-07-hrc49-tigray-final-hc-approved-mp4-1080p
http://www.ecoi.net/en/document/2068273.html
https://fews.net/east-africa/ethiopia/alert/december-22-2021
https://fews.net/east-africa/ethiopia/alert/december-22-2021
http://www.ecoi.net/en/document/2064785.html
https://fews.net/east-africa/ethiopia/key-message-update/november-2021
https://fews.net/east-africa/ethiopia/key-message-update/november-2021
http://www.devex.com/news/fuel-shortage-leaves-ethiopia-s-tigray-running-on-fumes-102702
http://www.devex.com/news/fuel-shortage-leaves-ethiopia-s-tigray-running-on-fumes-102702
http://www.ecoi.net/en/document/2067938.html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unfpa_situation_report_15_to_31_october_northern_ethiopia_response_0.pdf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unfpa_situation_report_15_to_31_october_northern_ethiopia_response_0.pdf
https://news.un.org/en/story/2022/01/1109422
http://www.humanitarianresponse.info/en/operations/ethiopia/document/ethiopia-bi-weekly-humanitarian-bulletin-17-feb-2022-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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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베니샨굴 고마즈 주에서 계속되는 분쟁은 인도적 필요의 증가로 이어졌으나, 불안정한 안보상황으로 

인해 대상 인구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메테켈 지구에서 수십만명이 실향되었습니다.
60

 

카마시 지구는 계속되는 정세불안과 정체불명 무력집단의 존재로 인해 인도적 기관의 접근이 힘든 

상황입니다.
61

 2021 년 12 월 및 2022 년 1 월 통고 내, 그리고 통고 인근에서 발생한 전투로 인해 인도적 

지원 직원은 대피하였으며 20,000 명 이상의 난민을 수용하는 2 개의 캠프인 통고 캠프 및 규레 

삼볼라(Gure-Shambola) 캠프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62

  

26. 수원(水源)의 계속적인 고갈로 인해 오로미아, SNNP 및 소말리 주에서 최소 680 만명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가축의 죽음과 생계수단의 상실이 식량 안보와 영양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 아동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63

 오로미아 주 내 동부 및 서부 월레가 지구에서 분쟁의 

영향을 받은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식량 지원을 필요로 하며, 다수의 가정이 긴급 대피시설과 비식량 물품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64

  

27. 에티오피아는 2019 년 중반 이후 사막 메뚜기떼 창궐로 인한 영향을 받아, 인도적 필요가 

증가되었습니다.
65

 2021 년 12 월 오로미아, SNNP 및 소말리 주에서 메뚜기떼가 목격되었습니다.
66

 

2021 년 홍수로 인해 아파르, 암하라, 감벨라, 하라리(Harari), SNNP 및 소말리 주에서 수십만명이  

실향되었습니다.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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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Ethiopia: Humanitarian Bulletin, Issue No. 12, 16 August – 5 September 2021, 2021 년 9 월 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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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및 국내실향 

28. 2020 년 11 월 에티오피아 내 분쟁 개시 이후 68,500 명 이상의 에티오피아 국민들이 동아프리카, 

아프리카뿔 지역, 대호수지역 내 국가에서 비호를 구하였으며, 이중 최소 59,000 명은 수단 동부에서 

수용되었습니다.
68

  

29. 2021 년 9 월 부로 420 만명의 에티오피아 국내실향민 중 85%가 분쟁으로 인해 실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69

 북부 지역 내 다수의 국내실향민은 분쟁 중 수차례 실향되었습니다.
70

  

국제적 보호 필요 및 귀환 금지 권고  

30. 에티오피아 내 지역 상황이 유동적이고 불확실하므로, 유엔난민기구는 모든 국가에게 에티오피아에서 

피신하는 민간인들의 자국 영역 접근을 허용하고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준수를 항시 보장할 것을 

요청합니다.  

31. 에티오피아 국민 및 과거 상주 거주자의 국제적 보호 신청은 국제 및 지역 난민법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통해 심사되어야 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에티오피아 내 모든 분쟁상황에서 피신하는 

사람들은 1969 년 아프리카통일기구 협약
71

 제 1 조 제 2 항에 따라 국제적 난민 보호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에티오피아 내 모든 분쟁에서 피신하는 사람들은 1951 년 난민협약 상 난민 

지위 요건
72

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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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 때문이다." ACAPS, Ethiopia: Understanding Humanitarian Concerns Across the Country, 2022 년 1 월 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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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s_across_the_country.pdf, 4, 12 면. 또한, 유엔난민기구,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Regional Overview: East and Horn of 

Africa, and the Great Lakes Region, 2022 년 3 월 16 일, https://reporting.unhcr.org/document/1973, 3 면; 유엔인구기금, UNFPA 

Ethiopia Response to the Northern Ethiopia Crisis: Situation Report (16-30 September 2021),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unfpa_extsitrep_16_to_30_september_northern_ethiopia_respons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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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liefweb.int/report/ethiopia/ethiopia-northern-ethiopia-humanitarian-update-situation-report-18-nov-2021.  
71 아프리카통일기구(OAU), 아프리카 난민 문제의 특수한 양상을 규율하는 아프리카통일기구 협약("아프리카통일기구 협약"), 1969 년 9 월 

10 일, 1001 국제연합, 조약집 45, www.unhcr.org/refworld/docid/3ae6b36018.html.  
72  유엔 총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51 년 7 월 28 일, 국제연합, 조약집, 제 189 권, 137 면, 

www.unhcr.org/refworld/docid/3be01b964.html and 유엔 총회,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1967 년 1 월 31 일, 국제연합, 조약집, 

제 606 권, 267 면, www.unhcr.org/refworld/docid/3ae6b3ae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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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인 별 사례와 상황에 따라 배제 요건이 고려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73

 또한 비호의 민간적 성격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들은 입국 상황을 신중하게 평가하여 무장한 요소들을 식별하고 이들을 민간 

난민들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74

  

33. 에티오피아의 상황이 불안정하고 당분간 불확실할 수 있으며, 국가 내 인도적 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유엔난민기구는 모든 국가에게 이미 군사행동 및/또는 이에 따른 실향으로 인한 영향을 받았거나, 이로 

인해 취약하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피신하는 에티오피아 국민 및 과거 상주 거주자의 

강제 송환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강제 송환의 금지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치안, 법치주의 및 인권 상황이 상당히 개선되어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된 

사람들의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이 가능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34. 국가 내 지역에서 계속되는 분쟁과 폭력, 대규모의 국내 실향민 발생, 심각한 인도적 위기 등의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대안적 국내 피신(internal flight) 또는 대안적 국내 재정착(relocation)을 이유로 하여, 

에티오피아에서 피신한 사람에게 국가가 국제적 보호를 거절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35. 유엔난민기구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현 입장을 검토하고 필요 시 개정할 것입니다.  

 

유엔난민기구  

2022 년 3 월  

 
73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5 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 년 협약 제 F 항의 맥락에서 배제조항의 적용, 2003 년 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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