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RR Champions ready for new challenge 

재해경감 챔피언, 새로운 도전에 준비 

 
우간다 국회의원, 알렉스:  "우리는 일을 할 수 챔피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것,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실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와서 말만하고 가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Photo: UNISDR) 

  

By Andy McElroy 

 

센다이, 17 March 2015 – 전 세계 UNISDR 챔피언팀은 오늘 재해 위험 감소에 대한 후기 2015 프레임 

워크를 구현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했다. 

 

지자체장, 의회의원, 그리고 민간 부문의 지도자들은 "말을 행동으로 변환"하는 추진력이 될 자신의 

의지와 열망을 재확인 하였다. 

 

우간다 국회의원, 알렉스 (Alex Bakunda Byarugaba)씨는 챔피언들은 재해 회복력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통합해서 투여할 필요가있다고 말했다. 

 

“당신이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걸어 갈 것이고, 당신이 조금 천천히 함께 가려고 한다면, 팀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할 수 챔피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것,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실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와서 말만하고 가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법률제정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재해 위험 감소 정책의 구현을 위해 우간다에서 진행된 

진전을 강조했다. 



 “만약 당신이 국가에서 중대한 일을 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의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해야합니다. 그들은 

재해 위험 감소의 의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알수있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고 말했다. 

 

월드컨퍼런스 개최 도시 센다이의 에미코 오쿠 야마(Ms Emiko Okuyama) 시장은, 센다이가 UNISDR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의 롤 모델이 된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녀는 하나의 예로, 

시민사회가 정기적인 대피 훈련과 같은 사업들을 통해 "매일 매일 재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지속" 하게 

된 것을 인용하면서  2011 년 지진으로 부터 배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UNISDR 최초의 챔피언인 효고현지사 도시 조 이도(Mr Toshizo Ido)씨는 고베시가 어떻게 재해경감분야 

전문 지식의 국제적인 허브가 되었는지, 1995 년 한신 대지진 이후 다른 나라와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던  

방법을 회상했다. 

 

이 경험의 교훈은 잘 계획된 포괄적인 재건의 중요성, 지방정부 및 중앙 정부와 시민 사회 사이에 다양한 

수준에서 효과적인 협력 그리고 복구의 중심에 복원력을 증진하는 것을 포함했다. 

 

"한신 대지진 후 30,000 명이 갇혀 있었다. 구조 된 사람들의 80 %가 외부 전문가가 아닌 이웃에 의해 

구조되었다. 이것은 재해계획 안에 지역 주민의 능력과 역량 강화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낸다 "고 말했다. 

 

아르메니아의 스테파나반시장 미카엘(Mr Mikayel Gharakeshishyan)씨는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은 지역 재난 재해 복구 노력에 대한 규합 지점 이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캠페인이 자신의 지방 자치 단체에 영감을 준 방법을 설명했다 . ”스테파나반시는 회복력 행동 계획을 

진행했고, 이것이 우리 도시의 회복력있는 개발을 위한 기초가 되었다" 

 

UNISDR 민간 자문 그룹 의장인 국제 공업 (주) 산드라 우 여사는 많은 공공 부문 챔피언들의 토론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그녀는 포괄의 중요성과 젊은 챔피언 수의 증가가 필요함을 지목했다. 

 

민간 부문의 관점에서, 산드라 우 여사는 자연재해경감의 파트너로서 민간부문이 서비스, 제품, 전문가, 

지식과 기능 등, 제공 할 수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정부가 - 지방 정부를 포함하여 – 민간 부문이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자원이 되고 정부와 

파트너가 되길 원한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시작 이후가 아닌 시작부터 파트너로서 

민간 부문에 요청하길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역할을 하고싶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4 개의 UNISDR DRR 챔피언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재해 위험 감소를 위한 포스트 2015 

프레임 워크의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