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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글

아프리카는 주요 난민 발생지이며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는 대륙이다. 2019년 

말 전 세계 강제이주민(forcibly displaced people)의 수는 약 7천 9백 5십만 명으

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난민은 약 2천 6백만 명으로 약 2천 4십만 명이 유엔난민

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 for Refugees : UNHCR, 이하 UNHCR

로 기술)의 보호를 받고 있고 5백 60만 명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

UNRWA)의 보호를 받고 있다. 국내 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 IDP,

이하 IDP로 기술)은 약 4천 5백 70만 명이며 망명 신청자(asylum-seekers)는 약 

4백 20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전 세계 난민의 26% 이

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약 1,800만 명 이상이 UNHCR의 보호를 받고 있다. 난민의 

수가 최근 몇 년간 급증했는데, 이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그리고 남수

단의 불안정 때문이다. 특히 나이지리아, 말리, 니제르 등 사헬지역(Sahel regio

n)1)의 난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부룬디와 예멘에서 새로운 갈등이 분출

하면서 난민 수가 늘어나고 있다.2) 이는 세계 전체 인구의 약 7분의 1에 불과한 

아프리카가 세계 난민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난민 발생이 아프리

카에 집중되어 있고 아프리카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3)

1) 사헬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사바나의 경계에 있는 점이지대로, 서쪽으로는 

모리타니 남부 대서양 연안과 세네갈 북부, 말리와 니제르 북부, 알제리 남부, 리비아, 그
리고 차드를 거쳐 수단 연안의 인도양에 이르는 반건조 지역의 띠 지역을 지칭한다. 따라

서 사헬지역 국가는 세네갈, 모리타니, 알제리, 리비아,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차드,
수단 등이 포함된다. 아랍인들은 사하라 사막을 남과 북의 경계로 설명하기 위해 ‘바다’라
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북쪽에 있는 시질마사(Sijilmasa)와 남쪽의 팀북투(Timbuktu)
같은 도시들을 사하라 사막으로 이루어진 바다의 해안 도시로 생각하여 ‘사헬의 항구’라
고 불렀다. 김윤진⋅김광수, 서아프리카 역사 이해, 다해, 2013, pp.136-137.

2) UNHCR. 2020a. “Figures at a Glance.” 18 June 2020. https://www.unhcr.org/
figures-at-a- glance.html (검색일 : 2020.08.17.).

3) Sikanyiso Masuku & Sizo Nkala, “Patterns of the refugee cycle in Africa: A
hazardous cycle with no end in sight?” Journal of African Union Studies, 2018,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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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난민 문제는 인도주의적인 문제와 더불어 지중해와 유럽을 위협하는 

안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아프리카에 발생하고 있는 분쟁과 폭력 그리고 불안정

은 난민과 IDP를 발생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 테러리스트와 폭력적인 극

단주의자들에게 좋은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난민 문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 아프리카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아프리카는 

난민 발생의 원인도 다양하지만 내⋅외부 행위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난민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집중되었고 

난민의 고통과 난민 정책에 편향된 경향이 있다. 상대적으로 북아프리카가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지정학적, 종교적 요인과 

북아프리카를 아랍연맹(Arab League)으로 포함하여 보려고 했다. 둘째, UNHCR

이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하나로 묶어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로 

분류하여 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통계 분석을 할 수 없었다.4) 이러한 상황은 

2015년 이후 사헬지역을 비롯한 아프리카의 난민이 북아프리카를 거쳐 지중해와 

유럽으로 들어가는 난민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통

합적이고 유기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을 주었다고 본다.

본 논문은 니제르 현지조사(2018.12.22.-2029.01.07.)5)와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4) Judith E. Avedi, Post 9/11 Security-Humanitarian Dilemma: Analysis of Refugee
and Asylum Policies in Africa , Ph.D. diss., Seou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18, pp.28-29.

5) 니제르 현지조사는 사하라 종⋅횡단 무역로의 중요거점인 북부의 아가데즈(Agadez)와 

나이지리아 국경과 가까운 동남부 지역의 디파(Diffa)에서 진행하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아가데즈는 수도인 니아메이에서 1000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으로 니제르 정부가 리비아

와 차드 지역의 난민이 유입되어 외국인이 방문하기에는 심각한 위험이 야기될 수 있다

고 적극적으로 제지하여 현지조사를 포기하였다. 디파 역시 수도에서 1500 킬로미터나 떨

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보코하람의 준동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지

역이었다. 이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는 니제르 국회부의장이며 태권도협회 회장인 수마나 

산다(Monsieur SOUMANA SANDA)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었다. 2018년 12월 

27일 전국태권도대회 결승전 행사에 참석하는 수마나 산다의 일행과 무장병력의 경호를 

받아 진행하였다. 또한, 니제르 명예영사이며 영산그룹 법인장인 황해규 사장의 도움을 

받아 압도우 무무니 대학교(Abdou Moumouni University) 인문과학연구소(Institute de
Recherches en Sciences Humaines: IRSH)의 이데 교수(Pr. Oumarou Amadou 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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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되었다. 본고에서는 프랑스어권 니제르의 디파(Diffa)와 마라디(Maradi)의 나

이지리아 난민 상황을 통해 사헬지역의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한 난민 문제가 북아

프리카 더 나아가 유럽의 안보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고찰하고 사헬지

역, 북아프리카 그리고 지중해 및 유럽이 통합적이며 유기적으로 난민 문제를 고찰

해야 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아프리카, 지중해 그

리고 유럽이 어떻게 난민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지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

2. 사헬지역의 취약성과 프랑스의 개입

사헬지역은 이질성, 무질서, 복잡성이 특징이다. 복잡한 지구물리학적 환경은 역

사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권을 확립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국가

의 통치력은 약하거나 미치지 않는 지역도 있다. 국경이 정확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다공성 국경(porous borders)’이 존재하는 곳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경은 식민지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지도상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국경선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국가의 통치력은 지방에서 매우 낮으며 실제로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종족⋅씨족 네트워

크(tribal/clan networks), 지방 정체성(local identities)과 이에 대한 충성도는 지

역에서 사회와 정치를 움직이는 핵심코드이며, 국가나 중앙 정부보다 훨씬 더 중요

하다. 예를 들어 1990년대 말리의 행정 분권 과정에서 나온 “준(準)주권

(prasoverignity)” 개념은 지방주의가 얼마나 강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6)

역사학과(d’Histoire et des Traditions Populaires: HISTRA)의 자카리 교수(Pr.
Maïkorema ZAKARI) 그리고 대통령 국방안보수석인 이로 오마르 장군(Général de
Brigade Iro Oumarou)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다.

6) George Klute, “De la chefferie administrative à la parasouver-aineté regionale,” in
André Bourgeot (ed.), Horizons nomades en Afrique sahélienne Socié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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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헬지역을 완전히 통제하려는 국가나 중앙 정부의 시도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저항은 여전히 존재하며, 식민지 시기 이후 출현한 국가의 취약한 통치력이 도전을 

받고 있다. 2001년 9/11 사태 이후 사헬지역은 비대칭 위협(asymmetric threats)7)

이 출현하는 지역으로 변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밀수, 인신매매, 테러, 잠재된 민

족 분쟁, 반군 조직, 기아, 식량 불안, 환경 파괴 등에 노출되고 있다.8) 그러나 9/11

이전에, 이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세계의 관심을 받지 못한 지역이다. 식민지배로 

인한 역사적, 문화적 관계와 북아프리카 및 불어권 서아프리카에서 강력한 영향력

을 행사하려는 프랑스의 개입을 제외하면, 이 지역의 지정학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극히 낮았으며 과소평가되었다. 그러나 9/11 테러는 유럽인의 인

식은 물로 미국인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두 행위자 모두 

이 지역에 대한 더욱 집중적인 개입을 피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9)

지난 10년 동안 유럽은 아프리카 사헬지역의 악화하는 안보 상황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첫째, 사헬지역에서 국가와 정부를 파괴하기 위해 

싸우는 반군 외에도 극단적인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기 때문

이다. 둘째, 사헬지역에서 난민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들 중 유럽으로 가려는 

난민의 압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중해 지역에서 난민 문제에 

중심에 있는 이탈리아는 대부분의 다른 유럽국가와 함께 외교 정책의 핵심이 반이

민 정책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부분적으로 리비아와 말리에 대한 유럽의 군사적 

개입은 극단적인 이슬람 근본주의자 또는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s)들이 

유럽을 중요한 공격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아프리카 및 사헬지

développement et démocratie, Paris, Karthala, 1999. pp.167-181.
7) 비대칭전(asymmetric warfare)이라고 하며 양측의 전투력 차이가 상당하고, 약한 쪽이 

테러와 같은 비 재래식 전술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8) Alain Antil, “Le Sahel: une zone grise aux portes du Maghreb,” in Khadija
Mohsen-Finan (ed.), Le Maghreb dans les relations internationales, Paris: Editions
CNR, 2011, pp.291-308.

