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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항가이, 셀렝게,  훕스굴, 투브 등 몽골 중앙 및 북부 지역들이 볼강에 모여  

UNISDR 의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의 새로운 도구와 센다이 프레임워크의 지역적 이행에 대해 배웠다. 

 

몽골 모든 지역에 닿고 있는 센다이 프레임워크 

지난 UNISDR GETI 교육을 통해, 몽골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인 다르항시와 세번째로 큰 도시인 에르데넷시는 

센다이 프레임워크에 따라 구성된 복원력을 구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10가지 필수사항을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실현되고 있는 재해위험경감 활동의 실질적인 예로: 다르항시는 시민 재난 대비 역량강화 및 교육센터를 

건설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들의 다음 목표는 도시의 중요 기반시설을 새단장 하는 것이다. 에르데넷시에서는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특별 예산을 편성하였다. 오르혼 지방 응급관리부 책임자인 G. Ganbaatar 대령은 

“에르데넷의 지형은 홍수에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반시설의 공학기술적 요소에 대한 역량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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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야 합니다”라고 UNISDR 대표단과의 만남에서 언급하였다. 지역 관계자들은 수분, 도로, 교량 그리고 댐 등의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우리는 시의 재해위험경감 관련 재정의 

일부를 이 활동을 위해 배정했다”고 말했다. 

 

 
 

필리핀 Arise: 소규모 기업체의 복원력을 증진시키다  

140 여개의 필리핀 중소기업들이 필리핀 Arise 의 요청에 따라 함께 모여 재난에 대한 복원력을 갖춘 기업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였다. 기업 자산과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복원력에 

투자한 SM Mall 의 사례를 통해 그 중요성을 강조한 SM 프라임 홀딩스㈜ Hans Sy 회장의 말로부터 영감을 

받은 참가자들은 재해위험경감에 대해 배우고 좋은 사례들을 공유했다. 화웨이社의 기업 커뮤니케이션팀은 

“확실히 기업체들이 재난 시나리오를 쉽게 이해하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잘 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 

라고 말하며, 워크숍에서 소개된 Quick Risk Estimation Tool 을 사용하기 편리하고 이해하기 쉬운 도구로 

인정하였다.  

더 읽기: http://www.unisdr.org/we/inform/events/54445 

 

2017-2019 코이카- UNISDR 프로그램이 시작되다 

 

재난위험도 감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3 개년 

2017 코이카-UNISDR fellowship 프로그램이 올해 6 월 파트너 NDTI 와 함께 

시작되었다. UNISDR GETI 에서 시행되는 5 일 동안의 국가차원의 센다이 

프레임워크 실행프로그램에 카메룬, 가나, 인도네시아, 모잠비크, 필리핀 및 

스리랑카 등지에서 온 재해위험도 감소와 기후변화 관련 부처, 통계청 및 

환경계획 부처의 18 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위험을 알리는 국가정책을 

위한 재해위험도 감소 행동계획을 개발하였다. 참석자들은 홍수와 지진 

위험을 중점으로 한국의 재난위험 관리에 대해 배우기 위하여 NDTI 에서 

2 주에 걸친 교육을 받았다.  

 

더 읽기: http://www.unisdr.org/we/inform/events/54091 

http://www.unisdr.org/we/inform/events/54445
http://www.unisdr.org/we/inform/events/5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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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I가 국가적 센다이 강령 실행을 싱가포르 민간 방위 아카데미-JICA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가져오다 
 

 

UNISDR GETI 는 2 주 과정의 일환으로 8 월 17-18 일 싱가포르 민간방위 

아카데미(CDA)에서 CDA-JICA 합동 재난 위험 감소 및 재난 관리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피지,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팔레스타인, 베트남 등의 다양한 재난 관리 부서를 대표하는 

17 명의 공무원들이 센다이 프레임워크 재해 예방 대책을 이해하기 위해 

모였으며, 준비와 “발전적재건”을 포함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행동 우선순위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참가자들은 사례 연구와 센다이 강령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 

맞춤 지표 초안을 통해 DRR 행동 계획 초안을 작성하였다. 

 

지방과 국가 복원력 구축을 위한 ToT 가 인천광역시,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및 아랍국가연맹에서 

시행되다 
 

 

15 개의 다양한 지역 및 국가의 DRR 옹호자들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약식 

위험도 측정과 복원력 지표 도구를 사용하여 UNISDR GETI 지방 차원의 센다이 

프레임워크를 실행하기 위한 ToT 에 참가하였다. 그들은 레바논의 즈가르타 

자치연합, 이집트의 아랍지역과 유럽을 위한 환경개발센터, 수단의 카툼주, 

튀니지의 UN 개발계획, 필리핀의 마가티시,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아태지부, 

네팔 개발위원회협회, 방글라데시 지자체연합, 인도의 인도지방자치연구소 

등에서 모였다.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부서의 대표자들이 참여하여 도시의 

경험들을 공유하였다. UNISDR GETI 워크숍은 UNISDR 아랍 사무국과 함께 

준비하였으며, GETI 에서 개최되었다. 

