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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험도 경감 계획에 참가한 남북아메리카의 새로운 교육자 지역 그룹, UNISDR Americas UN  

 
 

UNISDR GETI 재난위험도 경감 계획을 위한 35 명의 교육자 양성 

 

남북 아메리카 16 개국에서 온 재난위험도 관리 전문가 35 명이 UNISDR 과 GETI 에서 추진하는 

강령에 기초한 국제 프로그램의 일환인 재난위험도 경감 구축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2015 년부터 

2030 년까지의 재난위험도 경감을 위한 센다이강령의 국제적 목표 중 하나는 이 집중적인 35 시간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바와 같은 전문화된 기술적 훈련에 대한 각지의 수요 증가와 함께 2020 년까지 

전국적, 지역적인 재난위험도 경감 전략을 보유한 국가들의 수를 대폭 증가시키는 것이다.  
관련링크: http://www.unisdr.org/files/51399_americaskorean.pdf 
 
 
과학기술: 재난위험도 경감의 미래인가?   

 

  
  
 
 

관련링크: http://www.unisdr.org/files/51043_technologyfordrrkore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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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의 발달은 자연적인 재난위험과 인간이 야기한 

재난위험에 대해 세계가 고삐를 쥘 수 있도록 도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도시의 위험도를 저지하는 데에 있어서 더욱 그렇다. 복원력 강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연례행사인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의 부대행사로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과대학교 

(POSTECH)와 협력한 특별한 세미나 ‘재난 위험도 경감을 위한 기술’가 

개최되어 총 176 개 지역 222 명의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제 12 호 

2016 년 10-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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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2 
           ONEA GETI NEWSLETTER 

 

UNISDR 과 싱가폴이 센다이강령의 국가적 역량 개발에 박차를 가하다 
 

 

  

 

관련링크:https://www.unisdr.org/archive/50859 

 

필리핀이 비콜 지역의 지방, 도시, 지자체를 센다이강령의 지역차원 실행에 포함하다 
 
 

 
Read More: http://www.unisdr.org/archive/49761 

 

 
 

 
 

 
몽골 도시들이 재난 위험과 씨름하다 
 

 
 
 
관련링크: http://www.unisdr.org/archive/50641 

 
 
맡은 바 역할을  할  준비가  된  인천광역시  시민명예외교관협회 

 

 
관련링크:  http://www.unisdr.org/files/51247_honorarydiplomatskorean.pdf 

비콜 지역의 85 명이 넘는 지자체장들이 재난위험도를 관리하고 복구 계획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적 접근법과 방법을 배우고 공유하기 위해 모였다. UNISDR GETI 워크샵은 

이리가시의 마델린 요로베 알펠러 시장과 UNISDR  ‘복원력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 

활동가인 비올레타 세바가 국제재건강령과 UN 인간정주계획과의 협업을 통해 

조직하였다. 이는 비콜 지역의 지자체장들로 하여금 ‘복원력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에 

참가하고 그들의 해당 지역에 복원력 있는 도심과 지역사회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들의 

약속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었다. 
 

재난에 의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다른 지역사회 파트너들에게 위험 

관리에 대한 그들의 역량 강화 및 시민들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보장이 

요구된다.  후렐수흐 차관은 세 도시의 시장들에게 재난위험도 경감을 지역발전정책과 

도시계획에 포함시키고 이를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광역시 시민명예외교관협회 회원 29명이 재난위험도와 위험도 경감 

접근, 재난위험도 경감 이행을 위한 세계적 정책과 지역적 요소들의 

중요성에 대해 알기 위해 인천시와 UNISDR 이 주관한 워크숍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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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에 취약하며 기후 변화의 최전선상에 위치한 군소 도서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의 

재난위험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UNISDR 과 싱가폴이 그들의 파트너십을 

갱신하였다. 재난위험도 경감을 위한 센다이강령의 실행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과 

지식을 제공하는 이 특화된 합동 훈련 과정은 바레인, 부탄, 보츠와나, 브루나이, 

지부티, 에콰도르, 피지, 인도, 요르단, 모리셔스, 나우루, 필리핀, 세이셜,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수단, 동티모르,  토고 등 총 18 개국에서 참가한다.   



 
 

 
 
문다섬이 재난위험도 경감을 위한 기업체를 설립했다  

 

 
 
 
양천구: 복원력이 강한 도시 되기 
 

 
 
관련링크: http://www.unisdr.org/files/50734_yangcheongukorean.pdf 
 

 

인천시 관계자들이여 , “대비하고, 인식하며 , 준비하라 .” 

