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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위험성에 집중하는 인도네시아 

동북아사무소 및 국제방재연수원(이하 ONEA-GETI)은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부에서 30 명의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3일간 진행한 도시의 재해회복력 관련 훈련을 지원하였다. 이번 시도는 센다이재해위험경감강령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이하 센다이강령)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Read More: http://www.unisdr.org/archive/45010 

 

센다이강령 중앙아시아에 뿌리내리다: 센다이강령이 풀뿌리 단계에서 유용한 정책 자료가 된다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키르기스스탄 북동부 카라콜에 가서 우리의 파트너인 시장 카리구로프씨와 시간을 좀 보내야 한다. 

Read More: http://www.unisdr.org/archive/44784 

 

아르메니아 리더십 역할 유지:  ONEA-GETI의 지원을 받는 아르메니아는 UNISDR 기후변화와 재해에 강한 

도시만들기 캠페인의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강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한다.  

Read More: http://www.unisdr.org/files/38708_armeniajune2015totreport.pdf 

 

기업,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확장: ONEA-GETI의 민간부문과의 협업으로, 조지아와 베트남 두 곳에서 새로운 

파트너십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 다낭에서 흥미롭게 진행된다.  

Read More: http://www.unisdr.org/archive/4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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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10 월에 ‘국가재난위험경감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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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간부 육성 

 

City Resilience Action Planning ToT    Areciffe, Canary Is  13-15 July 

City Resilience Action Planning ToT    Potenza, Italy   20-22 July 

City Resilience Action Planning ToT    Beirut, Lebanon  20-22 July 

Make Your Business Disaster & Climate Resilient  Nadi, Fiji   06-07 Aug 

Make Your Business Disaster & Climate Resilient  Apia, Samoa   11-12 Aug 

National Resilience Action Planning ToT   Manila, Philippines  18-21 Aug 

 

 

Upcoming Calendar 

 

UNISDR ONEA-GETI는 “재해위험과 손실의 지속가능한 감소”를 추구하는 새로운 2015-2030센다이 

재해위기경감강령(이하 센다이 강령)에 맞춰 일하고 있다.  
 

센다이강령의 두 가지 핵심 주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이 작업을 수행한다. 첫째, 우리는 재해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및 국가의 역량을 구축한다. 둘째, 재해위험감소를 위해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한다. 다양한 파트너들, 특히 자치단체와 정부 공무원, 민간 부문, 교육 기관, 학계, 자매 유엔기구 및 

기타 국제기구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UNISDR ONEA-GETI 는 재해에 복원가능한 사회를 위해 재해위기경감 및 기후변화 적응 분야의 새로운 

전문 간부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에 설립되었다. 훈련은 실용적이다. 각 참가자들은 그들의 도시, 사업 

또는 조직을 위해 주요 복원력강화 행동계획을 수립한다 
 

UNISDR ONEA-GETI 는 50 회 이상의 워크샵과 컨퍼런스를 진행하였고, 74 개국에서 참석한 2,000명 

이상의 참가자를 교육했다.  
 

사무소의 주요 파트너는 한국정부의 국민안전처와 UNISDR ONEA-GETI 사무소를 유치한 인천시이다.   

 

Contact Us  

Head of Office: Sanjaya Bhatia    Ph: +82 32 458 6550 Email: bhatia1@un.org 

Programme Officer: Armen Rostomyan  Ph: +82 32 458 6552 Email: rostomyan@un.org 

Public Information Officer: Andy McElroy Ph: +82 32 458 6558 Email: mcelroy@un.org 

 

UNISDR Office for Northeast Asia & the Glob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 4F G-Tower, Art-Center-

Daero 175, 24-4 Songdo-dong, Yeonsu-gu, Incheon, 406-840, Republic of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