 

더 읽기: http://www.unisdr.org/we/inform/events/54247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과정 중인 공무원들이 위험정보 개발 사례를 배우다  

 

성균관대학교의 국정전문대학원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30 명의 현직 공무원은 

5 월 10 일 UNISDR GETI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재난위험감소에 대한 이해를 구축했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캄보디아, 

카메룬, 칠레,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에콰도르, 이집트, 에티오피아, 피지, 

가나,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몽골, 모잠비크, 

파키스탄, 필리핀, 세네갈, 스리랑카, 수리남, 탄자니아, 튀니지, 우간다 및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 법, 노동, 금융, 외교, 기획, 통신, 환경 및 교육과 같은 

다양한 부문을 대표하는 공무원들이 모였다. 

http://www.unisdr.org/we/inform/events/5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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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롤모델 도시로 선정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UNISDR ONEA-GETI 과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의 교육을 통해 강원도청 

직원들은 센다이 프레임워크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대한 2030 의제, 

그리고 복원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 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2018 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군이 위치한 강원도는 

더욱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MCR 캠페인에 가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롤모델 도시가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서울대학교 UNISDR GETI 초청 특강이 재난위험도와 복원력에 대한 인식을 고무시켰다 

 

 

위험도를 이해하고 경감하며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위험도와 다양한 부문 및 사회 전반에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의 

이해를 주제로 UNISDR GETI 초청 특강이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에 열린 

상호토의에 70 명의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당장 위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위험도를 인지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 말했다. 

 

국가 및 지역 단계와 학계에서 재해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러시아가 역량을 강화시켰다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단계에서의 센다이 프레임워크 시행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러시아 국가 센다이 프레임워크 담당관, 러시아 EMERCOM 

소속 러시아 민방위 및 방재연구소 부소장 그리고 수석 연구원 등 러시아 

연방 정부 관리 3 명과 러시아민족우호대학 (RUDN University) 학장을 포함한 

인사 3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 월 모스크바에서 공동으로 시행된 교육에 

대한 후속 조치로써, 이번 교육을 통해 EMERCOM 은 지식을 더욱 향상시키고 

올 10 월 2 개의 도시에서 재난 복원력 스코어카드를 사용하려는 목표를 

세웠고, RUDN 은 재해위험감소를 연구 과제와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기로 

계획 하였다. 

 

더 읽기: http://www.unisdr.org/we/inform/events/55005 

 

 

http://www.unisdr.org/we/inform/events/5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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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문헌 
 

• 센다이 프레임워크의 국제적 목표를 달성을 위한 진도 모니터링 및 보고를 위한 기술 지침서 

http://www.unisdr.org/files/54970_collectionoftechnicalnotesonindicat.pdf 

• STRESS: 전략적 복원력 평가도구 (Strategic resilience assessment) 안내서 

http://www.preventionweb.net/go/55035 

 

• 재해위험감소 솔루션을 함께 디자인하다: 과학, 기술 및 학계 등의 소통과 참여 행동을 향해 

http://www.preventionweb.net/go/52996 

 

 

2017 년 10 월부터 12 월까지의 일정 

 
National Implementation of Sendai Framework for LDCs and SIDS  Singapore 2-5 Oct 

Regional Consultation for Capacity Development – Arab States Abu Dhabi, UAE 9-10 Oct 

National Implementation of Sendai Framework in Arab States Abu Dhabi, UAE 11-12 Oct 

TOT for National Implementation of Sendai Framework for All 

Regions 

Incheon, Korea 17-20 Oct 

Regional Consultation for Capacity Development – Africa Nairobi, Kenya 23-24 Oct 

Regional Consultation for Capacity Development – Americas Panama City, 

Panama 

26-27 Oct 

Regional Consultation for Capacity Development – Asia Pacific Bangkok, 

Thailand 

06-07 Nov 

K-Safety: SafeNet Forum Ilsan, Korea 15 Nov 

K-Safety: Sendai Framework for High-Level Delegates 

                Korean Resilient Cities & Tech for DRR 

Ilsan, Korea 16 Nov 

UNITAR–CIFAL on Urban Risk Reduction: City Resilience Action 

Planning 

Jeju, Korea 20-23 Nov 

Developing Local DRR Plans Ulaanbaatar, 

Mongolia 

20-23 Nov 

TOT for National Implementation of Sendai Framework in SAARC Gujarat, India (TBC) Dec 

More incoming events at www.unisdr.org/incheon   

 

 

http://www.preventionweb.net/go/55035
http://www.preventionweb.net/go/52996
http://www.unisdr.org/inche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