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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Training of Trainers held at UNISDR’s Glob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e in Incheon, Republic of Korea. 

 

센다이강령센다이강령센다이강령센다이강령 이행과이행과이행과이행과 모니터링을모니터링을모니터링을모니터링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정부와정부와정부와정부와 관련기관관련기관관련기관관련기관 지원지원지원지원 

 
지방정부, 기업, 대학과 UNISDR 등 다양한 기관을 대표하여 아시아·태평양과 라틴아메리카의 지역재난위험경감 

실행담당자들이 ‘국가 및 지역차원의 센다이강령 이행’을 주제로 1주간의 훈련을 위해 대한민국, 인천에 위치한 

ONEA-GETI에 모였다. 하루는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기업대상 프로그램을 위해 할애하였고, 기업운영에 

위험관리를 통합하고 수익을 증가시키면서도 기업영속성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 등 민간부문 이슈에 전념했다 

더보기:  https://www.unisdr.org/we/inform/events/48317 

 
 
러시아연방러시아연방러시아연방러시아연방 내에서내에서내에서내에서 ONEA-GETI의의의의 역량강화프로그램역량강화프로그램역량강화프로그램역량강화프로그램 확대를확대를확대를확대를 위한위한위한위한 야심찬야심찬야심찬야심찬 계획계획계획계획 

  
더보기: http://www.unisdr.org/files/49432_49432workshopoutcomesummaryrussiain.pdf 

  

제 10호 

4월-6월 2016 

러시아 위기상황부/EMERCOM는 공식적으로 연방과학첨단기술센터를 ‘재난과 

기후변화에 강한 도시만들기 (Making Cities Resilient) 캠페인 추진하고 확대하기위한 

담당기구로 지정하고 위임했다. 바우만 모스크바기술대학 국가훈련담당관 18명을 한 

팀으로 구성하여, 센다이강령의 지역이행을 위한 UNISDR ONEA-GETI의 훈련과정을 

확대할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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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크로아티아크로아티아크로아티아    센다이강령센다이강령센다이강령센다이강령    이행이행이행이행    강화강화강화강화    

 
더보기: http://www.unisdr.org/files/48789_summarycroatiakr.pdf 

 
수업이수업이수업이수업이    생명을생명을생명을생명을    구한다구한다구한다구한다. . . . 어린이를어린이를어린이를어린이를    위한위한위한위한    센다이강령을센다이강령을센다이강령을센다이강령을    활용하는활용하는활용하는활용하는    한국의한국의한국의한국의    청소년청소년청소년청소년    

 

더보기 :https://www.unisdr.org/archive/48440 

 

글로벌글로벌글로벌글로벌    재난위험경감재난위험경감재난위험경감재난위험경감    기술기술기술기술    플랫폼플랫폼플랫폼플랫폼    

 
더보기 :https://www.unisdr.org/we/inform/events/49756 

 

모리셔스의모리셔스의모리셔스의모리셔스의    재난위험경감을재난위험경감을재난위험경감을재난위험경감을    위한위한위한위한    국가전략을국가전략을국가전략을국가전략을    향해향해향해향해    

 

더보기:  http://www.unisdr.org/files/49022_summarymauritiuskr.pdf 

 

        

크로아티아 정부는 센다이강령 이행을 위한 국가실행계획 개발과 역량구축을 위한 

실행에 들어갔다. UNISDR 유럽사무소와 ONEA-GETI가 함께 이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크로아티아 보호구조국(NPRD)은 국가재난위험평가의 중요성과 지방정부의 새로운 

의무에 대해 공유했다. 

재난위험경감과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재난복원력강화 교육은 한국정부의 

우선사항이다.  오늘 인천광역시와 ONEA-GETI는 이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함께 

일하고 있다. 195명의 학생들이 ONEA-GETI의 학교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동료선생님 및 친구들에게 그들이 배운 것을 공유하겠다고 했다. 이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국내 다른 도시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위한 훈련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한 방안이 될 것이다.   

ONEA-GETI 재난위험경감기술 세미나에서, 인하대학교는 웹기반의 

플랫폼(www.pr4gdm.org) 을 소개했다.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민간기업부문의 

재난위험경감을 지원하는 실용적인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플랫폼의 주요목표는 

동남아시아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글로벌 재난위험경감 기술에 

접근하기쉽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ONEA-GETI는 모리셔스의 역량개발계획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모리셔스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센터(NDRRMC)가 주관하는 국가차원에 적용될 

센다이강령 지표(안)의 사전테스트를 지원하고 있다. 센다이강령의 다른 

글로벌실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전략 개발은 중요한 첫 단계이다.  환경·

지속가능개발·해양관리부(MESDDBM)의 참가자들은 센다이강령의 이행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을 위해 부처 간 역할을 확인하는 등  통합적인 접근을 고려했다. 



