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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의 소피아에서 센다이강령의 국제적 이행을 위한 ToT 에 참석한 참가자들 

 

불가리아, 조지아, DPPI SEE(동남유럽 재난예방대비계획) 회원국에서의 센다이강령 이행을 

촉진했다 

이틀에 걸친 지도자 양성 교육을 통해 불가리아 내무부, DPPI SEE 회원국들 및 전문가들의 국가적 개입과 강력한 

의지가 현재의 국가 재난위험도 경감 계획과 전략들을 센다이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UNISDR 유럽사무소, UNISDR ONEA-GETI 그리고 NATO 의 위기 관리 및 재난대응교육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교육에서는 불가리아 뿐만 아니라 알바니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조지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공화국 등에서도 센다이강령 이행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했다. 

 

더 보기: http://www.unisdr.org/we/inform/events/5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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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재난위험도 경감도 전략을 위해 울란바토르 시 공무원들이 힘을 합쳤다 

 

      

  
 

 

 

인도 아삼 주에서 센다이강령의 이해를 위해 지도자 양성 교육이 이뤄졌다 

 

 
 

더 보기: http://www.unisdr.org/we/inform/events/51221 

 

6 개의 러시아 도시들이 복원력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에 새로 가입했다 

 

 

 
 

더 보기: http://www.unisdr.org/we/inform/events/51889 

 

 

 

 

 

 

 

복원력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에 대한 울란바토르 시의 노력에 부응하여, 지자체 

공무원들이 재난위험도 경감 전략을 개발하고 진행하기 위한 도구와 방법에 대해 

배우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또한 울란바토르는 전 세계 여러 지역 중에서 처음으로 재난위험도 경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UNISDR 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20 개 도시 중 하나다. 이번 워크숍은 UNISDR GETI, 몽골 국가비상관리기관 그리고 

울란바토르 시가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재난위험도 경감을 위한 센다이강령의 전문적 이행을 위한 지역 차원의 역량 구축을 

위한 지도자 양성 교육이 인도의 아삼 주에서 시행되었다.  아삼 주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이다. 이 교육은 센다이강령을 위한 지도자들의 

역량 증진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아삼에서 80 여명의 관계자들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교육에 참가하였으며, 이 교육 

행사는 UNICEF 와 ASDMA(아삼 주 재난관리국)과 UNISDR GETI 의 협력하에 공동으로 

시행되었다. 

러시아의 가장 오래된 도시와 2018 년 월드컵 경기들을 개최할 도시가 UNISDR 의 복원력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에 함께 한 러시안 연방국의 첫 6 개의 지역 사회에 속해 있다. 

여섯 개 도시의 관계자들은 1 월 중 이틀 동안의 센다이강령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교육 

훈련에 참가했다.  이 교육은 러시아 연방 국민안전처, EMERCOM(러시아 비상사태부), 

UNISDR 유럽 사무소, 국제방재훈련교육연수원(GETI)과 공동으로 조직되었다. 이 행사에 

대한 후속 조치로, 러시아 대학들과의 지도자 양성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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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가 지속적인 SDG 와 DRR 실행을 위해 파트너쉽을 우선 순위로 두다 

 

 
 

더 보기: http://www.unisdr.org/we/inform/events/52208 

 

 

이란 마슈하드가 역량 강화를 통해 롤모델 도시로써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더 보기: http://www.unisdr.org/we/inform/events/52371 

 

 

뉴캐슬 대학, 호주의 UNITAR CIFAL, 동아시아 ICLEI 가 UNISDR GETI 전문가단에 합류했다 

 

        
 

 

 

 

 

더 보기: http://www.unisdr.org/we/inform/events/51877 

 

 

 

 

105 명의 마슈하드와 시라즈 시 관계자들이 UNISDR GETI 와 지방자체단체 당국이 합동 

개최한 도시위험도 경감과 복원력을 위한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모였다. 관계자들은 도시 

복원력 행동 계획 발전에 대해 배웠고, UNISDR 의 복원력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의 

방법과 재원들에 친숙해졌다. 마슈하드는 재난위험도 경감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성취에 대한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주요 정책과 입법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 중이다. 

