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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I , 센다이 오피셜 주최 

이토 요시치카는 2015 년 3 월에 8000 명정도의 인원을 예상으로 개최 될 재난위험감소를 위한  

3 번째 UN 국제회의에서 2011 년 센다이가 쓰나미로부터 회복할 수 있었던 주목할만한 이야기를 

전할 것을 고대하고 있다. 센다이의 재해후재건사무국의 관리자는  GETI 에서 개최한 중국, 일본, 

한국의 삼국 지역정부교류회의의  40 명 중의 공무원 중의 하나이다. 

http://www.unisdr.org/archive/40266 

 

GETI, 조지아와 파트너쉽  

GETI 는 트빌리시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워크샵에서의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CCA)과 

재난 위험 방지(DRR)의 성공적인 주류화와 함께 재해위험관리 의제를 발전시킨 최근의 성과를 

북돋기 위해 조지아의 정부와 주요 도시들과 협력하였다.   

http://www.unisdr.org/archive/41012  & http://www.unisdr.org/archive/41034 

 



목표 지점에 다다르다. 

GETI 는 아르메니아의 비상 사태 처리부가 주최한 효과적인 재해 위험 감소를 위한 초석으로써의 

대중의 인식을 위한 두 번째 국제 회의에서 생명,생계 그리고 자산을 구축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세계 각국의 실용적인 예제로써 제공하였다. GETI 는 2015 년 후기 체제에서 재해 대화 

강화의 국제적인 연합을 위한 아르메니아의 분투를 지원할 것이다. 

http://www.unisdr.org/archive/40965 

GETI, 새로운 라인의 부처와 협력 

인천 GETI 의 교육 시설에서 73 개의 한국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이틀 간의 ‘도시 재해 위험 감소와 

회복력있는 도시’ 워크숍을 개최하기 위해 GETI 는 한국의 국민안전처와 협력하다.  

전문가 간부 그룹 육성 

동북 아시아 및 글로벌 교육 훈련 연구소(GETI)를 위한 UNISDR 의 사무실은 재해에 대해 탄력있는 

사회를 위한 재난 위험 방(DRR)와 기후 변화 적응에 관한 전문가들의 새로운 간부단 발굴을 위해 

2010 년에 설립되었다.  

2014 년, GETI 는 36 개국 에서 온 800 명 이상의 실무자와 정책 입안자들을 위한 아르메니아, 인도,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몽골, 필리핀, 카타르, 한국, 러시아에서 열린 20 회 차례의 포럼에서 국가 

부처,시 정부와 민간 기업들에 대한 탄력 있는 행동 계획을 촉진시켰다. GETI 는 생명, 경제, 사회, 

환경 및 문화 자산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나 단체들과 협력한다. 

2015 년 3 월, 일본에서 개최될 재해위험감소를 위한 유엔세계회의는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기르기 

위한 미래의 중요한 노력으로써의 도시와 국가 수준의 역량 강화를 명시한 ‘효고 행동 

프레임워크(Hyogo Framework for Action)’ 2015 년 후반기를 이어갈 후계자를 양성할 예정이다. 

GETI 의 주 협력처는 한국 국민안전처(MPSS)와 연구소가 위치한 인천의 지방자치단체이다. GETI 는 

다른 국가의 정부들과 시 당국뿐만 아니라 국가의 교육기관, 민간기업, 대학교, 개발기관, 국제기구와 

유엔 산하기구들과 함께 협력한다. 

 

2015 향후 계획 

Making the Business Case for DRR                          피지, 수바     01 월 13 일 – 15 일  



UN ToT Resilience Action Planning                          태국, 방콕     02 월 03 일 – 05 일  

City & National Resilience Action Planning            몰도바, 키시나우     02 월 18 일 – 20 일  

UN ToT Resilience Action Planning                  카자흐스탄, 알마티     03 월 25 일 – 2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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