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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2017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 현재까지 개최된 글로벌 플랫폼 중 가장 큰 규모의 행사였다. 

센다이강령 이행을 위한 글로벌 역량 개발 전략 수립 

칸쿤에서 열린 GP17(2017 Global Platform)에서 UNISDR-GETI 는 센다이강령 이행을 위한 글로벌 역량 개발 

전략을 위한 자문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해당 전략의 중요성 및 교육 훈련을 비롯한 역량 개발 

계획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기존 계획의 미진함 등의 내용을 안건으로 다루었으며, 3 가지 우선사항이 다음과 

같이 논의되었다: i) 위험 정보: 손실 및 위험 정보(재난 손실 데이터베이스)의 수집 및 이해와 사용. 재난 

복원력의 경제성에 대한 정보 부족, 비용 편익 분석의 필요성, 보다 광범위한 위험에 대한 정보의 차이 및 의사 

결정권자의 이해 가능성을 강조했다; ii) 센다이강령의 목표 (e) 및 재난위험 정보 제공 개발 계획: 참가자들은 

개발 능력이 도구의 소유와 관련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의 요구와 정책 및 계획의 수립에 있어 통합된 

이해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교육 훈련은 재난 관리 당국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의 대표자들에게도 필요하다; iii) 

센다이강령 모니터링 : 일관된 DRR 과 SDG 의 이행,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량 구축으로 국가 계획에 부합하고, 국가 간의 공유 (남-남 협력)를 확대하며, 성공 사례를 증진하는 

방안이 권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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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MCR 캠페인캠페인캠페인캠페인 도구도구도구도구:  약식위험평가약식위험평가약식위험평가약식위험평가 도구도구도구도구 및및및및 스코어카드스코어카드스코어카드스코어카드 발표발표발표발표  

  

     
 

 

 

 

 

더 읽기:  http://www.unisdr.org/campaign/resilientcities/home/toolkit 

 

필리핀필리핀필리핀필리핀 카트발로간은카트발로간은카트발로간은카트발로간은 센다이강령센다이강령센다이강령센다이강령 실행을실행을실행을실행을 위해위해위해위해 지방정부지방정부지방정부지방정부 차원의차원의차원의차원의 생산생산생산생산 능력을능력을능력을능력을 구축했다구축했다구축했다구축했다 

 

 
 

 

 

 

 

 

 

더 읽기:  http://www.unisdr.org/we/inform/events/52718 

 

모리셔스에서모리셔스에서모리셔스에서모리셔스에서 재난재난재난재난 복원력을복원력을복원력을복원력을 위한위한위한위한 민간부문과민간부문과민간부문과민간부문과 정부정부정부정부 사이의사이의사이의사이의 연계가연계가연계가연계가 이루어졌다이루어졌다이루어졌다이루어졌다    

 

 

 

더 읽기:   http://www.unisdr.org/we/inform/events/53958  

       http://www.unisdr.org/we/inform/events/53960 

 

새로운 MCR 도구를 시작하기 위한 ToT(Training of Trainers)가 인천의 UNISDR-GETI 에서 진행되었다. 

약식위험평가(Quick Risk Estimation, QRE) 도구는 UNISDR 과 Deloitte 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현재와 

미래의 위험 그리고 인적 및 물리적 자산에 대한 노출 위험의 식별을 목표로 한다. QRE 도구는 

완전한 위험 평가 도구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이해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이해 관계자의 

참여과정이다. 도시 재난 복원력 스코어카드의 업데이트 버전이 교육 참가자들과 공유되었다. 이 

도구는 UNISDR 의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Making Cities Resilient, MCR) 캠페인의 10 개 필수 

항목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지방정부가 센다이강령을 이행하면서 진행 상황과 당면 과제를 

모니터링 및 검토하고, 재난 복원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일련의 평가를 제공한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IBM, AECOM 등의 파트너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도시들의 지원을 받아 UNISDR 이 개발하였다. 

2017 년 4 월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 

지역회의를 주최한 필리핀의 카트발로간 시는 해당 지역에서 개최된 지역 수준의 

워크샵에서 참가한 전문가들의 경험을 활용했다. 워크샵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초이자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센다이강령의 실행을 위해 그들의 경험을 동비사야 지역의 정부 

관계자들과 공유하였다.  

