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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다이강령 이행: 위험경감전략 및 계획 개발” 워크숍은 모리셔스 국가재난관리위원회 

(NDRRMC) 주관으로 국가 역량개발 및 센다이강령 국가 평가지표 초안에 대한 테스트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워크샾은 전문강사단 훈련(ToT)으로 진행되었으며 모리셔스 국가의 

역량강화 계획의 지속적인 진전과, 재난위험경감 전문가들이 국제적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기획되었다. 



‘2015-2030 센다이재난위험경감강령’은 2015 년 3 월 18 일 일본, 센다이에서 열린 제 3 차  UN 

세계재난위험경감총회(WCDRR)에서 UN 회원국의 결의로 채택되었다. 센다이강령은 이전 

효동행동강령(Hyogo Framework for Action)에서 진행되었던, 국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연속성을 보장하는 요소들을 포함하였고,  센다이강령 논의 및 

협상 과정에서 요구된 수많은 혁신 과제들을 소개하고있다. 많은 평론가들은  재난관리가 아닌, 

재난위험관리로의 전환을 가장 중요한 변화로 꼽았다. 또한, 7 개의 글로벌 실행목표, 

기대효과로서 재난위험경감, 새로운 위험예방 및 현존하는 위험을 감소하며 재난  복원력강화에 

집중한다는 목적, 뿐만 아니라, 재난위험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국가의 중요한 책임을 

포함하여 사회전체와 국가전체의 기관들의 참여를 담은 지도원리 수립을 중요하게 보았다. 

센다이강령, 4 가지 행동 우선순위에서는 실행이 필요한 범위를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완성된 

목록은 아니다. 실제로, 이 4 개의 우선순위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역 별로 추가적인 

특별대책을 설정하고 실행계획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2020 년 까지 국가전략(target 

(e))과 계획(27(b))을 도입하는 문제는 다른 글로벌 목표를  2030 년 까지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 발판이다.  

 

2011 년부터 UNISDR 동북아사무소 및 재난경감국제교육훈련연수원(UNISDR ONEA-GETI)은 

기후변화 적응과 재난경감을 개발사업에 융합하기 위한 능력배양과 재난복원력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국립 교육훈련기관의 역량강화를 지원해왔다. 특히, GETI 를 통해 재난에 

복원력있는 사회를 위한 재난위험경감과 기후변화적응 분야의 새로운 전문가 핵심그룹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워크숍은  UNISDR ONEA-GETI 와 모리셔스의 환경·지속가능개발·해양관리부(MESDDBM)가 

공동주관하였고, 모든 과정은 모리셔스 국가기관인 국가재난관리위원회(NDRRMC)가 진행 

하였다. 참가자들은 기술통신혁신부(MTCI), 로드리게스섬(모리셔스 속령) 최고위원회, 공공대학, 

모리셔스항만청, 교육인적자원부(MEHR), 고등교육및과학연구소(TESR), 금융경제개발부(MFED), 

주택토지부(MHL), 지방자치단체부(MLG), 사회통합및경제강화부(MSIEE), 사회안전부(MSS), 

국민연개혁기구(NSRI), 국가발전부(국무총리실) 등 여러 정부기관에 속해 있었다. 

개회식에서, UN 상주조정자인 사이먼(Mr. Simon Springett)씨는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지난 몇 

십년 동안 국가적으로 8 천 5 백만 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고 얘기하며, 모리셔스가 기후 

변화에 높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법안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표하고, 기후변화, 재난위험경감, 지속가능발전 의제 간 조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연설을 마무리 지었다.  



공식적인 개회사는 환경·지속가능개발·해양관리부(MESDDBM) 장관인 웡엔청(Mr. W.R.A Wong 

Yen Cheong)씨가 발표했다. 그는 사회·경제적 발전을 늦추는 재난 손실 피해를 언급하며, 

이러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센다이강령 이행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바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샵이 시기적으로 중요한 때에 

개최되었으며, 센다이강령 이행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강사단 훈련 첫째날은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강령의 혁신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2020 년 까지 완성해야 하는 국가전략개발 관련 실행목표(Target)(e)를 소개하고 기존의 

모리셔스 국가 재난위험경감 계획과 전략을 점검했다. 그리고 기존의 계획을 강화하기위해 

결함과 기회를 파악하면서 센다이강령 평가(초안) 1 단계를 테스트했다.  

둘째날에는, 센다이강령 이행 방안 및 가능성있는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사례 연구를 

통해 센다이강령 실행우선순위를 소개했다. 그후, 참가자들은 국가복원력 계획수립 방법을 

배우고 재난위험경감 계획안에 결함과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위해 취할수 있는 목표와 실행계획을 

정의하기위해 첫째날 나온 테스트 결과를 이용하였다. 마지막 날에는, 참가자들에게 진행점검과 

평가를 위한 ‘SMART’ 지표 및 지표개발 관련 좋은 사례를 소개했다. 그리고 목표실행을 위한 

시간계획과 책임자 등을 담은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전날 정의한 그들의 목표중에서 몇가지를 

선정했다.  

전반적으로 ,참가자들은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강령의 혁신성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재난관리에서 재난위험관리로의 전환, 국가의 역할, 국가와 지역별로  필요한 실행계획,  그리고 

실행과정에서 센다이모니터 1 단계 지표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또한, 이들은 다른 

국가조직의 담당자들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능력개발을 시작할수 있도록 돕는데 필요한  

학습구성과 교육자료를 전달받았다.   

더보기: https://www.unisdr.org/we/inform/events/49022 

UNISDR ONEA-GETI: http://www.unisdr.org/inche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