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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수석고문(左)과 Pak SugengTriutomo 인도네시아 재해관리위원회(BNBP) 전 부위원장(右)이 

방재전문가회의에서 협력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2014년 3월 28일, 제주도에서 한〮중〮일 삼국에서 온 재해 전문가들은 동북아시아 내 전문용어

와 재해 정보의 호환성 증진을 목표로 한 합동연구 시작에 동의하였다. 

삼국의 회담 대표자들은 기후변화 및 재해 대비와 개발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각 국가들이 모두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날 포럼에서“재해고려사항들이 의사결정발전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재해 통계들의 중요 

역할”이 재해 통계들을 발표하는 공식 정부기관지정을 포함한 국가 통계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되었다. 

 

3일간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던 동북아 재난위험감소 기술공유(DDR Technology Sharing for North-

East Asia)와 재해손실에 대한 <한중일 방재전문가 회의>의 폐회식에서 “발전방향(The Way 

Forward)” 선언을 통해서 도구, 지식, 정보를 공유하는 쉽게 접근 가능한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계속해서 <발전방향(The Way Forward)> 선언에서 “지역정책결정과 일반적인 환경을 알리기 위해, 

그리고 재해 위험을 충분히 알리기 위해서는 국가를 넘어서 지역적인 수준의 분석을 기초로 한 



재해 통계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라고 합동연구의 필요성을 밝혔다. 

‘발전방향(The Way Forward)’성명은 2014년 6월의 아시아 지역 플랫폼과 효고행동강령의 후임이 

정해지는 내년 3월에 있을 제 3회 UN 세계재해경감회의(UN World Conference on Disaster Risk 

Reduction)보다 앞서 동북아시아 내 지역협력강화를 위한 중요한 초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날 포럼을 통해 공통 전문용어들로 재해들을 정의하고 분류하기 위한 실무단 설립, 재해정보 

보관소 가능성 분석, 재해통계의 수집 〮처리〮분석〮전파 과정과 프로토콜에 관한 가이드 편찬

을포함한 몇 가지 권고사항이 만들어졌다.  

 

UNISDR(UN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국제적 전략기구)과 UNESCAP(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과 연구기관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중국국가재해경감센터, 일본도호쿠 대학교, 동국대학교, 

제주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연세대학교도 이러한 권고사항에 따를 수 있도록 요청 받았다. 

재해 회담에는 DulamdorjTogooch 몽골 소방방재청장, 중국 민정부 내 재해감소센터 소속인 

Jianan Wu 씨, 나카지마 소이치 일본 내각부 국제협력재난관리 사무소장, 김계조 한국소방방재청

장, 방기성 제주자치도 행정부지사 등공무원들도 참여하였다. 

 

한국 소방방재청, UNISDR의 국제재해경감교육훈련연수원 (GETI), UNESCAP, 한중일협력사무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 포럼에 지역재해손실자료, 해안관리, 기후변화 관련 교훈들과 경험을 나누기 

위해 독일,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고위 공무원들을 포함하여 8개국에서 43명의 참가자들

이 함께 했으며, 한중일협력사무국(TCS)은 동북아시아 지역 주요 의사결정자에게 포럼 결과들을 

인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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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Pacific 
(UNISDR AP) 

•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 Hyogo Liaison Office (UNISDR Hyogo) 
• UNISDR Office for Northeast Asia and Glob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at Incheon (UNISDR ONEA-GE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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