 
 
관련링크: http://www.unisdr.org/files/50485_incheoncitykorean.pdf 
 
 
재난위험도 경감을 위한 기술: 복원력을 위한 스마트시티  앱  
 

 
관련링크: http://www.unisdr.org/files/51288_smartcitieskorean.pdf 

UNISDR GETI 와 UNISDR 태평양 사무소가 공동으로 재난위험도 관리를 배우고 

군소도서에서 인접한 다른 기업들과 협업의 강화를 위해 기업에 대해 실질적 도구를 

제공하는 형식의 훈련이 최초로 솔로몬제도에서 이루어졌다. 기업들은 더 안전한 

기반시설에 대한 재투자, 안전한 지역에 예비 저장소 확보, 대체 작업 장소 확인, 

예비전력, 직원과 고객을 위한 실행가능한 시나리오와 기술 등의 구체적 행동을 위한 핵심 

분야에 대해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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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에는 이미 노약자 계층을 위한 재난 대응 및 안전계획과 

프로그램이 있다. 10 월 31 일에 진행된 세션은 양천구 공무원의 재난위험 경감에 

대한 지식을 증진하고, 자신의 경험을 “복원력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공유할 수 있음을 배웠다. 

 

 

10 월 11 일 100여 명의 인천광역시 관계자들이 국제 재난 경감의 날을 기념하고, 

재난위험도 감소가 인천시의 복원력과 슬로건 “대비하고, 인식하며, 준비하라”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배우기 위해 모였다. 
 

스마트시티 컨퍼런스의 스마트 거버넌스에 대한 첫번째 세션에서 UNIDSR 

ONEA-GETI 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가나, 영국, 미국의 “복원력 강한 도시”의 

요소인 조기 경보, 대비, 위험지도 만들기를 위한 스마트 앱과 센다이강령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행을 위한 기술 사용의 기회를 공유하기 위해 일련의 

재난위험 경감 기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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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퀸스랜드- 기초 보건의료를 위한 재난위험도 경감 워크샵  
 

 
 

관련링크: https://www.unisdr.org/we/inform/events/50164 
 
 

한국교원대학교가  재난  위험  경감을  커리큘럼에  포함시킨다  
 

 
 
 
교육은  재난  위험을  경감한다 

 

  
 
관련링크: http://www.unisdr.org/archive/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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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케언스, 매카이, 타운스빌에서 UNISDR GETI 와 북부 퀸스랜드 기초 보건의료연합이 

공동으로 개최한 일련의 워크샵에 132 명이 참가하였다. 전통적으로 재난후 보건 대응 

활동은 즉각적 외상과 전염병에 초점을 맞춰져 왔다. 일부 개발도상국의 경우를 제외하면 

재난후 전염병이 발생할 실질적 위험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에 대한 인식이 남아 

있다. 이 워크샵의 목적은 기초 보건의료 분야와 재난관리의 통합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다.  

한국교원대학교 총장과 UNISDR ONEA-GETI 가 학교 안전 교육 프로그램 진행에 

관련하여 협약을 맺었다. 향후 두 단체는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을 교육시킬 

것이다. 이 행사에 사범대학 2 학년 대학생 200여 명이 참가했다. 
 

 

모든 연령대의 학생은 성인과 함께 재난 예방, 재난 대응, 재난 복구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인천광역시의 학생을 위한 재난 

교육 프로그램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 Trends in Risk Communication Policies and Practice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16 
http://www.preventionweb.net/publications/view/51371 

 
• Methods in flood hazard and risk assessment 

CAPRA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Program (CAPRA), World Bank Group 
http://www.preventionweb.net/publications/view/51114 

 

 
 

2017 1 월  - 3 월  일정표  
 
NATO 와 서울의 재난위험도 경감 훈련               불가리아, 소피아   1 월 17-19 일 

센다이강령의 지역차원 실행  몽골, 

울란바토르, 

다르한 

  1 월 16-20 일 

2017 UN 시범사례  서강대학교 1 월 19 일 

센다이강령의 지역차원 실행  러시아, 모스크바 1 월말 

센다이강령의 지역차원 실행  이란, 마슈하드시 1 월 8-11 일 

복원력 행동  계획 –지역차원의 센다이강령 실행 

(영어와 스페인어로 진행되는 UNITAR –UNISDR 의 온라인과정  ) 

온라인 2-4 월 

재난위험도 경감을 위한 기업 사례   필리핀, 마닐라 3 월 

몽골 서부지역을 위한 재난 평가 훈련과 센다이강령의 지역차원 

실행  
몽골, 울란바토르 3 월 

더 많은 일정을 확인하려면 www.unisdr.org/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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