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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도시인 허페이, 리수이, 후후호트, 산시성 시샹 신구, 창더, 안양, 선전 광밍 신구, 화이베이, 광위안과 장시 주, 허난성, 내몽골 자치구, 

안후이성의 정부 대표자들이 2017 년 12 월 11-12 일에 재난위험 경감과 기후변화 적응 전략의 연계를 위하여 베이징에 모였다.  

 

중국 도시들의 재난위험 경감과 기후변화 적응이 조화된 지역 

전략을 지향하며 

지속가능을 위한 세계지방정부(ICLEI: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아태지부 및 UNISDR ONEA 가 

센다이강령의 지역적 이행을 중국 도시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연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건설과학기술센터(CSTC), 중국주방도시농촌건설부(MOHUD)와 협력하였다. 지역 

전략은 공공의 참여와 더불어 여러 정부 분야의 조정이 요구되며, 워크숍에서 적절한 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11 개 도시의 공무원들이 각 도시들의 복원력을 평가하고 통합된 재난위험 경감 및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후 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 및 그 도구에 대해서 배웠다. 또한 

재난위험 경감 및 도시 간 협력에 대한 지역적 역량이 도시의 위험을 줄이고 도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요소로 주목되었다. 

더 읽기: http://www.unisdr.org/we/inform/events/5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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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 시장급 포럼에서 UNISDR - ICLEI 행사, 왼쪽부터: 뉴욕시의 대니얼 A. 자릴리, 테헤란 시장 모하마드 알리 나자피, 

UNEP 기후청정대기연합장 헬레나 몰린-발데스, 러시아 상트페테부르크의 이반 세레브리츠키 

 

허리케인 샌디에 대한 뉴욕시의 경험을 통해 맞춤형 해결방안의 필요성 제시 

뉴욕시의 기후 정책 프로그램 및 최고 복원 책임자인 대니얼 A. 자릴리가 2017 년 서울 시장급 포럼의 UNISDR 

ONEA 와 ICLEI 의 행사에서 “재난들을 통해 뉴욕시가 복원 전략을 다시 생각하였다”고 하였다. 900 억 달러의 

피해와 수많은 인명 손실을 야기한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 외에도, 뉴욕시는 더 강력한 도시가 되는 방법과 그러한 

피해가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도시는 또한 연안 재해의 위험에도 

직면하고 있다. 특별 예산 할당으로, 이 도시는 해안 방어 시설을 개선하고 이전에 뉴욕시에 배치된 적이 없었던 

새로운 기반 시설에 투자하고 있다. 게다가, 이 도시는 건축 및 지대 설정 법규를 개선하고, 인프라와 공익 시설에 

다시 우선 순위를 매기고 있으며,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그들이 기후 변화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하고 있다. 

뉴욕시의 다중 복원력 전략은 모든 사법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자릴리는 "우리가 알게 된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우리가 단지 다른 도시들의 몇몇 해결책을 찾아 뉴욕시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라고 명시하였다. 

허리케인 샌디가 발생한 지 16 개월 후에 이 도시는 그들이 직면한 위협, 해결책, 그리고 이 도시가 이용할 수 있는 

자금 흐름을 이해하였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협과 이 도시의 특수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며, 따라서 해결책은 그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가 행사 참가자들에게 권고하였다. 

더 읽기:   http://www.unisdr.org/we/inform/events/5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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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난 복원력 스코어카드에 대한 한국 도시들의 학습 

 

37 개의 한국 도시들이 UNISDR GETI 의 기후 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에 대한 연례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 행사는 새로운 캠페인 도구인 

재난 복원력 스코어카드와 약식 위험도 측정도구를 한국어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였다. 스코어 카드는 47 개 지표로 구성된 예비 평가와 117 개 지표로 

구성된 상세평가의 두 가지로 평가된다. 도시들은 이 두 도구를 사용하여 

현재의 재해 복구 수준을 이해하고, 복원력 과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며, 도시 복원력 실행 계획을 개발할 수 있다. 