9) Cristiani, Dario, “The Sahelian Crisis and the Arab Spring” In Andrea Dessì et al.
Africa and the Mediterranean: Evolving Security Dynamics after the Arab
Uprisings, Washington : German Marshall Fund of the United States. Research
Report, 2014,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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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식민지배했던 프랑스는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어 사헬지역의 지하디즘

(Jihadism)을 안보에 대한 중요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10)

이 지역에 대한 유럽연합(European Union : EU, 이하 EU로 기술)의 접근은 

대부분 프랑스에 의해 형성되고 주도되었다. 그 이유는 프랑스가 이 지역을 식민지

배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역동성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갖고 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었

다.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적극적인 행동과 대응이 사헬지역에서 일련의 위기를 발

생시키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 2010년 ‘아랍의 봄(Arab

Spring)’이 발생했을 때 프랑스는 리비아의 카다피에 대한 군사 개입을 옹호하는 

가장 목소리를 높인 유럽국가이자 리비아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주도한 국

가였다. 리비아 사태는 사실 사헬지역에서 더욱 광범위한 위기를 촉발한 동력을 제

공한 주요 요인이었으며 투아레그족 반란과 나르코-지하디스트 조직(narco-

Jihadist groups)11)의 침투에 따른 영향으로 말리 사태가 촉발된 것이었다.12)

리비아 내전, 말리의 불안정성, 그리고 프랑스 주도의 개입으로 사헬지역의 전략

적 지형이 크게 바뀌었다. 사헬지역 국가 중에서, 이러한 상황변화로 니제르는 최

악의 결과를 겪고 있는 나라이다. 한정된 자원과 국경 내 투아레그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니제르는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신중한 접근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니제르 정부가 국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대적으로 ‘낮은 외교 자세’

를 취하고 있는 이유를 잘 설명한다. 니제르는 자국의 영토에서 투아레그족 반란의 

10) Rasmus A. Boserup & Luis Martinez, Europe and The Sahel-Maghareb Crisis.
Copenhagen: Danis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Research Report, 2018,
pp.7-8.

11) 나르코-지하디스트 조직(narco-jihadist organization) 또는 나르코-지하드(narco-jihad)
라고 하는데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전략으로 마약 거래와 테

러를 병용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12) Dario Cristiani, “The Sahelian Crisis and the Arab Spring” 2014, p.2. Dario
Cristiani and Riccardo Fabiani, 2013, “From Disfunctionality to Disaggregation and
Back? The Malian Crisis, Local Players and European Interests” IAI Working
Papers, No. 13|08, March 2013, https://www.jstor.org/stable/resrep09822?seq=
1#metadata_info_tab_contents (검색일: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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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줄이는 것이 주요 관심사였다.13) 니제르는 프랑스의 개입이 위기를 해결하

고 말리 북부에서 투아레그족이 자치권을 갖는 것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

고 판단했고, 니제르는 국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약 500명의 군병력을 파병했다.

이에 따라 ECOWAS가 후원하는 아프리카 주도 말리국제지원 임무(African-led

International Support Mission to Mali : AFISMA, 이하 AFISMA로 기술)에 

참여했다. 2013년 4월 25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 UNSC, 이하 UNSC로 기술) 결의안 2100호에 의해 출범한 AFISMA

는 말리의 정치 안정을 지원하고 여러 안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2013년 7월 1일, AFISMA는 유엔 말리 다차원통합 안정화 임무단

(Multidimensional Integrated Stabilization Mission in Mali : MINUSMA, 이

하 MINUSMA로 기술)에 권한을 이양했다.14)

말리 북부에 대한 프랑스군의 개입은 결과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의 

지역적 분산을 초래했다. 프랑스 개입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효과는 마약, 무기, 이

민의 밀거래를 방해하고, 이 지역을 통해 운영되는 지하디스트의 네트워크를 해체

하였다. 이에 따라 인신매매 업자들은 새로운 경로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

해 이슬람 마그레브 알카에다(al-Qaeda in the Islamic Maghreb : AQIM, 이하 

AQIM으로 기술)와 다른 모든 지역 지하디스트 조직들은 이웃하고 있는 다른 나

라로 활동무대를 옮겨갔다. 이에 따라 니제르는 지역 지하디스트들과 범죄자들의 

전쟁터이자 이동 경로로 변모했다.15)

사헬지역의 안보 상황은 여전히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이다. 사헬지역 문제는 지

역 문제가 아니라 북아프리카, 지중해와 유럽 등이 연관된 국제문제로 부상했다.

13) Bamada.net, 2012, “Issoufou veut l’union nationale au Niger, en pleine crise au Mali
voisin,” Bamada.net, December 18, 2012.
http://bamada.net/issoufou-veut-l-union-nationale-au-niger-en-pleine-crise-au-ma
li-voisin (검색일: 2020.08.12.).

14) Le Point, 2013, “Mali: le Niger autorise l’envoi de troupes” Le Point, January 17,
2013. https://www.lepoint.fr/monde/mali-le-niger-autorise-l-envoi-de-troupes-17-
01-2013-1616099_24.php (검색일: 2020.08.12.).

15) Dario Cristiani, “The Sahelian Crisis and the Arab Spring” 2014,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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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3일, 프랑스가 주도한 바르칸 작전(Operation Barkhane) 결과 알제리 

국경 근처의 말리 북부에서 AQIM의 지도자, 압델말렉 드루크델(Abdelmalek

Droukdel)과 그의 측근 몇 명이 사살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카티바 마시나(Katiba

Macina)는 2020년 6월 14일 말리 세구(Ségou) 지역 니오노 서클(Niono Cercle)

의 디아발리(Diabaly) 코뮌(commune, 최소행정구역)에서 말리군 호송차를 상대

로 보복공격을 감행했다. 이 공격으로 모두 24명의 군인이 사망했고 32명은 여전

히 실종상태로 이는 올해 초 이후 가장 치명적인 말리군 공격 사건으로 기록되었

다. 이에 따라 UNHCR와 인도주의 기구들은 6월 12일 G5 사헬 합동군(Group of

Five for the Sahel States Joint Force, 이하 G5 사헬 합동군으로 기술)16)이 민간

인을 보호하고 인도주의적인 접근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17)

3. 니제르의 난민 발생과 그 원인

3.1. 니제르의 난민법

난민과 망명 정책은 난민을 자처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수용국의 국경에 도달할 

때 해당 국가와 정부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

는 정치적, 군사적 또는 다른 목적에 따라 그 정책이 다르다. 야콥센(Jacobsen K.)

16) G5 사헬 합동군은 프랑스가 지원하는 아프리카 연합군으로 사헬지역 국가의 협력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12월 19일 부르키나파소, 차드, 말리, 모리타니아, 니제르 정부가 국경

을 초월한 합동 군사 대테러 작전을 통해 테러와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모

리타니 누악쇼트(Nouakchott)에서 결성되었다. 병력은 2017년 4월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 AU) 평화안보이사회(Peace and Security Council : PSC)의 승인을 받았고, 6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결의안 2359호가 채택되면서 강화되었다. Judith E. Avedi,
ibid, pp.104-105.

17) UNHCR, 2020e, “External Operational Update: UNHCR Sahel Crisis Response”
1-30 June 2020.https://reporting.unhcr.org/sites/default/files/UNHCR%20Sahel%20
Crisis%20Response% 20-%20External%20Operational%20Update.pdf (검색일: 202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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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이러한 대응은 세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18) 첫째, 제도적 또는 법적

-관료주의적 대응이다. 이것은 국제 난민 기구들이 동의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난민 정책이 ‘높은(high)’ 정책(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의제의 일

부)이어야 하는지 ‘낮은(low)’ 정책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둘째, 국제난민기구(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s : IRO)의 허가, 협력,

제한 여부이다. 셋째는 난민 수용과 처우에 관한 정책적 대응을 들 수 있다.19)

따라서 난민과 망명 정책은 인도주의 원칙, 정치적 관심, 수용국 국민의 복지와 

안보 필요성, 그리고 다른 우선순위의 복합적인 요소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프

리카 대부분 국가들이 일응(一應) 인정(Prima Facie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20) 정책에 따라 난민을 받아들여 국경 근처의 외딴 지역에 난민촌이나 정

착촌을 임시로 설치하여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21)

밀너(Milner)는 국제적, 지역적 난민 보호 기준을 적용하고, 국제기구의 접근과 

협력을 허용하며, 난민에게 이동의 자유, 취업의 권리 등 국제난민법에 담긴 사

회⋅경제⋅정치 권리를 모두 인정할 경우 개방형 난민 및 망명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22)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는 지구상에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개방형 정책은 정치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니제르는 밀너의 기준을 비교적 충실히 따르고 있는 개방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

는 국가로 볼 수 있다. 니제르는 우리의 내부부에 해당하는 내무, 공안, 지방분권 

및 관습과 종교부 장관(MINISTERE DE L’INTERIEUR, DE LA SECURITE,

PUBLIQUE, DE LA DECENTRALISATION ET DES AFFAIRES

COUTUMIERES ET RELIGIEUSES) 산하에 민정, 이주와 난민청(DIRECTION

18) K. Jacobsen, “Factors Influencing the Policy Responses of Host Governments to
Mass Influxes.”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996, pp.658-660.

19) Judith E. Avedi, Post 9/11 Security-Humanitarian Dilemma: Analysis of Refugee
and Asylum Policies in Africa , 2018, p.91.

20) 법률 용어로 간접 사실로 주요 사실을 추정하는 일응의 추정(一應의 推定)을 말한다. 난
민 지위에 관한 ‘우선 인증’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1) Judith E. Avedi, ibid, pp.91-92.
22) H.S.J. Milner, Refugees, the State and the Politics of Asylum in Africa, 2009,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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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E DE L’ETAT CIVIL, DES MIGRATIONS ET DES REFUGIE

S)23)과 난민국(DIRECTION DES REFUGIES)을 두고 있다.