 

인천에 위치한 UNISDR GETI 의 교육시설에서 뉴캐슬 대학, 호주의 UNITAR 

CIFAL(국제연수센터), 동아시아의 ICLEI(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와 함께 

전문가를 위한 이틀 간의 심화 훈련 과정이 진행되었다. 센다이강령의 이행을 위한 이 

훈련 과정에서는 재난위험도 경감을 위한 계획 개발에 첫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복원력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의 도구들을 사용하였다. UNISDR GETI 의 자료들은 

인천사무소에서 호주의 뉴캐슬 대학과 UNITAR CIFAL(국제연수센터)의 재난위험도 

경감에 대한 대학원 과정에 사용될 것이다. 그 결과로 동아시아의 ICLEI 와 UNISDR 

ONEA 는 201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시장 포럼과 중국에서의 하루 과정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몰디브 국가재난관리부와 협동 하에 다양한 부서의 직원 35 명이 참가하여 센다이강령의 

이해에 관한 이정표가 될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국가 · 지역적 계획이 재난위험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파리 기후협약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같은 선상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관련 실행 계획들을 작성해보는 기회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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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가 재난에 강한 도시가 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 

 

 
 

더 보기: http://www.unisdr.org/we/inform/events/52505 

안전한 사회,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재난위험 경감교육 

 

서강대학교 모의유엔(SGMUN)에서 학생들이 재난위험도 경감을 위한 유엔의 노력을 경험했다 

 

 

재난위험경감 분야 온라인 교육 소개 

지역 차원에서 센다이강령 실행 - 복원력 실행계획에 참가하는 국제적인 참가자 집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시와 지방정부 관계자들, 재난관리 전문가들, 재난위험 경감에 대한 학교와 교육기관의 대표자들을 위해 개설된 

이 온라인 과정은 재난위험 관리 분야에서 세계 실무진들의 교육과 학습의 강화를 위한 UNISDR ONEA-GETI 와 

UNITAR 의 노력의 일환이다. 상호적인 6-모듈 과정은 재난위험 경감와 도시 복원력의 개념적 토대를 

참가자들에게 소개하고, 센다이강령과 지역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행을 입증하는 사례 연구와 

UNISDR 의 복원력 강한 도시 만들기 글로벌 캠페인의 도구들(재난위험 감소와 복원력을 위한 10 가지 필수 

요소와 지방정부 지표)을 사용한다.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되는 다음 세션은 2017년 2 월 27일부터 2017년 

6 월 2 일까지 제공된다. 

지난 2017 년 3 월 15 일 수요일, 약 150 명의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직원들은 재난위험도 경감을 위한 센다이강령에 대해 알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참가자들은 재난 예방과 재난위험도 경감에 대한 지자체의 주요 역할들에 대해 

배웠으며, 또한 복원력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하는 대한민국의 도시를 

지원하기 위한 UNISDR ONEA-GETI 와 국민안전처 간의 파트너십 활동에 관하여 

교육받았다. 또한 행동계획의 초안을 작성하는 기회도 제공되었다. 

송도에 있는 채드윅 국제학교 학생 132 명은 ‘안전한 사회,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한 재난위험 경감교육을 받았다. 프로그램은 리스크랜드라는 주사위 게임과 그룹 토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번 재난위험 경감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해 인식하고, 재난 발생 혹은 그 이후에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UNISDR ONEA-GETI 의 지도 하에 서강대학교 모의 유엔(SGMUN) 대표들과 참관인들, 

사무국 구성원들이 협상과 DRR 기술 및 국가 차원에서의 재난위험도 경감전략을 전파하기 

위한 두 차례의 모의 유엔 결의안의 초안을 그리기 위해 모였다. SGMUN 사무총장은 

“학생들은 재난 대비에 대해 많은 영감을 받았고, 국제기구들이 2015 년부터 2030 년까지 

재난위험도 경감을 위한 센다이강령을 어떻게 함께 이행하는지와 재난 대비에 대해 

배웠습니다.”라고 말했다. 60 명의 참가자들은 대부분 한국 대학생이었으며 9명의 고등학생, 

7명의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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