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확보에 대한 분석


















WFP가 한 국가의 긴급 구호 및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수행해야 하는
첫번째 우선사항은 그 나라 주민들의 식량확보 상황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누가 굶주리고, 누가 취약계층인지, 굶주리거나 취약계층 사람들이 얼마나 많
은지, 어디에 살고 있으며, 왜 굶주려야 하는지, 이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 것
인지,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생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항 등 입니다.
WFP의 식량확보에 대한 분석 서비스와 120 여 전문가들의 특별한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서 WFP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상기 언급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발표했습니다.
WFP의 강점은 WFP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국가의 식량확보에 관한 철저한 이
해를 위해 많은 가정에 대한 조사 뿐만 아니라 신속한 평가 수행, 되풀이되는
위기를 겪는 국가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그리고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즉시
필요한 사항의 평가 등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대유행 전염병과 내전 이외에도 기후변화와 식량가격 인상 등과 같은
새로운 도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면성을 갖고 있는 식량부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WFP의 대응 준비에 아주 중요합니다.
식량확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식량배분, 학교급식, 생계 지원 또는 현금/바
우처 프로그램과 같은 더욱 혁신적인 개입이든 아니든 적절한 타입과 규모의
개입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식량지원을 가장 많이 필요
로 하는 사람들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WFP는 식량확보를 평가하는 방법을 꾸준
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WFP는 높은 물가로 인해 타격을 받는 가
정들이 살고 있는 도시지역의 식량확보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점점 늘고 있습
니다.
WFP는 높은 식량가격 -과 높은 상품가격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의 주민들 가
계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WFP는 식량 이용도,
가격, 그리고 사람들의 구매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파트너와 함께 수행합니
다. 각 가정의 식량 소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을 주의깊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WFP는 지역 상품이 어떤 흐름을 갖는지, 시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등
시장분석을 위한 전문지식을 발전시켰습니다.
늘어나는 자연재해 - WFP는 종종 재해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
다. WFP는 현장 깊은 곳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신속하게 알 수 있습니다. WFP 전문가들은 정보가 부족
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특히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알 수 있는 초기 평
가를 수행합니다.

WFP는 가정과 생계에 미치는 기후의 장기적인 영향을 알 수 있는 역량을 갖
고 있으며, 응용기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술 및 연구기관, 각국 정부와
유엔기관 등과 파트너쉽을 맺고 있습니다.
 지리 정보 시스템(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혁신적인 위성 애플
리케이션, 또는 데이터를 수집, 관리, 분석하는 개인용 휴대 정보단말기(PDA)
를 포함한 선진기술은 보다 시기적절하고, 정확하고, 효과적인 분석을 가능케
합니다.
 WFP는 전세계 파트너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모든 활동은 각
국 정부, FAO, UNICEF와 WHO와 같은 유엔기관, 기근조기경보 네트워크
(FEWSNET), 현지 및 국제 NGO, 그리고 대학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FP의 정보수집 활동
WFP는 거의 항상 파트너와 함께 다음과 같은 분석활동을 합니다:










식량확보 & 취약성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 이들의 거주지, 그리고 이들이 겪는 어려운 상황을 더욱 악화시
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사전위기 관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차후 평가를 통
해서 이 “사전위기 기준치”에 대한 변화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긴급구호 식량확보의 평가는 2004년 인도양 쓰나미와 같은 갑작스런 재해,
가뭄 또는 경제 위기와 같은 느린 속도의 긴급상황 등 위기의 성격에 따라 변
할 수 있습니다.
식량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상황의 진전, 현재와 미래의 식량확보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과 위기 등을 모니터링 합니다.
농작물과 식량공급 평가는 식량농업기구(FAO)와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난민들을 위해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과 공동평가를 수행합니다.
WFP 자체 평가를 수행합니다.

매년 WFP는 90가지의 평가를 수행합니다.
사전위기 관리정보는 가장 취약하고, 되풀이되는 위기를 겪는 국가에서 이용 가
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