<표 1> 아프리카 난민 및 망명 정책의 변화24)

1960-1980 1980-2000

특징

Ÿ 1960∼1970년대는 관대한 망명 

정책으로 아프리카 망명의 

“황금시대”로 볼 수 있음

Ÿ 냉전 이후 인도주의적 대응이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함

정책

Ÿ 열린 정책

Ÿ 난민촌, 지역 통합, 귀화, 재정착 

정책을 추진

Ÿ 봉쇄 정책

Ÿ 안전지대의 설치,

유사망명(pseudo-asylum) 난민촌과 도시 

난민 정책의 실시

난민과 망명 

신청자에 대한 

아프리카인의 

인식과 처우

Ÿ 인도주의보다 정치적으로 이해.

Ÿ 난민을 자유를 위한 투사로 이해

Ÿ 난민은 사회ㆍ경제ㆍ생태학적 부담으로 

인식하여 부적절한 처우가 발생

지역 주민의 

태도

Ÿ 긍정적 태도 

Ÿ 동정심과 호의적 태도

Ÿ 부정적 태도

Ÿ 난민의 특수한 상황을 대중이 인식하지 

못하여 외국인 혐오증이 발생

지속적인 

해결책

Ÿ 지속적인 해결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실시 

Ÿ 지역 통합, 귀화, 재정착 및 

자발적 송환을 실시

Ÿ 소극적인 해결책 또는 미봉책

Ÿ 지역 통합 또는 재정착을 허용하는 

경향이 감소.

Ÿ 본국 송환(일부 경우 강제 송환) 정책으로 

전환

지역 및 

국제개입

Ÿ OAU 협약에 따라 난민을 지원.

Ÿ 난민발생 국가에 난민의 귀환과 

재통합을 촉진

Ÿ 지정학적 이익을 추구

23) 난민청장인 말랑고니 이브라힘(Malangoni Ibrahim)의 명함에 보면 그의 직책이 

Coordonnateur de la Commission National d’Eligibilité au Statut des Refugiés라고 

적고 있어 난민 청장이 국가난민자격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ligibilité : CNE),
National Refugee Eligibility Commission)의 책임자(Coordonnateur)로 역할을 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4) Judith E. Avedi, ibid, p.97. H.S.J. Milner, Refugees, the State and the Politics of



프랑스어권 니제르의 디파(Diffa)와 마라디(Maradi)의 나이지리아 난민 문제에... 161

니제르에서 난민의 지위를 결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난민 신청자는 난민 

서류를 작성하여 난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난민 신청서류는 국가난민자격위원

회(Commission Nationale d’Eligibilité : CNE, National Refugee Eligibility

Commission, 이하 CNE로 기술) 위원장에게 전달된다. 망명 신청자는 신청 전에 

난민 지위 결정에 관한 개인절차(Procédure Individuelle de Détermination du

Statut de Refugies : DSR, Individual Procedure of Refugee Status Decision,

이하 DSR로 기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신청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문서 또는 난민 요청을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모든 문서와 두 장의 

여권 사진을 준비하여 인터뷰를 진행한다. 난민 신청자는 서류를 제출한 후, 3개월 

동안 망명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임시 증명서(provisional certificate)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거주 허가에 해당하는 이 임시 증명서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

지 필요한 횟수만큼 갱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난민국은 개별 파일을 취합하고 

해당 망명 신청자에 대한 조사부(Investigation Department)가 진행한 행정 조사

를 CNE 위원이 검토하기 전에 보고서의 일부로 제출한다. 이 과정은 법률 1998년 

12월 24일의 98-382/PRN/MI/AT(Décret n° 98-382/PRN/MI/AT du 24/12/

1998)에 따라 진행되며 난민 지위에 관해서는 법률 1997년 6월 20일의 97-016(loi

n° 97-016 du 20 juin 1997)을 따른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위원들은 총회 예정일 

1주일 전에 위원장의 소집과 검토해야 할 파일을 받는다.

CNE 총회는 각각의 개별 사건에 대해 다룬다. 이러한 판정의 결과로 발생하는 

결정은 합당해야 하며 청구인에게 통지된다. 난민 신청자가 난민으로 인정되면 

CNE 위원장인 내무부 장관이 난민 신분증을 발급한다. 그러나 CNE가 망명자에

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Asylum in Afric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9. B. Rutinwa, The End of
Asylum? The Changing Nature of Refugee Policies in Africa, New Issues in
Refugee Research, Working Paper No. 5. Refugee Studies Programme, Queen
Elizabeth House, United Kingdom, 2002. Hiram Ruiz A. & B. Frelick, “Africa’s
Uprooted People: Shaping a Humanitarian Response.” A Journal of Opinion, 1989,
pp.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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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난민 지위 부여 불가 결정에 관한 검토 신

청은 난민국을 통해 내무부 장관인 CNE 위원장에게 전달된다. 항소 요청서에는 

신청인의 성과 이름, 완전한 시민 지위, 직업 및 주소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장에 

대한 진술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난민 지위 미가입 결정 및 신청을 번복할 수 

있는 유리한 다른 문서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임의처리위원회(Comité de

Recours Gracieux : CRG, Gratuitous Appeal Committee, 이하 CRG로 기술)가 

소집되어 두 번째 난민 신청을 검토할 파일을 결정한다.25)

CRG는 최초 신청이 부결된 신청자들의 항소를 심사할 책임이 있는 순수 협의

체로 내무, 공안, 지방분권 및 관습과 종교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CRG는 법률 

2006년 3월 28일의 127/MI/D/DEC-R(arrêté n°127/MI/D/DEC-R du 28 mars

2006)을 따르며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구성은 (1) 위원장인 내부부 장

관의 대리인, (2) 부의장인 외무부 장관의 대리인, (3) 첫 번째 위원인 법무부 장관

의 대리인, 그리고 (4) NGO 단체와 인권 운동가 협회의 대리인 등이다. 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부결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은 법률 127/MI/D/DEC-R의 제9조 2항

에 따라 이 문제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된 모든 해결책이 소진된 이후에 청구인은 해당 지역에서 직접 추방되지 않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거주 비자를 취득하여 니제르에 체류하는 것을 합법화할 

수 있다.26)

법률 24/12/1998의 98-382/PRN/MI/AT(Décret n°98-382/PRN/MI/AT du 24

décembre 1998) 제14조 제1항은 대규모 유입과 CNE가 난민의 지위를 개별적으

로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불가능에 직면할 경우, CNE는 난민 신청자들을 집단적

으로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니제르는 말리 난민의 경우 법률 

16/03/2012의 142/MI/SP/D/AR/DEC-R (Arrêté 142/MI/SP/D/AR/DEC-R du

16 mars 2012)에 따라 일응(一應) 인정(Prima Facie Recognition of Refugee

25) CNE / DIRECTION DES REFUGIES, “Renseignements sur la brochure.”
DIRECTION GENERALE DE L’ETAT CIVIL, DES MIGRATIONS ET DES
REFUGIES, 2020, pp.1-2.

2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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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을 부여하고 있다. 니제르는 나이지리아 난민의 경우 법률 2013년 12월 4

일의 806/MI/SP/D/AC/R/DEC-R(Arrêté n° 806/MI/SP/D/AC/R/DEC-R du

04 décembre 2013)에 따라 나이지리아 북동부에서 온 나이지리아인에게 일시적인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최종 결정은 난민 증명 및 난민 신분증에 해당하는 신

분 증명서의 발급이다. 난민 신청 기각 시 개별적인 난민 지위 결정에 관한 개인절

차(DSR)를 따른다.27)

CNE는 니제르의 난민과 망명자 관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조직이다. 1997년 6월 

20일 관련 법(loi 97-016 du 20 juin 1997)이 제정되었으며 제5조 제1항에 의해 

난민 지위에 관한 법이 규정되었다. CNE 구성은 1998년 12월 24일 법령 

98-382/PRN/ML/AT(n° 98-382/PRN/MI/AT du 24 décembre 1998) 제1항 제1

항에 의해 결정되었다. CNE는 관련 정부 대표외에도 국회의원, 인권단체 대표 등

이 참여한다. CNE의 권한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1998년 12월 24일 제정된 

법률 98-382/PRN/MI/AT(n° 98-382/PRN/MI/AT du 24 décembre 1998)에 의

해 규정되며 다음과 같다. (1) 난민 지위 인정, 취소 및 해지. (2) 합법적, 행정적인 

난민 보호. (3) 난민과 관련된 규정 및 문서의 적용 및 촉진 등이다. 니제르는 난민 

보호와 관련된 국제 및 지역 법률 기구들을 다음과 같이 비준한 바 있다.28) (1)

1951년 제네바 협약(1951 Geneva Convention)29) 및 1967년 추가 의정서(1967

Additional Protocol)30), (2) 1969년 아프리카 난민 문제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27) Ibid.
28) UNHCR, 2020d, “Mixed Movements: Refugees and Asylum Seekers in Agadez.”
July 2020. https://reporting.unhcr.org/sites/default/files/Mixed%20Movements%20
Factsheet%20-%20July%202020.pdf (검색일: 2020.08.17.).

29) UNHCR, 1951, Geneva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vailable at
http://www.unhcr.org/1951-refugee-convention.html (검색일: 2020.07.13.). Andrew
& Renata Kaldor Centre for International Refugee Law (UNSW Law), 2020a, “The
Refugee Convention.” 31 March, 2020. https://www.kaldorcentre.unsw.edu.au/
publication/refugee-convention (검색일: 2020.08.23.).

