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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DR 책임자인 Kirsi Madi 씨와 유정복 인천광역시 시장(왼쪽에서부터 세번째와 네번째).  

재난위험도 경감에 대한 지식과 역량 증진에 대해 합의했다. 

 

 

대한민국은 센다이 강령의 실행을 위해 1000 만 달러를 투자했다 

UNISDR은 대한민국의 국민안전처 및 인천광역시와 재난위험도 경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5년 

간의 1000만 달러 규모의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대한 서명에 때맞추어 UNISDR의 책임자인 Kirsi Madi가 인천을 

방문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것은 국제적 협력의 가장 좋은 예입니다. 한국 정부의 UNISDR ONEA-

GETI의 유치와 이를 위한 지원은 이 지역은 물론 전 세계로 재난위험도 경감의 문화를 확산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더보기: http://www.unisdr.org/files/49699_newsunisdrandkoreaagreementk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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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다이 프레임워크를 시행하기 위한 역량을 증진시키는 마슈하드시 

  

이란의 고위 정부당국자, 이란 마슈하드 시의 부시장, Majid Pirastech Boroujeni 씨, 그리고 

마슈하드 시에서 온 공무원들과 전문가 및 지역 단위의 활동가들은 UNISDR ONEA-

GETI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 워크숍은 도시와 지방정부에 재난위험도 경감에 대해 교육을 

설계하고 전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향상을 목표로 했다. 교육에서는 센다이강령의 

지역 단위 요소와 지역의 도시 지표 도구의 초안에 대해 강조했다. 

 

더보기: http://www.unisdr.org/files/49512_outcomesummaryiranjulykr.pdf 

 

 

 

시민사회가 재난위험도 경감에 함께 참여하는 울산광역시 

 

300 명의 울산광역시 공무원과 시민사회 파트너들은 일관성 있는 재난위험도 경감과 

기후변화 대응이 울산광역시의 재난복원력을 증진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우기 위해 모였다. “복원력 있는 도시 만들기” 글로벌 캠페인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울산광역시는 롤모델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더보기: http://www.unisdr.org/files/49706_workshopoutcomesummaryreportulsanko.pdf 

 

중앙아시아와 남캅카스 국가들은 재난위험도를 경감하기 위한 역량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새로이 설립된 정부 간 ‘비상상황과 재난경감을 위한 센터’는 UNISDR ONEA-GETI 와의 

협력관계 하에 중앙아시아와 남캅카스 지역의 국가적 센다이강령에 초점을 맞춘 비상상황, 

경제, 발전, 계획, 환경, 교육 그리고 보건과 관련된 부처의 대표자에 대한 교육을 정부간 

국제기구, 보안담당자, UN 과 함께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보기: http://www.unisdr.org/files/50398_outcomesummarydushanbekr.pdf 

 

 

도시들이 효과적인 새로운 도시 의제를 위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국가위험도를 경감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Habitat III 의 

PrepCom3 에 참여한 지방정부는 센다이강령의 지역적 측면에 대해서 배웠다. 특별 

세션에서는 새로운 도시 의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의 일관성을 구축하는 한편, 

지방정부가 2015-2030 재난위험도 경감을 위한 센다이강령을 시행하는데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검토했다. 지방 당국에서는 그들 도시와 각각의 기관 그리고 혁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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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에 있어서 어떻게 그들이 재난위험도 관리 관행을 발전시키고 시행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했다 

더보기: http://www.unisdr.org/files/49761_outcomesummarysurabayakr.pdf  

 

 

 

싱가포르의 경험을 통한 글로벌 학습 

 

 
 

 

 

재난위험도와 보건에 관한 학습 

 

보건과 재난위험도 경감을 우선순위로 설정:  27명의 건강증진 석사과정의 학생들과 

술라웨시술라탄 주의 마카사르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하사누딘 대학교에서 온 

3 명의강사진은 그리피스 대학의 재난위험도 경감과 환경위생, 재난관리 교육의 도입을 

위해 UNISDR ONEA-GETI 에 모였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에게 재난위험도 경감에 대해 지도할 교사 양성을 위한 첫걸음 

 

한국에서 개최된 재난위험도 경감에 대한 교원을 위한 최초의 워크숍은 그 효과를 

자신들의 부모와 공통체에 전파할 각각의 학생들에게 재난위험도 경감에 대해 교육할 수 

있도록 재난위험도 경감의 개념, 시행, 그리고 좋은 관행들을 교사들에게 소개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제시된 기본 개념은 포괄적인 재난위험도 경감과 복원력 구축은 학생부터 

교사에 이르기까지 학교 전체가 참여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몇몇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도록 격려하고 또한 교사들이 이것이 가능하도록 힘을 

보탠다면 매우 성공적일 것이다. 

