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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해법이 생명과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한국은 2017 년까지  전체 국토를 포괄하고 20 만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통합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을 

진행한다. UNISDR ONEA-GETI 는 인천에있는 사무소에서 관련전문가들을 초청하는 이벤트를 개최했다. 

더보기: http://www.unisdr.org/files/36828_drrbusinessopportunityarticle.pdf 

유럽에서 교육과 훈련 확대  

UNISDR ONEA-GETI 는 센다이 재난위험경감 강령을 지역차원에서 이행하기위해 이탈리아 포텐자 지방정부와 카나리아제도 

란사로테섬 지방정부와 함께 공동 노력하고 있다. 또한,  홍수, 가뭄, 화산 그리고 가장 빈번한 지진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있다. 

더보기: https://www.unisdr.org/archive/45228  

태평약지역의 사업기회로서의 재난위험경감 

피지 경제의 핵심이고 관광산업의 중심축인 32 개 기업과 협회들이 세계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사례로부터 현지의 

위험관리계획을 어떻게 실행해야하는지 배웠다.   

더보기: http://www.unisdr.org/files/24981_fijiaugust2015makeyourbusinessdisas.pdf 

한국도시들 센다이강령을 앞서 시작하다. 

한국의 156 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강령 이행을 강화하기위해 도시간 상호협력을 추진하는 것에 

동의했다.  

더보기: http://www.unisdr.org/archive/4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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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가 전문인 양성 훈련    필리핀, 마닐라                           2 월  3 일-5 일 

재난위험관리관련 민간부문 워크숍                                   사모아제도, 아피아             2 월  16 일-17 일 

도시복원력 실행계획 수립    이란, 마샤드                         2 월  17 일-19 일 

한중일몽 센다이강령 이행점검 워크숍                               한국, 서울                                  3 월  3 일-4 일 

재난위험경감과 복원계획 수립                            카타르, 도하                               3 월  7 일-10 일 

 

Calendar for 2016 

 

근로자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SM Prime Holdings 는 UNISDR ONEA-GETI 의 파트너로 필리핀 국가재해관리위원회(NDDRMC)와, 마닐라교통개발청이 

공동주관하는 지하철 전역 지진대피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이 훈련은 400 년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진도 7.2 의 

상황에서 위험을 최소화 하기위해 진행되었다. 

더보기: http://www.unisdr.org/files/37893_smquakedrillpressrelease.pdf 

인도네시아 재난위험경감관련 사업역량 강화 

인도네시아 중소기업(MSME;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은 국가 총 노동인구의 97%를 차지한다. 

기업경영자들과 고위 정부관리들은 국가와 지역의 복원력있는 경제를 위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 

하였다. 

더보기: http://www.unisdr.org/archive/45547 

중앙에서 지방까지 도미니카공화국의 실행계획 

정부관리들과 전문가들은 재난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실행계획을 평가하고 이행하는 것에 대해 훈련을 받았다. 

이번 훈련은 도미니카 공화국 내각과 국가비상위원회, UNISDR ONEA-GETI 가 공동주관했다.  

더보기: http://eird.org/americas/news/ 

EMERCOM은 러시아 상황에 맞게 UNISDR ONEA-GETI 훈련을 적용할 계획이다 

러시아 연방정부의 고위당국자들은 UNISDR ONEA-GETI 인천교육원에서 훈련을 받았다. 이 교육내용을  2016-2017 사이 

러시아 전역 모든 지역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UNISDR 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지역상황에 맞는 전략을 

개발할 계획이다.  

더보기: http://www.preventionweb.net/files/47169_workshopreportrussiandelegationinin.pdf 

인천시가 재난위험경감에 기업인을 참여시키다 

인천시, 인천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천지역 기업인들을 초청하여 센다이강령 이행에 기업참여의 중요성과 재난위험관리를 

기업운영에 포함한 성공 사례와 방안에 대해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http://www.preventionweb.net/files/47538_Resilience calling, private sector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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