30) UNHCR, 1989, “Implementation of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EC/SCP/54.” 07 July, 1989. https://www.unhcr.
org/excom/scip/3ae68cbe4/implementation-1951-convention-1967-protocol-relating-
status-refugees.html (검색일: 2020.08.23.). Andrew & Renata Kaldor Centr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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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U 협약(1969 OAU Convention)31), (3) 1948년 세계인권선언(1948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32)과 그 밖의 다른 관련 협약을 비준했다.33)

3.2. 니제르의 난민 발생 상황

니제르는 사헬지역의 G5 사헬 국가로 북쪽으로 사하라 사막을 지나 북아프리카

와 연결되어 있고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니제르는 리비아와 알제리를 거쳐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

로 가려는 난민들이 거치는 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또한, 이웃하고 있는 나이지

리아, 차드, 말리 등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많은 난민이 유입되었다. 특히 리비

아의 불안정으로 인해 그동안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가려는 아프리카 난민들이 

리비아를 거점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니제르는 지역 안보는 물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유럽에 도착하지 못한 망명자와 난민을 포함해 보호를 위한 

대안적인 공간으로 점점 더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니제르의 난민 문제에 대한 

해결은 니제르와 사헬지역, 북아프리카, 지중해와 유럽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

황이 되고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니제르는 특히 리비아, 말리, 나이지리아 등 이 

지역의 다양한 분쟁을 피해 탈출한 망명자와 난민들에게 안정성과 개방된 망명 공

간을 제공하고 있다. 2019년에도 유럽으로 향하는 이주민과 망명자들을 계속 받아

International Refugee Law (UNSW law), 2020b. “The 1967 Protocol.” 31 March,
2020. https://www.kaldorcentre.unsw.edu.au/publication/1967-protocol (검색일: 2020.
08.23.).

31)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OAU), 1974, “OAU Convention: Governing The
Specific Aspects of Refugee Problems in Africa.” https://www.unhcr.org/about-us/
background/45dc1a682/oau-convention-governing-specific-aspects-refugee-
problems-africa-adopted.html (검색일: 2020.08.23.).

32) U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https://www.un.org/en/universal-
declaration-human-rights/ (검색일: 2020.07.29.)

33) CNE / DIRECTION DES REFUGIES, “Renseignements sur la brochure.” 2020,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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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였다. 활동은 IDP, IDP 귀환자, 난민, 난민 귀환자 등 다양한 범주의 실향민 요

구에 부응하는 한편, 보호를 받는 모든 사람의 도시화와 권한 부여 활동을 강화하

는 것을 최우선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34)

<표 2> 2020년 5월 31일 니제르 난민 현황35)

번호 난민 발생 지역 난민 수

1 디파의 나이지리아 난민 126,492

2 디파출신 국내 실향민(IDP) 102,726

3 나이지리아에 거주하던 니제르 난민 귀환자 34,300

4 띨라베리(Tillabéri)와 타우아(Tahoua) 출신 니제르 국내 

실향민(IDP)

139,780

5 마라디(Maradi)의 나이지리아 난민 36,469

6 위험을 피해 마라디로 이주한 니제르인 23,016

7 아가데즈(Agadez)의 난민 및 망명 신청자 1,393

8 수용 및 임시수용 난민촌(Centre d’accueil et de transit :

ETM, Emergency Transit Mecanism)36)
799

9 말리 난민 58,613

10 디파와 니아메이(Niamey)의 망명 신청자 2,486

총 난민 526.074

<지도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재 니제르의 난민 수용 시설은 크게 5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타우아 지역 안에 있는 말리인 난민촌(Zone d’Accueil des

Refugiés maliens : ZAR)과 수도인 니아메이(Niamey)에 있는 도시 난민을 위한 

34) UNHCR Global Focus (UNHCR Operations Worldwide), 2020a, “2019 Year-End
Report: Operation Niger.” 30 July 2020. https://reporting.unhcr.org/sites/default/
files/pdfsummaries/GR2019 -Niger-eng.pdf (검색일: 2020.08.17.).

35) DIRECTION GENERALE DE L’ETAT CIVIL, DES MIGRATIONS ET DES
REFUGIES, 2020, “Statistiques essentielles des déplacés forcés du Niger.” Au 31
mai 2020, Niamey, le 23 juin 2020.

36) 정확한 해석은 “수용 및 임시수용 난민촌”으로 ‘난민 임시 수용시설’ 또는 ‘난민 긴급 이

송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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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탑 사무실/단일창구(Guichet Unique : GU)37), 혼합 이주의 망명 신청자를 위

한 아가데즈에 있는 일시적 인도주의 시설, 띨라베리 지역 안에 있는 말리인 수용 

및 임시수용 난민촌, 젠다르(Zindar) 지역 안에 있는 차드인 난민촌, 마라디와 디

파 지역 안에 있는 나이지리아인 강제이주민 수용 시설들이 있다. 니제르의 다양한 

난민촌은 CNE가 관리하고 UNHCR이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다.38)

<지도 1> 2020년 6월 니제르 난민현황39)

37) 니제르는 2012년 말리 북부에서 분쟁이 발생한 이후 말리 난민을 받아들였다. 2020년 6
월 30일 현재 UNHCR은 59,144명의 말리 난민을 등록하고 있다. 말리 난민은 띨라베리

(Tillabéri)와 타우아(Tahoua), 그리고 수도 나이메이 근처에 분포되어 있다. UNHCR,
2020c, “UNHCR Niger Update: Tillabery and Tahoua Regions.” July 2020.
https://reporting.unhcr.org/sites/default/files/UNHCR%20Niger%20-%20Flash%20U
pdate%20Tillabery%20and%20Tahoua%20-%20July%202020.pdf (검색일: 2020.08.17.).
(UNHCR 2020c).

38) CNE / DIRECTION DES REFUGIES, “Renseignements sur la brochure.” 2020, pp.
1-2.

39) UNHCR, 2020g, “UNHCR Niger - Map Population of Concern - June 2020.”
https://data2.unhcr.org/images/documents/big_56b7a7af5a8973b643ea033fe6b04cd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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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CR은 니제르 난민 현황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2020년 6월 현재 나이지

리아 난민 12만 5,754명, IDP 65,769명, 귀환자 30,797명(이주했지만 니제르로 돌

아온 니제르 국민), 망명자 2,097명 등 총 224,416명이 등록되었다. 사얌 포라지

(Sayam Forage) 난민촌의 인구는 18,016명이다. UNHCR은 2020년 3월 구이그미

에서 난민, IDP, 귀환자 등 미등록 난민에 대한 등록을 시행했으나 안보와 COVID

19로 3월 말에 중단했다. 니제르 정부가 2020년 5월에 난민이 265,617명이라고 발

표했다.40)

디파 지역은 2013년부터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테러 폭력을 피해 유입된 나이지

리아 난민들이 수용되어 있다. 2015년 초에 보코하람이 니제르에 대한 첫 번째 공

격 이후 상황은 급격히 악화했다. 난민 대부분이 주요 도로인 국도 1호선을 따라 

140개 이상의 임의의 난민촌, 마을, 도시에 정착하고 있다. UNHCR는 니제르의 요

청에 따라 사얌 포라지 난민촌과 카블레와(Kablewa) IDP 난민촌 등 두 개의 난민

촌을 설립했다. 그러나 카블레와 난민촌은 2017년 6월 자살 폭탄 테러 이후 니제

르 정부에 의해 폐쇄되었다.41)

디파는 지정학적으로 사하라 무역로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드의 카넴-보

르누, 나이지리아의 하우사(Hausa) 왕국과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련이 있다. 이로 

인해 국경을 넘어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난민이 이동하는 것 역시 자

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카넴-보루누 왕국이 차드 호수에서 시작되었고 니제르를 비

롯해 나이지리아와 카메룬 지역까지 영향을 주었다. 차드 호수에 살고 있던 사람들

이 디파에 들어와 정착했으며 카넴-보르누 왕국의 일부가 되었다. 카넴부

(Kanembou)인은 차드 동쪽에서 온 사람들로 이슬람을 받아들였고 “Kam”은 카누

리(Kanouri)어로 “남자(man)”를, “Nour”은 아랍어로 “light”를 뜻함으로 “Kanouri”

는 이슬람과 관련된 “빛의 사람(light man)”을 뜻한다.42)

3c0de5.jpg (검색일: 2020.08.26.).
40) UNHCR, 2020b, “Looking Beyond the Emergency Toward Development.” 30 June
2020. https://data2.unhcr.org/en/documents/details/77388 (검색일 : 2020.08.17.).

41) Ibid.
42) Chetima Moustapha, 2018년 12월 16일/28일 인터뷰 자료, “카넴-보르누 왕국과 디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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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2> 2020년 6월 니제르 디파 지역의 난민 상황43)

니제르 초등교육부 장관이며 역사학자인 다우다 마마도우 마르테(Daouda

Mamadou Marthé)44)는 니제르가 보르누 왕국의 일부였고 차드 및 나이지리아와 

하나의 왕국이었다고 설명했다. 16세기까지 니제르 젠다르 북부 지역은 보르누 왕

국의 일부였다는 것을 강조했다. 보르누 왕국은 이드리사 알라우마(Idriss Alaoma,

(Diffa)의 관계.” Direction Regional of Secondary Education(DRES), Professeur
d’Historie et Geographie (김광수 개인 자료). Hassane Laminou, 2018년 12월 16일 인

터뷰 자료, “카넴-보르누 왕국과 디파(Diffa)의 관계.” 니제르 디파대학교(Universite de
Diffa) 교무처장 (김광수 개인 자료).

43) UNHCR, 2020b, “Looking Beyond the Emergency Toward Development.” 30 June
2020. https://data2.unhcr.org/en/documents/details/77388 (검색일 : 2020.08.17.).