카트발로간시장, 민방위지역사무소장, 중앙 및 시정부와 학계의 전문가들,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Making Cities Resilient, MCR) 캠페인을 이끄는 지자체장 등으로 구성된 

80 여 명의 참가자들은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 재난위험 감소 계획을 위해 캠페인 

도구를 사용하는 역량을 키웠다. 참가자 중 한 명인 센다이시의 후미히로 오츠키 

도시계획정책 홍보국장은 2011 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에 따른 도시 재건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모리셔스공화국의 국가재난관리위원회(National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Center, NDDRMC)는 UNISDR GETI, 아프리카 지역사무소와 함께 재난 및 

기후 위험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실행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서 5일 동안 두 

번의 워크샵을 개최하여, 지방 정부와 민간기업의 60명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이 

워크샵은 NDRRMC 에 따른 후속 활동으로, 2016년에 열린 제 1 회 NDRMC-GETI 

워크샵의 성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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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란바토르울란바토르울란바토르울란바토르, 에르데네트에르데네트에르데네트에르데네트, 다르항에서다르항에서다르항에서다르항에서 센다이강령센다이강령센다이강령센다이강령 현지화에현지화에현지화에현지화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영향영향영향영향    

 

 

 

 

몽골의몽골의몽골의몽골의 9 개개개개 주에서주에서주에서주에서 진행된진행된진행된진행된 몽골국립재난관리청몽골국립재난관리청몽골국립재난관리청몽골국립재난관리청 직원들의직원들의직원들의직원들의 역량역량역량역량 개발개발개발개발 

 

  
    

    

    

알마티센터알마티센터알마티센터알마티센터, 긴급긴급긴급긴급 상황상황상황상황 및및및및 재난위험재난위험재난위험재난위험 감소를감소를감소를감소를 위한위한위한위한 교육교육교육교육 확대확대확대확대 시행시행시행시행 

 

        

더 읽기: http://www.unisdr.org/we/inform/events/52895 

 

유럽 동남부지역 국가들이 센다이강령 이행을 위해 역량 강화에 전념하고 있다 

 

 
 

더 읽기: http://www.unisdr.org/we/inform/events/54088 

몽골 으브르항가이, 더르너드, 고비숨베르, 더르너고비, 동드고비, 헹티, 으므느고비, 

수흐바타르 및 바잉헝거르의 국립재난관리청(Mongolia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NEMA)직원이 UNISDR- GETI 의  ToT(Training of Trainers)에 

참석했다. 이 워크숍의 목적은 센다이강령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Making Cities Resilient, MCR) 캠페인의 새로운 도구에 익숙해지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데 있다. 해당 도시들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의 10 개 필수항목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진전 사항을 보고했으며, 특히 으브르항가이 주는 관련 기관과 함께 

위험평가를 이행하는데 찬성하였다. 한편 센다이강령은 국민의 재난 복원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 주의 종합계획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몽골의 도시에 DRR 계획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로, 센다이강령 이행에 대한 두 번째 워크샵이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3 대 도시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워크샵 참가 

도시들은 비상사태위원회의 신설, 주지사의 지시에 따른 재난보호계획에의 DRR 이슈 포함,  

교육훈련이 도시의 DRR 에 미치는 영향 등 지방 DRR 계획 개발과정의 진전 사항과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보고했다. 한편 에르데네트시는 재해를 위험 유형별로 구조화하고, 

특별히 돌발홍수의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예산을 재난위험에 배분했으며, 지진 

예방에 대한 하위협의회도 설립했다. 이번 워크샵은 몽골 부총리실, 몽골 재난방재청 및 

UNISDR 간의 긴밀한 협력에 따른 결과였다. 

 

DPPI-SEE 회원국 중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루마니아, 세르비아 그리고 터키가 두 번째  DPPI-SEE 전문가 양성 워크샵에 참가하기 위해 4 월 25-

27 일 크로아티아에서 모여 17명으로 구성된 2 차기관의 관료들이 이 워크샵에 참가하여 재난위험도 

경감을 위한 센다이강령을 이해하고 재난위험도 경감 행동 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았다. 이 

교육은 UNISDR GETI, 유럽 지역사무소 그리고 크로아티아 국가 보호 및 구조 이사회 (DUZS)가 함께 

개최하였다. 

2016 년 재난위험 감소를 위해 제 1 회 중앙아시아 및 남부 캅카스 지역 플랫폼에서 진행된 

센다이강령 이행을 위한 UNISDR -GETI ToT(Training of Trainers) 이후,  알마티센터(Center for 

Emergency Situations and Disaster Risk Reduction: CESDRR)은 센다이강령에 대한 이해, 이행, 

모니터링에 대한 훈련가들의 지식과 역량을 키우기 위해 러시아어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9 명의 CESDRR 직원들과 키르기스스탄의 대표들은 유럽과 중앙아시아 UNISDR 사무국 

대표들과 함께 대한민국 인천에서 행해진 UNISDR-GETI 훈련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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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회 APDRC 상호 혁신 워크숍에서 확인한 재난위험도 경감을 위한 과학기술 

 

 

 

더 읽기: http://www.apdisasterresilience.org/rii.html 

 

 

소식 
 

모든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요청 사항: 센다이모니터 프로토타입 테스트(2017 년 7 월 21 일까지) 

 

 
 

 

1. 국가의 센다이강령 중점사항 / 책임자: https://tinyurl.com/ydhjgqs8 

2. 부가적인 국가별 데이터 제공자 / 기여자: https://tinyurl.com/yc34llyy 

 

프로토타입에 입력되는 피드백은 그 수단 자체 내에서 표준 질문을 통해 UNISDR 에 제공될 수 있다. 위의 두 가지 

링크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이메일 katsanakis[at]un.org 와 serje[at]un.org 을 통한 피드백이 가능하다.  