더보기: http://www.preventionweb.net/files/50453_outcomesummaryasank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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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협력 프로그램과 난양 기술대학교는 적응 척도의 구축과 공동체에서의 복원력 

형성에 있어 센다이강령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싱가포르의 재난위험도 경감에 대한 

경험을 통해 배우기 위해 5개 대륙 25개국에서 모인 35 명의 정부공무원과의 회동을 

위해 UNISDR ONEA-GETI 와 팀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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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력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10 가지 필수 실행요소 

 

더보기: http://www.unisdr.org/files/50422_outcomesummarybusankr.pdf 

 

 

광주광역시의 자치구들은 대한민국의 재난위험 관리에 대한 좋은 실례들을 공유하였다. 

 

 

나타날 가능성을 줄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UNISDR 은 학교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소개하여 재난위험도 경감 증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의 교사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보기: http://www.unisdr.org/files/50422_gwangju.pdf 

 

참고문헌 

First SFDRR aligned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Plan in India. All India Disaster Mitigation Institute 

(AIDMI) 

http://www.preventionweb.net/publications/view/50356 

 

Implementing the Sendai Framework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www.preventionweb.net/publications/view/50438 

 

Partnering with the business sector for disaster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Insights into 

strategic cross-sector partnerships 

http://www.preventionweb.net/publications/view/50345 

 

부산은 그 지정학적 요소 때문에 몇 가지 재난 위험에 놓여있다.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어 

특히 태풍이나 폭우에 취약하다.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의 18 개 

자치구의 공무원들이 모였다. 그들은 자치구별로 센다이강령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 그리고 재난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UNISDR 의 "복원력 강한 도시 만들기" 글로벌 

캠페인에 대해 배웠다. 

“복원력 강한 도시 만들기”캠페인을 통해 재난위험 관리에 대한 대한민국의 좋은 실례들을 

광주지역의 지자체 공무원들과 나누었다. 캠페인에 참가하는 광주 북구는 캠페인의 10 가지 

필수요소를 증진하는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2016 년 북구는 재난 예방과 도시 

안전지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 제고를 포함한 20 가지의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 중 하나인 "안전지도"는 여성가족부와 학교, 학부모들과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거주지를 포함한 안전지역을 지도로 만들어 학교 주변의 위험요소가 재난으로  



 
 

2016. 10-12 월 일정표 

 

재난위험도 경감을 위한 기술- 공공안전통신망 포럼  대한민국, 서울 10. 5 

인천시 공무원들을 위한 재난위험도 경감 워크숍 대한민국, 인천        10. 11 

대한민국 학생들을 위한 예방문화 교육 대한민국, 인천 10. 12 

몽골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의 센다이강령 실행을 위한 재난위험도 

경감 워크숍 

몽고, 울란바토르 

달란자드가드 

10. 10-14  

한국교원대학교 방문(MOU) 및 한국 교원대학생 대상 재난경감 교육 대한민국, 청주 10. 18 

대한민국 학생들을 위한 예방문화 교육 대한민국, 인천 10. 20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워크숍 대한민국, 경주 10. 21 

복원력 있는 도시 만들기 글로벌 캠페인- 양천구 대한민국, 양천구 10. 31 

중남미 정부 공무원들을 위한 워크숍 대한민국, 천안 10. 31 

케언스 시의 공무원들을 위한 훈련 

대한민국 도시와 재난위험도 경감 기술을 위한 엑스포 

교장자격연수과정 직무 특강 교육     

대한민국 학생들을 위한 예방문화 교육 

필리핀 시장들을 위한 재난위험도 경감 훈련 

복원력 있는 도시 만들기 글로벌 캠페인- 아삼 

대한민국 학생들을 위한 예방문화 교육 

 

호주, 케언스 

대한민국, 서울 

대한민국, 청주  

대한민국, 인천 

필리핀, 마닐라 

인도, 아삼 

대한민국, 인천 

11. 7-11 

11. 17 

11. 18 

11. 24 

11. 24-26 

12. 5-9 

12. 22 

 

More incoming events at www.unisdr.org/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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