44) 그의 저서 1893-1960, 보르누의 북쪽 위성국가: 나이지리아 동부의 식민지 정치변화에 

대하여 (Dans les marches nord du Borno (Bornou): Les mutations politiques
coloniales dans I’Est nigérien (1893-1960))는 니제르와 보르누 왕국의 관계를 설명하

고 있다. 여기서 보르누 왕국과 위성 왕국을 ‘마르세(marches)’로 표현하고 있는데 ‘시장’
이 아니라 보르누 왕국과 위성 왕국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계’ 또는 ‘계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Daouda Mamadou Marthé, Dans les marches nord du
Borno (Bornou): Les mutations politiques coloniales dans I’Est nigérien (1893-
1960), Paris, Harmatta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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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issa Alooma, Idris ibn Ali/Alooma : 1570–1602/03 또는 1580-1617)가 통치

할 당시 가장 강대한 제국을 건설하였는데 그는 아가데즈(Agadez), 빌마(Bilma),

아이르(Air)까지 정복했고 그의 영토는 현재의 차드, 카메룬, 니제르, 나이지리아까

지 이어졌다. 보르누 왕국의 수도는 나이지리아 국경 근처로 디파와 메이네에서 각

각 약 20km 떨어져 있는 부리니 가자르가무(Birni N’gazargamou)였고 현재의 요

베(Yobbé) 주다. 이곳에 술탄이 있으나 보코하람의 테러를 피해 현재 나이지리아

의 마이두구리(Maidougouri)에 있다.45)

디파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메이네 소로와(Mainée Soroa) 왕국

은 1700년경 시작된 왕국으로 사하라 무역로에 있었기 때문에 카넴-보르누 및 하

우사 왕국과 교역을 했던 왕국이었다. 메이네 소로와 왕궁의 대변인인 불라마 아리 

카첼라 카첼루(Boulamou ari Katiella Katiellou)는 보코하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보코하람은 ‘보이지 않는 적’이며 무슬림이 아니라 테러집단이라고 설명

했다. 보코하람은 음식도, 돈도 없는 집단이며 문맹들이라고 설명했다. 보코하람의 

시작은 디파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마을에서 경찰관을 한 명 죽이면서 시작되

었다고 설명하고 보코하람은 현지인은 공격하지만 외국인을 공격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목적도 없이 여자와 아이를 공격하고 있어 이곳 현지인들도 매우 싫어

한다고 설명하였다. 보코하람의 준동에는 서구인이 총을 주어 테러를 하게 했으므

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보코하람이 이슬람이라는 

종교와는 관련이 없는 테러집단이라고 정의했다.46)

2019년 4월 이후 나이지리아 북서부 지역의 치안 상황이 악화하였으며, 특히 소

코토(Sokoto), 카치나(Katsina), 잠파라(Zamfara) 주에서 새로운 무장조직이 등장

했다. 나이지리아 당국에 따르면, 이러한 무장조직의 공격은 카치나 주에서 

45) Daouda Mamadou Marthé, 2019년 1월 2일 인터뷰 자료. “니제르와 카넴-보르누 왕국

과의 관계.” 역사학자이며 초등교육부 장관(Ministre de I’Enseignement Primaire, de
I’Alphabétisation, de la Prmotion des Langues Nationales et de I’Education Civique)
(김광수 개인 자료).

46) Boulamou ari Katiella Katiellou, 2018년 12월 27일 인터뷰 자료. “보코 하람” 디파

(Diffa) 마이네 소로아(Mainé Soroa) 왕궁 대변인 (김광수 개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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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훔치는 행위, 다른 민족집단의 농부들과 목동의 충돌, 그리고 자경주의

(vigilantism)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니제르의 마라디 지역

과 나이지리아의 카치나 주 당국은 국경을 초월하여 무장조직들을 제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무장조직이 유괴를 선호하고 지역 주민들 사이

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상황은 급격히 악화하였고, 이에 따라 

난민 발생과 유입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폭력 증가 결과, 약 20,000명의 난민

이 이웃한 니제르 마라디 근처의 구이단 룸지(Guidan Roumdji)로 피신했다.

UNHCR는 2019년 6월 9일 마라디 주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나이지리아

에서 새로 유입된 난민들이 마체트(machete)의 사용, 납치, 성폭력 등 민간인을 상

대로 극도의 폭력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9년 6월 10일 현재, 총 난민 수는 

16,871명으로 파악되었다.47)

<지도 3> 2020년 6월 30일 니제르 마라디의 난민현황48)

47)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2019,
“Emergency Plan of Action (DPoA): Niger: Population Movement.” 24 June 2019.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Niger%20Population%20Move
ment%20Maradi%20EPOA.pdf (검색일: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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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북서부의 안보 및 치안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이웃한 니제르의 마라

디 지역은 2019년 4월부터 무장조직, 민병대, 정체불명의 범죄 조직으로 인해 불안

감이 고조되고 있다. 나이지리아 연방정부가 군과 경찰을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여 마라디 지역의 구이단 룸지 지방정부로 난민의 이동이 발

생했다. UNHCR이 CNE와 공동으로 확인한 난민은 2019년 6월 10일 현재 1만 

6871명(3220가구)다.49)

나이지리아 북서부 주에서 2018년 9월부터 비국가 무장조직(Non-State Armed

Groups : NSAG, 이후 NSAG로 기술)의 공격으로 살해, 약탈, 납치 등으로 수만 

명이 니제르의 마라디 지역으로 피신했다. 이 지역의 총 나이지리아 난민 수는 현

재 7만 명을 넘고 있다. 2020년 5월 27일 나이지리아 소코토 주에서 발생한 사본 

비르니 학살 사건이 자행된 이후, UNHCR 파트너들은 6월에 수천 명의 신규 난민

을 수용했다. 게다가, 니제르에서 NSAG의 반복적인 침입은 23,000명 이상의 국내 

실향민을 발생시켰다.50) 사보 비르니 사건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범죄 조직

의 공격이 잔인하고 가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마라디 지역

의 안보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게다가, 무장조직의 니제르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과 테러는 상당한 국내 실향민을 발생시켰고 인도주의 활동에 위협이 되고 

있다.51)

48) UNHCR, 2020f, “Update Maradi Emergency.” July 2020. https://reporting.unhcr.
org/sites/default/files/UNHCR%20Niger%20-%20Factsheet%20Maradi%20Situation
%20-%20July%202020.pdf (검색일: 2020.08.17.).

49)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2020,
“Emergency Plan of Action Final Report: Niger/Maradi: Population Movement.” 12
August 2020.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MDRNE023dfr.
pdf (검색일: 2020.08.17.).

50) M Abubakar, 2020, “Sokoto killings: ‘How gunmen kill nearly 60 pipo’.” 28 May
2020. BBC Nesw. https://www.bbc.com/pidgin/media-52830860 (검색일: 2020.08.18.).

51) UNHCR, 2020f, “Update Maradi Emergency.” July 2020. https://reporting.unhcr.
org/sites/default/files/UNHCR%20Niger%20-%20Factsheet%20Maradi%20Situation
%20-%20July%202020.pdf (검색일: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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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의 확산과 보코하람

4.1. 사헬지역의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의 확산

사헬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 사이의 지역 간 이주(trans-regional migration)와 

비교하면 지하디즘이 사헬지역으로 확산한 것은 1990년대 후반으로 현상이었으며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 사헬지역의 지하디스트들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출현했다. 첫 번째 통로는 북쪽의 알제리에서 시작되었고 말리를 목표로 했다.

1990년대 후반 알제리군이 지하디스트와 반군들을 성공적으로 진압하자 알제리 북

부와 중부의 카빌 산맥(Kabylie Mountains)에 본부를 두고 있는 새로운 분파인 

설교와 전투를 위한 살라피스트조직(Group Salafiste de Préducation et de

Combat : GSPC ; Salafist Group for Preaching and Combat, 이하 GSPC로 기

술)은 알제리의 사하라 사막 출신 목타르 벨목타르로 알려진 칼레드 아부 알바스

(Khaled Abu al-Abbas)의 지도로 말리에 전초기지를 만들기 위해 활동했다.

2006년 말 GSPC는 AQIM으로 이름을 바꾸어 활동하였고 미국이 이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한 중요한 이유였다. GSPC는 내전 기간에 알제리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한 폭력적인 테러리스트 조직인 이슬람 무장조직(Groupe Islamique Armé :

GIA, Armed Islamic Group of Algeria, 이하 GIA로 기술)에서 분리된 조직이다.

