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를 위한 한국의 지원  

 

3월 18일,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국제역량강화사업이 새롭게 개최되

었다. 

 

유엔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UNISDR)의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 일환

으로, 7개국에서 온 25명의 고위급 관리자들이 모여 기후변화와 재해에 도시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실행방안들에 대하여 3일간의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인천에 위치한 UN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UNISDR)의 국제교육훈련기관(GETI)이 주관한 이 포

럼은 지방지자체당국들의 요청을 받아 시행되었다.   

 

산자야 바티아 동북아 UNISDR 소장은 “도시 협력단체들이 스스로 그 방안을 만들어가는 것을 

돕고자 하는 취지인 이 포럼은 UNISDR의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의 성

공을 위한 그 첫 단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계조 방재관리국장은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은 기후변화의 영향과 재

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100개국 이상에서 지방지자체당국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국제적인 

협조와 교육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재차 확언했다.  

이어 “지식과 경험을 통한 교훈을 공유하는 도시 대 도시 학습은 상당히 가치 있으며, 또한 우리

가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해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 지속가능하고 현실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

도록 해준다.”라며 캠페인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포럼의 대표자들 중 한 명으로, 2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인 아르메니아 스테파나반 시티

의 Mikayel Gharakeshishyan 시장은 “아르메니아의 주요 위험요소들에는 지진, 화재, 강풍, 산사태

와 우박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 당면한 재난 재해를 알림으로써 오랜 관광산업의 중심지 역할

을 포함하여 우리 도시의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밝혔다. 



Gharakeshishyan 시장은 그의 도시가 기후변화 및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시행계획을 기초로 한 

재해 평가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교육은 언제나 힘이다. 교육을 통하여 직면한 변화들에 대처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이 포럼에는 총 13개 지방지자체들이 참여하였다. 

; 필리핀(마카티, 문틴루파, 파식, 퀘존시티), 인도네시아(프로볼링고), 아르메니아(스테파나반), 한

국(인천시, 서울시, 의정부시, 상주시, 봉화마을, 완주군, 연천군) 

CEPREDENAC(중앙 아메리카 지역연합)의 사무총장, 소방방재청, 몽골(아시아 태평양 CITYNET 

사무국), 3 국협력사무국(한중일), 온두라스(COPECO 재난 위험 관리조직)와 아시아 

태평양 유엔인간거주정착센터 또한 참가하였다.  

  

 

이 캠페인은 2010 년 5 월에 지방자치와 도심 위험에 관련된 문제들을 알리기 위해 시작되었다. 

계획한 10 개 요소(재해에 강한 도시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우선사항 리스트)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1,713 개의 도시들이 현재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이 날 워크샵은 UNISDR 이 주최하고, 소방방재청과 인천시가 후원했다.  

"양측 한국 파트너들은 세계의 도시 상황에 맞춘 재난 위험 관리 전문가들에 대해 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고 산자야 바티아 

GETI(국제재해경감연수원) 원장은 고마움을 표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