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ETI, 하이엔 복구 노력 지원 

 

 

Baltz Tribunalo 재해경감 대책위원회 책임자는 필리핀에서 GETI 훈련이 발전을 통한 재해경감 결의를 강화했다고 언급했

다. 

 

2014년 3월 10일 인천- 필리핀 세부(Cebu)는 국토의 상당부분을 파괴한 태풍 하이엔 이후 4개월

이란 기간 동안 복구모델로 부각되었다. 

 

Baltz Tribunalo 세부 재해경감대책위원회 책임자는 UN재해경감국제전략기구(UNISDR)의 주요역량

강화노력을 포함해서 몇 가지 요소들을 밝혔다.  

 

인천에 위치한 UNISDR의 국제재해경감교육연수원(GETI)과 일본 고베의 국제복구플랫폼의 전문가 

트레이너들은 세부의 재해복구계획 연수회에서 재해경감에 대한 교훈뿐만 아니라 지역 복구계획

을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멘토링을 제공했다.  

기후대응형 재해위험관리에 관해 Hilario Davide III 필리핀 세부(Cebu) 주지사를 보좌하는 Baltz 

Tribunalo 씨는 “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요소는 재해위험경감이 복구와 재건에 있

어서 중앙적인 역할을 할 부서가 필요하다라는 일관된 교훈을 준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 “정확한 위험평가에 근거한 계획 없이는 복구와 재건을 이룰 수 없다. 이번 워크샵에서 개발이

라는 명목이 재해경감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말했다. 



Tulang Diyot섬에서 태풍 하이엔에 대비한 성공적인 사전평가 실시 덕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한 Al Arquillano 전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필리핀 외부에서 얻은 정보와 경

험들에 감사를 표했다. 

전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이어서 “인도네시아와 일본 및 다른 국가들에서 재해에 대해 매우 유용

한 이야기들을 들었다. 이 훈련으로 크게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충분한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기구들을 구축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과 두 번째, 우리 모두가 다

시 기본으로 돌아가 다가올 재해의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동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 

 

3일간 세부뿐만 아니라 레이테와 사마르 인접지역의 시장들과 기술전문가들을 포함해 48명의 참

가자들이 GETI(국제재해경감교육연수원)와 함께 했다. 

Davide III 주지사는 지역사회들로부터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확실한 권한을 가진 세부

(Cebu) 재해경감대책위원회를 설립했다. 세부 재해경감대책위원회는 필리핀 현지어인 따갈로그로 

Pagling-on이라 불린다. 대책위원회는 생계, 거주지,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변화와 재해의 위험을 경감하는 것을 기본으로 재개발 목표를 잡고 노력 중이다. 

 

UNISDR 동북아사무소 및 GETI(국제재해경감교육연수원)는 인천시와 한국소방방재청의 지원으로 

2011년에 문을 열었다. 인천에 위치한 사무소는 기술지원, 역량강화와 훈련계획 수행, 지지활동, 

지식정보관리 강화, 모범운영 사례 공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여러 단체들과의 협력관계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GETI(국제재해경감교육연수원)는 또한 MADRiD (Mainstreaming Adaption and Disaster Reduction 

into Development, 적응과 재해경감에서 발전으로의 주류화), CLIC(도시들을 위한 협력학습 이니셔

티브), STIR(재해경감을 위한 지속가능한 훈련기관), 동북아시아의 재해경감사무소, 2015년까지 진

행될 협의와 효고행동강령 모니터링과 과정 검토, 한ㆍ중ㆍ일 재해전문가회의 등 다양한 프로그

램들과 이니셔티브들을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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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I supports model Haiyan recovery: Korean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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