 
 

도시위험경감은도시위험경감은도시위험경감은도시위험경감은    방글라데시의방글라데시의방글라데시의방글라데시의    중요한중요한중요한중요한    의제의제의제의제    

 
더보기:  http://www.unisdr.org/files/44784_summarybangladeshkr.pdf 

 

 

비슷한비슷한비슷한비슷한    위험상황을위험상황을위험상황을위험상황을    겪고겪고겪고겪고    있는있는있는있는    국가들의국가들의국가들의국가들의    역량역량역량역량    강화강화강화강화    

 
더보기: http://www.unisdr.org/files/44784_outcomesummaryndtikr.pdf 

 

멕시코멕시코멕시코멕시코, 치아파스시치아파스시치아파스시치아파스시 지역지역지역지역 재난위험경감계획재난위험경감계획재난위험경감계획재난위험경감계획 시작시작시작시작 

 
더보기:  http://www.unisdr.org/archive/49048 

 

재난위험경감재난위험경감재난위험경감재난위험경감    분야분야분야분야    온라인온라인온라인온라인    교육교육교육교육    소개소개소개소개    

 
 

 

더보기더보기더보기더보기:  https://www.unisdr.org/we/inform/events/43624 

 

  

UNISDR Office for Northeast Asia and Glob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 (UNISDR ONEA-GETI), 4F G-Tower, Art-

Center-Daero 175, 24-4 Songdo-dong, Yeonsu-gu, Incheon, 22004, Republic of Korea 

 

재난위험관리에 대해 인식과 기술을 강화하는 것은 방글라데시 재난관리경감부(the 

Ministry of Disaster Management and Relief)의 중요업무다. 방글라데시는 다카, 

치타공, 쿨나, 라지샤히와 같은 도시들에 앞으로 다가 올 도시화라는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ONEA-GETI는 재난위험경감을 도시개발계획에 통합하기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도시화 지표를 사용하여 지방정부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NDTI)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캄보디아, 

코티드부아르, 라오스, 세네갈, 우간다에서 17명의 공무원을 초청하여 재난위험경감,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관통하는 각 국가계획과 전략을 개발하고 

강화하기 위해 센다이강령 기준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국가실행계획 초안을 개발하고 지역별 도시지표 도입 및 활용에 대해 알게되었다. 

멕시코는 2017년 5월 22일-26일 사이 진행되는 ‘재난위험경감 글로벌플랫폼(the 

Global Platform for Disaster Risk Reduction)’ 제5차회의를 유치했다. 멕시코 

정부에게 센다이강령 이행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이며 2017년까지 치아파스주정부가 

진행하는 지역계획이행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런 이유에서, 치아파스의 

도시보호학교는 UNISDR 아메리카사무소와 협력하고 있으며, ONEA-GETI는 122곳의 

자치단체 정부공무원이 참석한 ‘센다이강령 지역단위 이행 워크숍’을 진행했다. 

70명 이상의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이 2016년 새로운 ‘복원력 실행계획(Resilience 

Action Planning)’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 과정은 센다이강령을 지역차원에서 이행할 

것에 관한 것으로 영어와 스페인어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은 

UNITAR(유엔훈련조사연구소)의 지원으로 전세계 참가자들에게 재난위험관리 분야의 

교육과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과정은 ‘복원력강한 도시 연결 플랫폼’(the 

Resilient Cities Connect Platform)을 중심으로 센다이강령과 지속가능발전의 

연관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재난위험경감과 복원력강화를 위해 지역도시지표 

도입을 소개하고 있다. 다음 과정은 8월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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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동북아시아동북아시아동북아시아    지역의지역의지역의지역의    파트너십파트너십파트너십파트너십    구축구축구축구축        

 
더보기:  http://www.unisdr.org/files/44784_summarytcsjune.pdf 

 

인천시공무원인천시공무원인천시공무원인천시공무원    역량강화역량강화역량강화역량강화            

 

 

Reference readings 
 

Australia: 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silience - implementation review 

http://www.preventionweb.net/publications/view/49086 

 

U-SCORE: Lessons learned from conducting self-assessments on disaster risk reduction at the local level 

in Europe 

http://www.preventionweb.net/publications/view/49366 

 

Climate change and business survival 

http://www.preventionweb.net/publications/view/48594 

 

Higher Losses and Slower Development in the Absence of Disaster Risk Management Investments 

http://www.preventionweb.net/publications/view/48929 

 

Calendar for July-Sep 2016 

 

ToT for Sendai Framework Implementation              Ulsan, Korea          4 July 

Capacity Development for Local Government            Busan, Korea        14 July 

ToT for for Mashhad, Iran officials          Incheon, Korea 11-13 July 

Towards a Culture of Prevention for Korean Students Incheon, Korea 8 and 13 July 

ToT at Central Asia Sub-Regional Platform           Dushanbe, Tajikistan 12-14 July 

Reducing  your BCP expenses: An introduction to DRR in 

Business (ARISE)          

Manila, The 

Philippines           

3-4 August 

 

ONEA-GETI는 향후 한·일·중 3국의 지역공무원차원의 협력과 발전에 더욱 집중하기 

3국의 공무원들이 함께 모인 3국협력워크숍에 참여했다.  참가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하여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강령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또한  2015 

재난위험경감 국제평가보고서와 같은 재난 및 기후위험에 대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들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다. 

인천시 재난안전본부는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우선사항으로 두고 대한민국, 

국민안전처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ONEA-GETI는 약 150명이 참석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UNISDR Office for Northeast Asia and Glob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 (UNISDR ONEA-GETI), 4F G-Tower, Art-

Center-Daero 175, 24-4 Songdo-dong, Yeonsu-gu, Incheon, 22004, Republic of Korea 

 



 
 

Towards a Culture of Prevention for Korean Teachers    Choongnam, Korea            17 August 

 

Regional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Conference Kuala Lumpur, 

Malaysia         

23-24 August  

 

Towards a Culture of Prevention for Korean Students    Incheon, Korea 26 August 

LDCs and SIDS Training                                                       Singapore 26-29 Sep 

More incoming events at www.unisdr.org/inche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