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와 번영, 그리고 재난 관리 

 

 

한·중·일 삼국 협력사무총장인 이와타니 시게오 대사가 재해관리는 동북아시아의 주요 협력분야임을 언급하고 있다. 

 

2014년 4월 29일 – 고위지역회의에서 재해관리분야의 협력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

기 위한 핵심요소 중 하나임이 언급되었다. 

통틀어서 세계 무역거래량의 20퍼센트를 차지하며 세계 인구의 22퍼센트를 차지하는 한·중·일 협

력사무국을 위한 국제포럼은 재해 관리가 지역관계에서 핵심분야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다. 

 

포럼에서 한중일 협력사무총장인 이와타니 시게오 대사는 2013년 10월에 있었던 각료급회의부터 

파트너십 강화를 강조했다. 이와타니 대사는 “우리 한중일 삼국은 서로의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

하고 재해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핵심분야에서 삼자간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주요 과제는 우리 지역이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삼국간 협

력의 비전을 홍보하는 방법이다. 한중일 협력사무국은 적극적인 외교활동에 참여하고 삼국간 자

유 무역협정에서부터 재해관리까지를 어우르는 문제들에 대해 합동 계획을 착수함으로써 삼국 모

두를 위한 공동 과제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전 외무부장관은 하나의 명확하고 현실적인 삼국협력의 예로 연례 재해도상훈련(Table-

Top Disaster Exercise) 시나리오를 강조했다. 동북아시아를 넘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더 깊은 파트

너십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하는 재해관리분야 협력주제에 공감했다.  

김성환 전 외무부장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함으로써 서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점차적으로 

신뢰를 쌓아 가까워질 수 있다.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는 비교적 쉬운 눈에 보이는 성과들을 달성

할 수 있는 분야들에 속해 있다.” 고 밝혔다. 

 

중국외교학원(中國外交學院: China Foreign Affairs University)총장인 Zhao Jinjun 대사는 동북아 지

역이 녹색개발을 고수하고 에너지와 환경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해관리 협력에 대한 2013년 10월 한중일 공동성명은 삼국협력과 제3회 유엔 세계 재해위험경

감회의(The Third UN World Conference on Disaster Risk Reduction)를 포함한 각국에서 개최되는 

재해관리관련 지역단위 회의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UNISDR의 2013년 세계 평가보고서(주제: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경영사례)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

적 자산들은 해안지대와 강 유역에 노출된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최근 수십 년간 동북아시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성장의 ‘취약점’을 강조했다. 

 

한중일 협력사무국은 2011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서울에 기반을 두고 한국, 중국, 일본 정부로부

터 균등하게 기금을 받고 있다. 

 

- Andy McElr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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