1990년대에 GIA는 알제리 보안군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고 테러를 감행했고 프

랑스에서도 일련의 테러를 감행했다. 1998년 GIA의 하산 하타브(Hassan Hattab)

는 조직을 탈퇴하여 불필요한 민간인을 공격의 표적으로 삼지 않겠다는 분명한 목

표를 표방하고 GSPC를 설립했다. GSPC의 성장은 극적인 전략적 전환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에 내전은 서서히 전면적인 충

돌(all-out conflict)에서 저강도 분쟁(low-intensity insurgency)52)으로 변화했는

데, 알제리는 지하디스트 전사에게 사면을 추진하는 동시에 일련의 성공적인 군사 

52)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또는 심리적 목표 달성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된 정치⋅군사적 투

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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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2003년에, 하산 하타브 대신 나빌 샤라오우이(Nabil

Sahraoui)가, 그리고 2004년에 나빌 샤라오우이가 사망한 후에는, 압델말렉 드루

크델이 GSPC를 이끌었다. 2007년, GSPC는 공식적으로 AQIM으로 재탄생하여,

전 세계적인 지하디스트 전략과 전술을 전개했다. 그 후, AQIM은 2007년 4월과 

12월에 알제리의 수도를 공격하여 수십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가장 파괴적인 공

격을 감행했다. 이러한 공격은 AQIM의 새로운 전술을 강조한 것으로 이 조직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저항세력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살 폭탄 테러를 사용

했다.53)

벨목타르는 10년 동안 사헬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 이슬람 조직과 관계를 발전시

키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있는 알카에다 본부와 관계를 맺고 GSPC의 활동

을 확대했다. 벨목타르는 사헬지역의 주요 종족의 딸들과 전략적으로 결혼함으로

써, 지역 종족으로부터 보호받고, 사하라 전역의 돈세탁 네트워크와 기본적인 소비

품목의 밀수 루트에 접근하였다. 그의 활동은 나중에 이 지역에 진출하려는 다른 

지하디스트들에게 사례를 제공했다. GSPC가 알카에다에 통합되면서 AQIM은 사

헬지역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지역을 두 개의 행정 지역으로 나눴다. 한 지역은 벨

목타르가 지배하는 알제리 남서부, 말리 북부, 모리타니였고, 두 번째 지역은 이전

의 GSPC 출신 알제리인 아부 제이드(Abu Zeid)가 지배하는 말리 북동부, 니제르 

북부, 차드 서부 지역이었다.54)

지하디스트들이 사헬지역으로 진출한 두 번째 길은 남쪽의 나이지리아 북부로 

처음에는 니제르와 차드 호수를 목표로 삼았다. 2000년대 초⋅중반에 나이지리아 

북부 보르노 주의 마이두구리(Maidugri)에서 출현한 유수피야 보코하람

(Youssoufiyya Boko Haram) 지지자들은 니제르 남부 디파에 은신처를 두고 있

53) Dario Cristiani, “The Sahelian Crisis and the Arab Spring” 2014, pp.1-2.
54) Rasmus A. Boserup & Luis Martinez, Europe and The Sahel-Maghareb Crisis,
2018, p.10. Global Initiative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15, “Libya:
Criminal Economies and Terrorist Financing in the Trans-Sahara.”
https://globalinitiative.net/libya-criminal-economies-and-terrorist-financing-in-the-
trans-sahara/ (검색일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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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번창하는 카누리족 무역상들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디파의 중앙 모스크를 중

심으로 조직된 보코하람은 젊은 나이지리아인을 동원하고 가솔린, 무기, 식량 등을 

정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헬지역의 후방기지를 구축했다. 2009년 보코하람의 

정신적 지도자인 모하메드 유수프(Mohammed Yusuf)가 붙잡혀 처형된 이후, 사

헬지역에서 보코하람의 존재는 북아프리카의 알카에다와 관계를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세력이 약해졌다. 따라서 현 지도자인 아부바카르 셰카우(Abubakar

Shekau)는 차드 호수에서 사헬지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내부 반대와 도전에 직면해 왔다. 보코하람은 여전히 리비아 남부, 니제르, 차드를 

거쳐 나이지리아로 가솔린, 무기, 식량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지금

까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밀수 네트워크와 노선에 대한 

이러한 통제는 보코하람이 지방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갖추고 있었다

는 것을 의미한다.55)

사헬지역의 지하디즘은 2000년대 초반 알제리와 나이지리아의 ‘탄압’을 피해 도

망친 이슬람의 ‘지역의 통치자’인 에미르(emir)의 주도로 조직되어 활동이 미약했

으나, 이후 몇 년간 이들의 활동은 급격히 성장했다. 실제로, 오늘날 사헬지역은 독

립적으로 또는 알카에다와 IS와 같은 지역 및 국제 네트워크 및 조직과 어느 정도 

안정적인 연합을 맺고 있는 여러 지하디스트 조직의 본거지가 되었다. 예를 들어,

말리는 지하디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이며, 2012년 지하디스트의 말리 

북부 지역 합병을 막기 위해 프랑스 주도의 대테러방지 노력이 진행되었으나 마시

나자유전선(Macina Liberation Front : MLF, Force de libération du Macina 또

는 Macina Brigades)같은 지하디스트의 활동을 완벽하게 차단하지는 못했다. 지

역 간 이주와 마찬가지로 지하디즘의 위협은 주로 사헬지역에서 해당 국가들의 취

약한 통치력과 리비아의 붕괴로 인해 유럽의 문제로 다가왔다. 따라서 2013년 이

후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국가의 취약함, 증가하는 지하디스트의 확

대와 지역 간 이동 증가라는 복합적인 요인이 사헬지역을 유럽의 외교 및 안보 우

55) Rasmus A. Boserup & Luis Martinez, Europe and The Sahel-Maghareb Crisis,
2018,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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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에 올려놓게 만들었다.56)

4.2. 보코하람의 출현과 활동

알샤바브(Al-Sahbab)와 마찬가지로 보코하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여러 주장이 있다. 가장 신빙성 있고 사실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주장 중 

하나는 아부바카르 로완(Abubakar Lawan)이 1995년 마이두구리에 무슬림청년조

직(Ahlulsunna wal’jama’al hijra, Muslim Youth Organization : MYO)을 설립

했다는 것이다. 이 조직은 학교와 모스크를 운영했고 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영

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57)

당시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많은 부모가 공

립학교보다는 이슬람 종교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이 

조직이 출발한 시점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분위기가 팽배했던 시기였다.

로완의 지도로 MYO는 이슬람 교육에 초점을 맞춘 비폭력 조직으로서 7년간 계속

되었다. 그러나 2002년 모하메드 유수프로 알려진 무스타파 모두 존(Mustapha

Modu Jon)이 이 조직을 이끌면서 급진화했다.58)

수년간 유수프는 살라피스트 교리와 특히 세속적인 교육 문제에 관해 나이지리

아 이슬람운동(Islamic Movement in Nigeria : IMN)의 지도자인 자파르 아담

(Jafa’ ar Adam)에 공개적으로 도전하기 시작했다. 아담은 서양의 교육이 북부의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지만, 유수프는 이슬람교도들이 서양의 교육

의 모든 측면(세속적인 과목을 가르친 무슬림 학교 포함)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

56) Ibid, pp.11-13.
57) J. Maszka, Al-Shabaab and Boko Haram: Guerilla Insurgency or Strategic
Terrorism?, New Jersey, World Scientific, 2018, 151-152.

58) A. Ajayi, “‘Boko Haram’ and Terrorism in Nigeria: Exploratory and Explanatory
Notes. “Global Advanced Research Journal of History,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2012, pp.103-107. R. Pantucci & S. Jesperson, “From Boko
Haram to Ansaru: The Evolution of Nigerian Jihad.” Occasional Paper, April,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RUSI),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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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유수프는 세속적인 교육이 쿠란과 마호메트의 언행록인 하디스(hadith, 복수

는 ahadith) 둘 다와 모순되고, 이슬람 사회를 타락시키며, 샤리아에 기초한 이슬

람 정치 질서의 확립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59)

보코하람은 셰카우의 지도 하에 탁피리(takfiri : 급진적인 이슬람교도로서 다른 

이슬람교도를 추방하거나 배교 혐의로 고발)를 채택했다. 셰카우는 이븐 타이미야

(ibn Taymiyyah)까지 거슬러 올라가 ‘탁피리’ 이데올로기를 추적했다. 보코하람은 

마이타트시네(Mallam Maitatsine)60)와 마찬가지로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지도층

이 부패했다고 보고 세속적인 나이지리아 연방 공화국의 전복을 촉구했다.61)

보코하람은 성공적으로 수년 동안 다양한 수준의 살라피스트 교리를 북부 나이

지리아의 강력한 전통인 이슬람 부흥운동인 타즈디드(tajdid)62)와 결합했는데, 이

는 19세기 우스만 단 포디오(Usman dan Fodio)가 세운 소코토 칼리파(Sokoto

Caliphate) 제국에서 마이타트시네 폭동(Maitatsine Riot)63)까지 그리고 심지어 

59) J. Maszka, Al-Shabaab and Boko Haram: Guerilla Insurgency or Strategic
Terrorism?, 2018, pp.152-153. J. Zenn, Leadership Analysis of Boko Haram and
Ansaru in Nigeria. West Point, NY, Combating Terrorism Center, 2014.

60) 말람 마이타트시네(Mallam Maitatsine)라는 별명을 가진 말람 무함마두 마르와(Mallam
Muḥammadu Marwa)는 카메룬 출신으로 ‘나에게 동조하지 않는 모든 사람’ 위에 하나

님의 ‘저주(tatsine)’가 내리기를 간청한 인물로 전해지고 있다.
61) A. Kassim, “Defining and Understanding the Religious Philosophy of Jihadi-
Salafism and the Ideology of Boko Haram. “Politics, Religion & Ideology, 2015,
pp. 173-200. V. Thomson, “Boko Haram and Islamic Fundamentalism in Nigeria.”
Global Security Studies, 2012, pp.46-60.

62) 이슬람은 이슬라흐(Islah)와 타즈디드(Tajdid)라는 말로 개혁을 이야기한다. ‘이슬라흐’는 

코란에 나오는 말인데, ‘개혁’으로 번역한다.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마다 신(神)은 예언자를 보내어 인류를 바른길로 인도하면서 잘못된 믿음과 관습을 개혁

한다. 즉 신의 부르심을 받은 예언자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살 것을 요구한

다. 타즈디드는 ‘새롭게 한다’는 동사에서 파생한 동명사로 ‘쇄신(刷新)’으로 번역하는 것

이 가장 어울리는 단어다. 예언자 무함마드 언행록(言行錄)을 보면 무함마드는 세기마다 

신이 무잣디드(Mujaddid), 즉 무슬림 공동체에 ‘쇄신자’를 보내어 무슬림들의 믿음을 새

롭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박현도, 2017, “알 아프가니 등, 19세기 후반에 ‘기독교의 루터’
처럼 이슬람 종교개혁 주장.” 월간조선 12, 2012.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
viw.asp?ctcd=D&nNewsNumb=201712100034 (검색일: 2020.08.14.). (박현도 2017).