더 읽기:   http://www.unisdr.org/we/inform/events/55759   
 

 

 

 

 

 

재난위험 경감에 대한 한국 교사와 학생들의 학습 

 

2017 년에 인천광역시와 UNISDR ONEA-GETI 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한국 

학생들을 위한 재난위험 경감 교육 프로그램이 13 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지 언어로 번역된 UNISDR 의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예방과 복원의 문화를 

조성한다는 주된 목표를 통해 526 명의 학생들에게 전달되었다. 이 

프로그램이 지역 사회에 더 잘 알려지게 되면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는 

선생님들이 재난위험 경감의 교육자가 되어 궁극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차용하여 각자의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해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총 13 회의 교사들을 위한 교육자 워크숍이 각 지역의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조직되었다. 본 교육자 워크숍은 515 개의 

학교를 대표하는 9 개 도시 및 지방의 583 명의 교사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UNISDR ONEA 는 한국의 안전한 학교를 위한 전세계적인 계획 또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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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험 경감 :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복원력 구축 

 
 

방글라데시, 벨로루시, 캄보디아, 쿠웨이트, 키르기즈스탄, 몽골, 파키스탄, 베트남,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대만(중국) 및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 12 명의 고위급 대표가 한국 행정안전부의 “K-Safety” 연례회의에 초청되어 

UNISDR GETI 가 개최한 재난위험 경감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최초의 고위급 회의에 참석했다. 대표단은 

재난위험 경감과 지속가능한 개발 사이의 상호 관계 및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센다이강령의 중요성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재해 위험을 줄이며, 안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소개했다. 그리고 호주와 필리핀의 

국제전문가들 사이에서 재난위험 경감을 지속가능한 개발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경험과 과제가 공유되고 

논의되었다. 

더 읽기:   http://www.unisdr.org/we/inform/events/55757 

 

 

공공 안전망의 국제 협력 및 표준 요구 

 

K-Safety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제 3 회 연례 SafeNet 포럼, 한국 행정안전부 

및 UNISDR ONEA-GETI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약 100 명의 SafeNet 포럼 

회원들과 k-Safety 참여자들이 모였다.  2017 년 행사는 공공안전 네트워크 

및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졌다. FirstNet(미국 재난망전담추진기관), 

BDBOS(독일 공공안전 및 디지털무선통신망기관), PCSE(유럽공공안전통신), 

네덜란드 경찰, TCCA(유럽형디지털주파수공용통신협회), 일본 

무선통신센터에서 온 전문가들과 토론자들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협력을 

통해 운영 및 배치의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상호 이익 및 공공-

민간 협력을 위해 재난 및 사업 위험을 줄이는 방법,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준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개선하는 방법 등이 설명되었다. 센다이강령과 

지속가능개발목표는 위험 경감 및 공공 안전 정책에 대한 정보통신 기술을 

지도하기 위한 중요 글로벌 프레임워크로 인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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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교육 : 센다이강령의 이해 및 모니터링 소개 

 
 

미국국제개발처(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지원을 받아 국가 및 지역 

정부, 지역 OECD, 비정부 기구를 대표하는 아프리카와 미주, 아랍 국가 및 아시아 참가자 25 명이 10 월 

17 일에서 20 일까지 인천 UNISDR 에서 개최된 센다이강령 모니터 워크숍에 모였다. 라이베리아, 모리셔스, 

잠비아, 케냐의 연수생 이외에 국가기관이나 DRR 훈련 기관으로부터 각 국가 및 지역에서 역량 개발 계획을 

재현하고 센다이강령 모니터를 시행할 수 있다고 추천받은 인물들이 포함되었다. 

더 읽기:   http://www.unisdr.org/we/inform/events/55535 

 

 

가장 긴급한 역량 개발 필요성과 기회 파악 

 

UNISDR GETI 는 센다이강령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역량을 

향상시키는 전략 개발을 위해 UNISDR 지역 사무소와 협력하여 지역 및 온라인 

회의를 소집했다. 10 월 9-10 일: 아랍의 아부다비, 10 월 26-27 일: 파나마의 

아메리카, 11 월 1-2 일: 인천의 아프리카, 11 월 6-7 일: 방콕의 아시아 태평양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전 토론 및 협의를 보완하기 위한 이 행사에 지방 정부, 

정부간국제기구, 유엔 및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학계 및 민간 부문 외에도 

38 개 회원국의 총 150 명 이상의 대표가 참여하였다. 이러한 회의는 이들 

국가의 센다이강령 구현과 재난위험에 취약한 개발 계획을 대비하기 위해 

시급한 역량 개발 필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강조했다. 

