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고행동강령(HFA), 몽골의 재해로 인한 참사를 줄이다 

 

 
Dendev Terbishdagva 몽골 부총리가 Feng Min Kan UNISDR 아시아 태평양 소장을 맞이하고 있다. 

 

울란바토르, 2014년 5월 8일 – 이날, Dendev Terbishdagva 몽골 부총리는 몽골의 지속가능한 개

발의 성공을 위해 증가하고 있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들을 당장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확

인했다. 

 

Dendev Terbishdagva 몽골 부총리는 “몽골에서 효고행동강령 시행 덕분에 재해로 인한 사망률 감

소라는 성과를 낼 수 있었지만, 오늘날의  경제성장과 생태계 손실들 때문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효고행동강령에서 주요 원칙은 확실하다. 예를들면, 재해발생 전에 예방을 위해 1달러를 투자한

다면, 이 투자는 재해발생 이후에 10달러의 가치를 지닌 역할을 한다.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Dendev Terbishdagva 몽골 부총리는 지난 십년간 이룬 몽골의 진전을 강조했다. 몽골은 이질적인 

부서들을 하나의 소방방재청으로 합병함으로써 부총리에게 직접 보고들이 전달되는 체제를 구축

하는 등 재해위험경감을 다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어서 부총리는 “지속적인 제도적 환경 개편을 통해서 재해위험경감이 몽골의 개발정책들에 주

가 되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세계는 세계발전과 재해위험강령을 위해 다음 10

년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몽골은 국가적인 강령안에 국제적 강령 정책들을 도입하고 주류

화 시키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그 과정이 일환으로, 몽골 정부는 의회에서 숙고될 수정된 재

해예방과 화재안전을 위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지역단위 재해예방능력이 주로 해결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지만, 몽골소방방재청과 정부부처들

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가오는 6월, 소방방재청의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몽골정부는 지역사회역량과 책임이 어떻게 재해위험을 예방하고 경감할 수 있는지 

강조하기 위해 TV 시리즈제작을 준비 중에 있다.  

 

부총리는 UNISDR에 몽골과 협력관게를 확대시켜 지역별 역량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두보

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Feng Min Kan 아시아 태평양 UNISDR 소장은“몽골은 아주 강한 리더십과 비전을 통해 재해 후 

대처에 집중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몽골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재해위험 민감성을 고려한 개

발을 달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지원을 약속하고 ‘사고와 실천 패러다임의 변화’를 

찬사했다.  

 

Terbishdagva 부총리의 제해피해에 대한 집중은 반기문 UN사무총장이 <2013 재해경감에 관한 

국제 평가 보고서(2013 Global Assessment Report on Disaster Risk Reduction)>에서 “재해들로 인

한 경제손실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경고와 같은 맥락이다.  

 

몽골은 280만명의 인구가 프랑스 국토의 2.5배에달하는 1,564,116 평방 킬로미터의 넓은 국토에 

퍼져있다. 약 40퍼센트의 인구가 수도인 울란 바토르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부터 많은 수

의 인구들이 계속해서 수도로 유입되고 있다. 그 결과, 울란 바토르는 보다 더 효과적이며 시행가

능한 도시계획, 빈곤 감소, 환경보호문제를 포함한 재해위험의 주요 요인들을 다루는데 많은 어려

움을 겪고 있다.  

 

몽골은 주로 조드(dzud: 몽골의 눈폭풍으로 동물식량공급원 또한 피해를 입는다), 가뭄, 초원(스텝

지대)화재,  거주지 화재, 동물질병과 같은 국지적인 재해뿐만 아니라 때때로 발생하는 심각한 재

해들의 재발을 경험하고 있다. 몽골의 목동인구(유목민구)는 특히 취약하다. 또한 도시 거주자들은 

겨울내 심각한 대기오염에 피해를 입고 있다. 

 

날짜날짜날짜날짜:    2014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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