63) Harvard Divinity School, “The Maitatsine Riots.” https://rlp.hds.harvard.edu/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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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카두나의 미스 월드 폭동(Miss World Riot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64)

보코하람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모두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

는 군사동원 단계(2003-2009)로 카리스마가 강한 모하메드 유수프의 지도로 조직

원이 나이지리아 북부 주에서 샤리아법의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원

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은밀한 활동시기(2009-2013)로 유수프가 경찰에 연행되던 

중 사망한 후 셰카우의 새로운 지도력 아래 재등장한 시기다. 그는 비대칭전을 위

해 은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젊은이를 전사로 활용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세 번

째 단계는 나이지리아가 국가비상사태를 실시한 시기(2013-2015)로 나이지리아 

군의 강력한 대응에 보코하람은 영토를 점령하고 의식적으로 군을 자극하여 민간

인들의 죽음을 초래하였다. 네 번째 시기는 폭력이 지역화한 시기(2015년 이후)로 

인접 국가인 니제르, 카메룬, 차드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민간인, 시장, 자동차 

주차장, 종교 장소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으로 게릴라전을 벌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65)

보코하람의 전략적 목표는 조직의 다양한 구체화를 통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

다. 이 조직은 평화적인 이슬람 조직에서 민간인을 목표로 지하디스트 활동으로 전

환했다. 그러나 여전히 보코하람은 이념이나 전술적 접근과 관계없이 부패한 나이

지리아 정부의 타도, 샤리아법의 제정, 나이지리아 사회의 이슬람화 등을 일관되게 

추구해 왔다. 이 조직은 2014년 여름부터 잠시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을 점령했지

만, 자칭 나이지리아 칼리파를 선언할 정도로 영토를 확대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명

확한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 보코하람은 이후 무작위적인 도시나 마

을을 공격하는 게릴라식 전술로 되돌아갔다. 이는 보코하람의 군사적 능력이 현저

히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66)

maitatsine-riots (검색일: 2020.08.14.).
64) J. Maszka, Al-Shabaab and Boko Haram: Guerilla Insurgency or Strategic
Terrorism?, 2018, p.161.

65) S. Plambech & Signe M. Cold-Ravnkilde, “Defeating Boko Haram Requires a
Multifaceted Approach.” Copenhagen, Danis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Research Report, 2016, p.2.

66) J. Maszka, ibid, 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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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는 2003년 유수프가 지도자가 된 이후부터 2009년 7월 30일 유수프가 사

망한 시기다. 1단계에서는 확실한 지하드스트 성향의 작전을 계속했다. 비록 보코

하람의 첫 번째 공격이 어업장소와 농경지를 놓고 카남마(Kanamma) 지역 주민들

과 벌인 사소한 다툼이었지만, 이 조직은 주로 보안군 및 경찰과 충돌했다. 그것은 

특별히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나이지리아 정부를 타도하고 정치적 

양보를 강요하기보다는 샤리아법을 도입하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고려할 때, 보코

하람은 1단계에서 전략적 테러를 채택한 것이 아니라 게릴라 공격이라고 하는 것

이 더 타당하다. 그러나 2단계 이후에는 이념과 전술의 급격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8월부터 보코하람은 지도자를 바꾸고 ‘탁피리’ 노선을 채택하며 민간

인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보코하람의 전략적 목표는 나이지리

아 정부의 타도이지 정치적 양보를 위한 국가의 조작은 아니었다.67)

보코하람이 폭력사태를 일으킨 이유와 그들의 목표에 대해 상당한 논쟁이 있다.

보코하람에 대한 나이지리아 정부의 대응은 주로 강력한 군사적 대응과 정보기관 

및 보안 기관의 활동 강화를 통해 폭력을 근절할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일부는 최소한 문제의 근본 원인과 테러 조직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불안을 파악하

는 반폭력극단주의(Counter Violent Extremism: CVE)의 접근법을 지지했다. 아

델라자(Adesoji O. Adelaja)가 진행한 보코하람에 대한 경험적 조사는 보코하람의 

근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보코하람의 근본 원인은 실업, 빈곤, 경제 문제, 정

부에 대한 혐오, 극단적인 정치 이념, 극단적인 종교 감정과 일부 정치인들의 조작

이라고 했다. 둘째, 보코하람의 주요 목적은 보안군에 대한 복수라고 했다. 그러나 

더 많은 응답자가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과 싸우고, 정치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보

코하람의 목표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볼 때, 보코하람에 대한 

여론은 엇갈리고 있으며, 일부 여론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제시하는 목표와 완전히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68)

67) J. Maszka, ibid, p.162.
68) Adesoji O Adelaja et al., “Public Opinion on the Root Causes of Terrorism and
Objectives of Terrorists: A Boko Haram Case Study.” Perspectives on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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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헬지역 문제의 국제화와 북아프리카, 지중해 및 유럽의 안

보 문제

보코하람 문제는 나이지리아 북부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 및 국제적 성격을 띄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새로운 행위자들이 이 문제에 개입했다.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니제르, 차드, 카메룬, 그리고 베냉이, 외부에서는 미국, 프

랑스, 아프리카 연합(AU), 그리고 보코하람이 2015년 3월에 지부로 선언한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 : IS) 등이다.69)

2015년 3월 보코하람은 IS에 충성을 맹세하고 “서아프리카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 in West Africa)”가 되었다. 이로 인해 보코하람은 알샤바브와 AQIM처럼 

급진적인 아프리카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과 연관되었다.70) IS는 2016년 보코하람

을 성장하게 하고 공식화하는 데 기여했다. IS의 군사적 기여는 상당히 제한적이

었다고 볼 수 있지만, 보코하람의 선전과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보코하람의 지역화는 나이지리아의 이웃 국가인 니제르, 카메룬, 차드에 세 가지 

중요한 비용을 초래했다. 첫째, 인명 손실, 재산 파괴, 그리고 영토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의 영향이다. 둘째, 수백만 명의 난민이 포함된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했고, 굶주림과 기아에 직면했다. 마지막으로 나이지리아보다 정치와 

사회가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이웃 국가의 정치와 사회에 위기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장기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되었다.71)

사헬지역의 위기는 북아프리카의 힘의 균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두 지

역은 비록 불균형적이고 전략적인 관계이지만 상호의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

2018, p.35.
69) A. Thurston, Boko Haram: The History of an African Jihadist Move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8, p.241.

70) S. Plambech & Signe M. Cold-Ravnkilde, “Defeating Boko Haram Requires a
Multifaceted Approach.” 2016, p.2.

71) A. Thurston, ibid, p.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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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국가들은 사헬지역의 취약한 국가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구조화된 국가

들이다. 비록 남부 지역에 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지만, 남부 국가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 문제로 부상했다. 예를 들어, 알제리가 보안군

을 통해 알제리 남부 국경과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2013년 1월 초 알제리 남부 도시 인아메나스(In

Aménas)에서 발생한 테러72)는 북아프리카 국가들이 남부 국경 지역의 안보를 확

보하기 위해 노력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반면에 사헬지역 국가들은 북

쪽의 정치적, 안보적 도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시달리고 있다. 이미 언급한 가혹한 지구물리학적 환경, 느슨한 국가적 응집력, 그

리고 그들 자신의 국가 영토에 대한 효과적인 통치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헬지역 

국가들의 취약성은 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안보와 정치적 도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사헬지역 국가의 불안정은 이웃하고 

있는 남쪽 국가들 예를 들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에 의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제한된 정치적, 경제적 자원은 이러한 다양한 지역적 위협과 불안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북아프리카 남쪽에 발생하고 있는 

위기는 전체 지역의 미래 안정과 그들의 순조로운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

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73)

최근 유럽 난민문제는 크게 늘어난 난민들로 인해 민족주의 감정이 커지고 EU

내 국가 간 책임전가(blame game)의 ‘난민 떠넘기기’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현 사태가 정치외교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난민위기가 점점 확산된다면 기존의 

EU 통합의 성과와 의미 자체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74)

72) 2013년 1월 16일 벨목타르가 이끄는 알카에다 연계 테러범들이 알제리 인아메나스 인근 

티간투린(Tigantourine) 가스 시설에서 국외 인질을 납치한 사건이다. 1월 19일 알제리 

특수부대의 공격으로 상황은 종결되었다. 정확한 수는 아니지만 685명의 알제리인과 107
명의 외국인 중 약 39명의 외국인 인질이 사망했고 29명의 테러리스트가 살해되었다.
The Guardian, 2013, “Algeria Hostage Crisis: The Full Story of the Kidnapping in
the Desert.” 25 January, 2013.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
2013/jan/25/in-amenas-timeline-siege-algeria(검색일: 2020.08.30.).

