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센다이강령, 중앙아시아에 뿌리내리다.  

 

키르기스스탄 카라콜(이삭콜 州都州都州都州都) 시장 리스쿨 율카리에비치 카리구로프:‘센다이강령은 우리 시가 재해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알마티, 2015.06.11. – 센다이재해경감강령(이하 센다이강령)이 풀뿌리 단계에서 유용

한 정책 자료가 된다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키르기스스탄 북동부 카라콜에 가서 시장 

카리구로프씨와 시간을 좀 보내야 한다. 

 키르기스스탄 제4의 도시의 리더들은 지난 3월 센다이 UN세계재해경감회의에 참석한 

후 시의 방재역량 강화에 더한층 고무되었다.  

“일본에서 귀국 이후 우리는 센다이강령의 주요 메시지를 지역미디어와 다양한 커뮤니

케이션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대규모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센다이강령

이 우리 시가 재해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

는 중요한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온 것입니다.”라고 시장 카리구로프씨는 

말했다. “센다이에 간 것은 다른 도시의 경험과, 도시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역량을 개발하여 왔는지 배우는 아주 좋은 기회였고 카라콜로 돌아온 후 이는 

매우 가치 있었다.”라고 말했다.   

카리구로프 시장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진행된 ‘도시위험경감: 재해에 강한 도시 만

들기’ 워크숍에서 연설하였고 이 자리에는 아르메니아, 조지아, 키르기스스탄 등 8개 중



앙아시아와 남부 코카서스 도시에서 31명의 고위공무원이 참석하였다.  

러시아 탐험가 ‘프르제발스키’로 이름이 알려진 카라콜은 중국국경에서 150km, 수도 비

슈케크에서 380km 떨어진 이식콜 호수의 동쪽 끝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지진, 산사태, 

홍수, 눈사태 등 여러 재해로 위험에 처해있다. 

도시는 스키와 등반 애호가들의 관광 허브이다. 그러나 중소기업(SMEs)이 차지하는 다

른 경제 분야는 덜 부양되어있다. 65,000명 인구의 도시는 점차 젊은이들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카리구로프 시장은 시의 방재 아젠다를 카라콜의 미래 건강과 번

영을 보호하는 필수부분으로 보고 있다.  

포럼 중 여러 도시리더들은 방재역량 강화를 위해 그들의 재해위험을 맵핑하고 평가했

으며 지역을 확인하였다. 참가자들은 그들의 도시로 돌아가 좀더 세세한 행동계획을 개

발할 것이다. UNISDR이 아르메니아와 조지아에서 활동하는 한 명과, 카자흐스탄과 키

르기스스탄의 활동가 한 명, 2명의 도시방재 전문가와 함께 그들을 도울 것이다.  

센다이강령은 재해위험 및 경제적손실 경감이라는 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의 리

더십과 방재역량을 강조한다. 

중앙아시아 및 남부 코카서스지역의 UNISDR대표 마드하비 마랄고다 아리야반두씨는 

“8개 도시 공무원들은 재해에 대한 도시방재역량 강화에 우위를 잡고 있다는 점에서 세

계 다른 지역에 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파트너쉽 동안 우리는 세계 도시들이 도전하고 활용하며 검증된 방법론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단일 뿐이고 그것을 현실화하고 각자의 도시에 

유용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경험과 노력입니다.”  

아르메니아 북동부 인구 8,000의 베르드 시장 하루티안 마누차리안씨는 과거로부터 교

훈을 구현하는 방재역량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1988년 대지진의 최악의 참사(약 25,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

정)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치원, 학교, 다른 중요시설 같은 주요 인프라시

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마누차리안 시장은 

말했다.  

UNISDR‘s GETI가 진행하고, 유럽 인도주의원조위원회 및 시민보호국(ECHO)이 후원한 



포럼에 참석한 다른 대표들; 아르메니아 노이엠베르얀 시장, 조지아 고리 부시장, 카자

흐스탄 리더 부시장, 키르기스스탄 비쉬케크 부시장, 키르기스스탄 카라콜 제1 부시장 

등이다.  

연수는 현재 세계 2,561개 도시가 참가하고 있는 UNISDR의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의 10개 필수항목을 중심으로 했다.  

 

Date: 11 Jun 2015 

Sources: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Pacific (UNISDR 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