 

 

모집 시작: UNITAR – UNISDR 이러닝 (e-learning) 교육 과정:  

복원력 행동 계획 – 지역 수준에서의 센다이강령 이행 

날짜: 2017 년 9 월 12 일부터 12 월 4 일까지, 9 월 4 일까지 모집 마감. 

더읽기: https://www.unitar.org/event/full-catalog/resilience-action-planning-implementing-sendai-framework-

local-level-0 

 

 

 

 

2017 년 5 월 11 일 열렸던 제 1 회 상호 혁신 워크숍에서 IFRC 아시아태평양 재난 

복원력센터의 복원력혁신계획(Resilience Innovation Initiative: RII)의 일환으로, UNISDR-

GETI 는 센다이강령의 전세계적 재난위험도 경감 정책 혁신을 포함한 재난위험도 경감 

혁신에 대한 교훈과 기회를 공유하였다. 이러한 혁신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Making 

Cities Resilient, MCR)에 대한 가나, 인도네시아, 영국, 미국, 대한민국의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과학기술 사용과 마찬가지로, DRR 정책과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 및 파리기후협약의 연관성과 접근성을 강조한다. 

올해 5 월 칸쿤에서 개최된 재난위험도 경감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에서의 센다이강령 

모니터 프로토타입 출시의 후속조치로, UNISDR 은 두 가지 다른 시나리오에서의 테스트와 

피드백을 요청한다. 우선 국가 책임자 시나리오, 그리고 기여자 시나리오에서 가능한 모든 

기능에 대한 개요가 전달된다면, 이는 해당 센다이강령의 중점사항에 의해 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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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문헌 

 

• 2017 재난위험도 경감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 의장의 요약 – 합의에서 행동으로 

http://www.preventionweb.net/files/53989_chairssummaryofthe2017globalplatfor.pdf 

• 지방정부 지도자를 위한 핸드북 [2017 년 판] 

http://www.unisdr.org/campaign/resilientcities/assets/documents/guidelines/Handbook%20

for%20local%20government%20leaders%20[2017%20Edition].pdf 

• 말을 행동으로 (Words into Action): 협의를 위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센다이강령의 이행 가이드. 

‘말을 행동으로’ 가이드라인 시리즈는 주제, 이해당사자, 센다이 우선순위에 따른 센다이강령 이행에 

대한 실용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 자문용으로 집필된 해당 버전은 2017 년 글로벌 플랫폼에서 

발표되어 현재 평가와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재난위험도 경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점사항, 재난위험도 경감을 위한 국가 플랫폼과 지역 플랫폼 

http://www.preventionweb.net/publications/view/53055 

복원에 있어서 보다 나은 재건을 하라, 부흥과 재건 

http://www.preventionweb.net/publications/view/53213 

국가 재난위험도 경감 평가 

http://www.preventionweb.net/publications/view/52828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재난 대비 향상 

http://www.preventionweb.net/publications/view/53347 

 

시뮬레이션 활동의 수행과 설계를 위한 축약 가이드 

http://www.preventionweb.net/publications/view/5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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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 7 월부터 9 월까지의 일정 

 

UNISDR-KOICA 센다이강령 국가적 양성  대한민국, 인천      7 월 5, 6 일 

ICLEI 를 위한 TOT: 재난위험도 경감에 대한 기업 사례 대한민국, 인천 7 월 6, 7 일 

센다이강령의 우선순위 4 를 전개하기 위한 TOT: 기회와 도전 뉴델리  7 월 31 일-

8 월 4 일  

중소기업의 복원력을 위해 – 재난위험도 경감의 기업 사례 필리핀, 마닐라 8 월 9 일 

센다이강령의 TOT 현지 이행 싱가포르 8 월 25 일 

센다이강령의 현지 이행 몽골 북부 지역 9 월 11 일-

15 일  

센다이강령의 국가 · 지역적 이행 대한민국, 인천 9 월 18 일-

21 일 

동북아시아 국가들을 위한 IPU 국회의원 센다이강령 세미나  대한민국, 인천 9 월 19 일- 

20 일  

UNITAR 와 UNISDR 이러닝 교육과정: 복원력 행동 계획  

– 지역수준의 센다이강령 이행 

온라인 9 월 12 일- 

12뤌 4 일 

행사 더보기:  www.unisdr.org/inche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