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기후변화·재해에 강한 도시 캠페인’ 가입

-텔라비(Telavi)의 시장 Platon Kalmakhelidze(좌측에서 두 번째)은 그의 도시를 회복력 있는 도시의 선두에 두었다. (사
진:UNISDR)

조지아의 고대도시 중 하나인 텔라비는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에 가입하
는 나라의 첫 지방자치체가 되었다.
텔라비의 시장 Platon Kalmakhelidze는 발전한 UNISDR의 글로벌 캠페인에 동참하는 것이 2012년
7월 강한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와 같은 피해손실의 반복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목적은 자연재해와 재난에 대해 회복력이 강한 도시가 되어 2012년의 태풍피해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목표는 이 캠페인에 참여함으로써 이 도시의
방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라고 시장 Kalmakhelidze는 전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자연재해를 직면하고 그 재해로부터 오는 손실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로, 텔라비는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생태학적 자산과 문화 유산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방
재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정책영역에 관해 다른 도시들로부터 배우고, 지식과 경험을 교환하길 열망합니
다. 또한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도시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방재능력
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북돋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텔라비는 조지아 동부 지방, 카케티(Kakheti)의 행정수도이다. 20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문화 유산과 70종 이상의 와인을 생산하는 포도원으로 유명하다.
2012년의 우박, 강풍 그리고 갑작스런 홍수와 결합한 태풍은 텔라비에 123만 달러의 직접작인 경

제 손실을 일으켰다. 2만가구가 피해를 입었고 5천255개의 집이 손상되었으며 수도, 가스 및 전기
분배 시스템이 중단되었고 수도 시스템을 수리하는 데에만 2백만 달러의 비용이 소모되었다.
조지아가 방재능력을 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위험 요소들을 직
면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홍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인데, 이는 바위가
많은 산악지형으로 인해 피해를 더 악화시킨다.
그래서 강 유역관리 강화, 지역의 배수 시스템 유지 그리고 지역 사회기반시설들의 효율성을 향
상시키는 것들이 조지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 센다이에서 열리는 재해감소를 위한 세 번째 유엔국제회의에서 채택 할 2015년 체제의 초
안으로, 텔라비와 같이 도시의 지역역량을 북돋는 것이 재해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
래 노력의 핵심 요소라고 인정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및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은 2,4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들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재난 위험을 줄이기 위해 10가지 필수방안을 캠페인의 가이드로
써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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