이를 통해 얻어진 성과는 2018 년 중반까지 예상되는 모든 이해 당사자를 위한 

국제적 전략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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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다이강령 이해를 위한 아랍 워크숍에서 지역 협력 강조 

 

이틀 간의 워크숍은 UNISDR 아랍 지역 사무소와 공동 개최된 아랍 지역의 

재난위험 경감 전략 및 계획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레바논, 팔레스타인, 수단, 튀니지, 아랍에미리트 연합, 아랍국가연맹, 요르단 

아카바시 등 14 개 정부 및 이해관계자 대표자들을 모았다. 이 워크숍은 아랍 

국가의 역량 개발 전략 협의를 통해 개최되었으며, 센다이강령의 목표를 깊이 

탐구하고 지역 차원의 재난 경감을 위한 2015-2030 아랍전략 뿐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 일관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맞춤 국가지표를 마련할 기회를 

제공했다. 재난 손실 데이터베이스, 재난위험 경감 전략 및 실행계획 구현,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국가별 플랫폼 구축에 관한 개별 국가들의 경험이 

공유되었다. 

더 읽기:    http://www.unisdr.org/we/inform/events/55234 

 

 

홍콩 재난 경감의 날: 복원력 있는 도시 만들기에 대한 심포지움 개최 

 

재난위험 경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홍콩과학기술대학은 UNISDR ONEA-

GETI 와 함께 “복원력 있는 도시 만들기: 호주, 홍콩, 필리핀, 대만의 사례”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각 도시의 재난위험 경감과 복원력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재난복원력 스코어카드를 사용하여 캠페인의 롤 모델인 호주의 케언즈와 

필리핀의 마카티시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홍콩과학기술대학은 또한 홍콩의 

복원력 평가 수행을 위해 스코어카드를 도입함으로써 이 도구를 사용한 

상향접근법의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더 읽기:   http://www.preventionweb.net/go/55562 

 

 

저개발 및 군소도서개발국의 재난위험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센다이강령의 심도 있는 이해 

 

지난 10 월 2~5 일 동안 싱가포르협력프로그램, 난양공업대학 및 UNISDR 

GETI 가 공동으로 개최한 워크숍에 저개발 및 군소도서개발국 고위공무원 

25 명이 지속개발가능목표의 실행과 관련하여 센다이강령과 글로벌목표, 

국가적지표 초안 및 장기적 리스크정보 개발을 위한 행동계획 등의 더 나은 

이해를 위해 참가하였다. 이 과정들은 보험, 도시계획(URA,도시재개발당국), 

응급보건관리(싱가포르종합병원),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중요기반시설(뉴워터 

플랜트) 등을 포함한 싱가포르의 실례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었다. 

참가자들은 이번 과정을 통해 배운 것들이 고국에 이러한 과정들을 도입하고 

촉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자평하였다.   

 

http://www.unisdr.org/we/inform/events/55234
http://www.preventionweb.net/go/5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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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A GETI 뉴스레터 

참고자료 
 

• 말을 행동으로: 국가적 재난위험 평가를 위한 안내서(UNISDR) 

http://www.preventionweb.net/drr-framework/sendai-framework/wordsintoaction/national-risk-assesment 

 

• 센다이강령의 국제적 목표 달성을 위한 진행사항 모니터링 및 보고를 위한 기술지침서(UNISDR) 

http://www.preventionweb.net/go/54970 

• 재난위험경감과 예방에 대한 경제적 영향의 평가: 타바스코의 사례(GFDRR; 세계은행) 

http://www.preventionweb.net/publications/view/56402 

 

2018 년 1 월부터 3 월까지의 일정 

  

지역적 센다이강령 실행을 위한 ToT  대한민국 인천 1 월 23 – 26 일   

지역적 재난위험 경감 계획 수립 몽고 울란바토르 1 월 

복원력 행동계획에 대한 온라인과정: 센다이강령 실행 온라인 2 월 

동북아시아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국회의원 세미나  대한민국 인천 2 월 

국가 단계에서의 센다이강령의 이해 아르메니아 예레반 3 월 

센다이강령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역량 개발에 대한 자문  스위스 제네바 

 

3 월 

UNISDR-UNSSC 온라인과정: 지속가능 발전과 재난위험 경감의 연결관계 온라인 TBA 

다른 행사들을 보려면 www.unisdr.org/incheon  

 

 

http://www.preventionweb.net/drr-framework/sendai-framework/wordsintoaction/national-risk-assesment
http://www.preventionweb.net/go/54970
http://www.preventionweb.net/publications/view/56402
http://www.unisdr.org/inche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