73) Darui Cristiani, “The Sahelian Crisis and the Arab Spring” 2014,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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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이전과 비교했을 때, 아프리카 국가들은 난민과 망명 정책에 더 제한적으

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주로 망명과 연계된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 위협과 

지속 불가능한 수의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을 유치하는 데 따른 경제적, 환경적 부

담이 큰 데 기인한다. 9/11 이전에는 모든 난민들이 객관적인 이유에 근거하여 일

응(一應) 인정을 받았던 데 비해 9/11 테러 이후 테러리스트의 위협은 몇몇 국가들

이 난민 집단과 망명 신청자들에 대해 다르게 반응하도록 자극했다. 9/11 이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난민 보호 규범에 대한 촉진은 상당히 훼손되었다. 2017년 

11월 2일 유엔난민기구(UNHCR) 대표인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가 유엔 

안보리에서 아프리카의 난민 수용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울려 퍼진 두 가지 문제를 

강조하였다. 첫 번째 문제는 유엔난민기구 아프리카프로그램(UNHCR-Africa

programs)의 심각한 자원 부족 또는 자금 부족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유엔난민기

구(UNHCR)의 아프리카 난민 위기 대응 노력이 좌절되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러한 위기를 초래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관심의 결여”라

고 지적했다.75) 이 두 가지 부각된 문제는 북반구 선진국과 아프리카의 주요국 정

상들의 약속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첫째는 난민 책임/부담 분담에 대한 국제 

협력과 테러/폭력 극단주의에 대항하는 국제협력이다. 둘째, 아프리카의 평화를 중

개하거나 분쟁을 해결하려는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지다.76)

북반구 선진국 지도자들은 유엔난민기구(UNHCR)의 예산, 평화유지 임무, 폭력

이 발생하고 있는 중심지역(hotspots)에 인도주의적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는 핵심

적인 기여자이다. 이 국가들은 또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갈등

을 유발하는 정치적 교착상태를 타개할 능력이 있다. 또한, 난민 수용과 테러의 분

쟁지대와 이웃하고 있는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도 핵심적인 행위자이다. 유엔난민

74) 이신화, 분쟁과 난민의 역학: 아프리카 난민의 인도적 위기와 안보적 위협 , 21세기정치

학회보, 27권 1호, 21세기정치학회, 2017, p.152.
75) UNHCR, 2017, “Statement to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by Filippo
Grandi,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02 November 2017.
http://www.unhcr.org/59fb25ad4 (검색일: 2020.08.05.).

76) Judith E. Avedi, Post 9/11 Security-Humanitarian Dilemma: Analysis of Refugee
and Asylum Policies in Africa 2018,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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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UNHCR),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그리고 북반구 선진국의 정상급 지

도자들과의 협력은 난민 보호와 대(對)테러(Counterterrorism: CT) 및 반폭력극

단주의(CVE) 규범의 촉진에 매우 중요하다.77)

6. 나가는 글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의 국내 테러에 대해, 일부 연구들은 보코하람의 출현을 

나이지리아의 엘리트 정치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78) 보타와 다른 학자들(Botha

et al.)은 “보코하람은 정치인들의 후원을 받는 정치 구조다.”라고 주장했다.79) 음

바와 다른 연구자들(Mbah et al.)에 따르면 보코하람은 특히 야르아두아(Umaru

Musa Yar’Adua) 대통령 사망 이후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북부와 남부의 정

치 엘리트의 투쟁 속에서 출현했다는 것이다.80) 2011년 조나단 굿럭(Jonathan

Goodluck)의 재선은 북부의 정치 엘리트들이 파괴의 도구로 보코하람을 이용하도

록 했다고 주장했다.81)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보코하람의 출현을 충분히 설명하

지 못하는데, 다른 정치적, 사회적 현상이 보코하람의 출현과 활동에 기여했기 때

77) Ibid, p.99.
78) Efehi R. Okoro, “Terrorism and Governance Crisis : The Boko Haram Experience
in Nigeria.” African Journal on Conflict Resolution 2014, pp.121-122. P, Mbah et
al., “Elite Politics and the Emergence of Boko Haram Insurgency in Nigeria.”
Trames, 2017, pp.177-178.

79) A. Botha et al., 2017, Understanding Nigeria Citizens’ Perspectives on Boko
Haram.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Monograph number 196, p.68.http://issafrica.
s3.amazonaws.com/site/uploads/monograph196.pdf (검색일: 2020.10.06.).

80) P, Mbah et al., “Elite Politics and the Emergence of Boko Haram Insurgency in
Nigeria.” 2017, p.181.

81) A. Pichette, 2015, “The Rise of Boko Haram : An Analysis of Failed Governance.”
Illinois Wesleyan University Outstanding Gateway Papers 9, p. 5.https://
digitalcommons.iwu.edu/cgi/viewcontent.cgi?article=1008&context=gateway (검색일:
2020.10.05.). Efehi R. Okoro, “Terrorism and Governance Crisis : The Boko Haram
Experience in Nigeria.” 2014, pp.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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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예를 들어, 일부 학자들은 이 조직의 출현이 급진적인 극단주의 세력이 부

상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북부의 잘못된 통치(bad governance), 부패, 경제적 박탈

감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해왔다.82)

난민 발생과 이웃 국가로의 유입은 국가 안보와 지역 안보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통치의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국제사회가 테러리즘과 폭력적인 극단

주의 위협에 맞서 군사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난민 발생 요인을 고찰하고 

난민 발생국과 수용국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하고 있는 국가들과 상호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난민 문제는 국가 문제이며 지역적⋅국제적 문제이기 때문

이다.

이런 의미에서 플람베크와 콜드-라븐킬데(Plambech and Cold-Ravnkilde)가 

제안한 보코하람을 근절하는 방법은 의미가 있다. (1) 방위군(Defense forces)은 

테러 진압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피하기 위해 지역테스크포스(regional taskforce)

를 지원해야 한다. (2) 반란의 근본 원인, 즉 정치 및 경제적 주변부화를 해결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북부의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3) 보코하람 내에서 여성의 역할

과 보코하람에 반대하는 시위대의 역할은 향후 개입과 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4) 국제 기부자와 행위자들은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지원과 함께 이 지역의 개발

을 위해 장기적인 지원과 기여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83)

본 논문은 사헬지역 국가들이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의 폭력을 근절시키지 못하

는 데서 비롯되는 일련의 위협과 도전이 북아프리카, 지중해 및 유럽에 새로운 안

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해결을 위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사헬지역과 북아프리카는 식민지배와 독립 이후 서로 교류와 협력을 

82) Adesoji O Adelaja et al., “Public Opinion on the Root Causes of Terrorism and
Objectives of Terrorists: A Boko Haram Case Study.” 2018, p.39. P, Mbah et al.,
“Elite Politics and the Emergence of Boko Haram Insurgency in Nigeria.” 2017,
p.174.

83) S. Plambech & Signe M. Cold-Ravnkilde, “Defeating Boko Haram Requires a
Multifaceted Approach.” 2016,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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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히 하지 못했고 분리되었으나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과 테러리스트들로 인해 

이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보아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사헬지역, 북아프리

카, 지중해 및 유럽 간의 상호 연관성이 안보라는 측면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현실은 지역 협력과 다자간 협력을 더욱 촉진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북아프리카의 지역 강대국과 사헬지역 국가의 직접적인 협력이 절대적으

로 필요하며 지중해 및 유럽국가의 접근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리비아의 완전한 국가 붕괴를 포함한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북아프리카의 주

요 강대국 중 몇몇 국가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약화했고, 유럽 강대국들은 사하라 

전역의 지역 간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거의 포기했다. 그러나 프랑스와 유엔

은 유럽의 이익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2011년 카다피 붕괴

에 대한 지원부터 2013년 말리와 사헬지역을 안정화하려는 노력까지 단기적인 전

술적 목표에 집중하고 있다. 사헬지역 문제의 지역화와 국제화로 인한 안보위기를 

줄이는 방법은 즉각적인 안보 또는 인도주의적 개입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사헬

지역 국가와 북아프리카 지역 강대국과 긴밀한 다자간 협력하에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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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Recherche sur les problèmes

des réfugiés de francophone Niger dans

la région de Diffa et Maradi

KIM Kwang-Su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Un des pays francophones, Niger est le membre du Sahel G5 et se situe

dans une région très importante géopolitiquement . La raison en est qu’il est

relié à l’Afrique du Nord par le Sahara et à l’Afrique de l’Ouest et centrale

au sud.

Les conflits aux pays voisins comme le Nigeria, le Tchad et le Mali ont

provoqué un afflux important de réfugiés au Niger. De ce fait, le Niger est

devenu le centre des réfugiés qui veulent traverser l’Afrique du Nord pour

arriver en Europe. C’est pourquoi le règlement du problème des réfugiés au

Niger devient ainsi un problème de la coopération étroite entre le Niger, les

pays du Sahel, l’Afrique du Nord et l’Europe.

Le groupe terroriste ‘Boko Haram’ a attaqué le Tchad, le Cameroun et le

Niger dans le nord-est du Nigeria depuis plus d’une décennie, ce qui a

provoqué l’instabilité du Sahel. Boko Haram s’est engagé à adhérer à ISIS

en 2015 et s’est déclaré comme de véritables dirigeants de la socié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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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ériane depuis 2016. Jusqu’à présent, environ 20,000 personnes ont été

tuées par le groupe terroriste Boko Haram, et plus de 2 millions de

personnes ont quitté leurs foyers pour devenir des réfugiés.

L’objectif de cette recherche est de suggérer que de nouvelles perceptions

sont nécessaires pour résoudre le problème des réfugiés nigériens à Diffa et

Maradi du Niger. En reconnaissant que le problème des réfugiés nigériens

est directement lié à la sécurité du Sahel, de l’Afrique du Nord et de

l’Europe, on suggère que le pays du Sahel, l’Afrique du Nord, la

Méditerranée et l’Europe collaborent ensemble et de manière systématique

pour résoudre le problème des réfugiés.

주제어 : 니제르, 난민, 보코하람, 난민정책, 프랑스어권 지역

Mots-clés : Niger, réfugié, Boko Haram, politique des réfugiés, région

franco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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