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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시와 마샤드시, 센다이프레임워크 수용 

 
700 명의 다양한 지역의 고위급 전문가들이 ”도시복원력실행계획을 통한 지역차원의 센다이 프래임워크 구현”이라는 교육에 

참여했다. 이 교육은 이란이슬람공화국의 국가와 지역차원에서 센다이프레임워크를 실제적으로 이행하기위해 필요한 이해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였다.  UNISDR ONEA-GETI 는 향후 이란 정부의 교육확대 사업과 관련하여 지속 협력할 것이다.   

더보기 : http://www.unisdr.org/files/48316_summaryirankr.pdf 
 

비지니스 사례 구축: 기업영속성 계획에서부터 재난경감사업 실행까지 

민간분야 워크숍의 첫번째는 사모아 정부와 상공회의소, UNISDR 공동의 노력으로 진행되었다. 기업이 재난위험관리에 대해 

이해하고, 위험경감을 위한 정부와의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교육하였다. 기업 참가자들은 

섬의 위험요인으로 부터 지역경제를 보호하고 사업의 수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한 공공시설, 건축규제시행, 안전한 

지역에 지원저장소 확보, 직원들을 위한 훈련 등에 정부가 재투자할 것을 요청하였다.  

더보기: http://www.unisdr.org/files/48399_summarysamoakr.pdf 
 

카타르의 재난위험경감과 복원계획 개발 

카타르는 자연재난과 기술적 사고에 의한 재난을 가리지 않고, 재난에 대비하기위한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과 실행과정에서 현재 위험을 감소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위험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고 있다. 

UNISDR 아랍지역사무소와 UNISDR ONEA-GETI 의 전문가들은 국가의 노력를 지원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보기: http://www.unisdr.org/files/48414_summaryqatark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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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다이 프렘임워크 국가계획 실행에 관해 교육받는 필리핀 전문가들 

필리핀 재해관리위원회(NDRRMC) 회원들은 정부와 하부기관에서 센다이 프레임워크의 시행을 돕기 위한 전문가 집단을 

구축하였다. 참가자들은 교육자료로 사용된 센다이프레임워크 점검지표 초안을 테스트했다. 

더보기: http://www.unisdr.org/files/47389_summaryphilippineskr.pdf 

 

한국, 중국, 일본은 교육훈련 공동노력에 동참 

제 4 차 한·중·일재난관리 기관장회에서 합의된 ‘교육훈련 공동노력’사항 후속 조치로, 한국, 중국, 일본, 몽골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각 국가 대표단이 서울에서 만났다. 이들은 현재 센다이 프레임워크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더보기: http://www.unisdr.org/files/48143_summarytcskr.pdf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센다이프레임워크 교육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재난경감 활동 참여를 통해 리더쉽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한다고 요청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변화의 중개역할을 한다는것은 분명하다. 인천광역시는 학생들이 이해하기쉬운 

센다이 프레임워크 교육을 진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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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의 센다이 프레임워크 활용  

몽골은 2015-2030 장기발전전략을 발전시키기위해 노력하고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된 

법체계와 정책환경을 구축하기위한 일련의 활동들이다. 이는 재난위험경감개발 계획과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투자와 주요 

활동가들과 부문들의 참여를 포함한다.  

더보기: http://www.unisdr.org/files/48022_summarymongoliakr.pdf 

 

인도네시아의 센다이 프레임워크 지역도시 점검지표 시험 

ONEA-GETI 는 센다이프레임워크 지역도시 점검지표의 효율적인 현지구현을 위해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시에서 점검지표를 

시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더보기: http://www.unisdr.org/files/48319_summaryindonesiakr.pdf 

 

재난위험관리역량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의 도시들      

한국에서 서울 다음  두번째로 큰 도시, 부산광역시의 16 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위험관리에 대해 배우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도시의 주요 위험은 태풍, 홍수, 산사태 등과 같은 자연적인 위험요인이 도시화, 산업화 등 기술적 요인과 결합되어 있었다. 

그들의 일상적인 위험 노출을 염려한 부산광역시는 UNISDR ONEA-GETI 에게  자치단체공무원 대상의 교육훈련을 요청했다.  

더보기: http://www.unisdr.org/files/48421_summarybusank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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