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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요약 

훈련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센다이강령 계획 및 이행 워크숍 

타지키스탄, 두샨베, 2016 년 7 월 13-14 일 

 

배경 

 

총 187 개 국가가 참가한 제 3 차 UN 세계 재난 경감 회의에서 발표된 재난 경감을 위한 센다이 강령 

2015-2030 은 전 세계적으로 재난 경감에 표준으로 사용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센다이 강령은 재난 위험을 경감하고 재난을 예방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또한 인명 피해를 

줄이고, 자산과 개발을 보호하며,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센다이 강령의 중점사항 중 하나는 올바른 재난 관리가 선행되어야 2015 년에 발표된 지속개발 

가능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센다이 강령이 이행된다면 자연적, 인공적인 피해가 모두 

줄어들 것이다. 중앙정부를 포함한 모든 단계의 정부가 센다이 강령을 이행함으로써 경제, 인명, 

사회, 문화, 환경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워크숍에 대해 



이번 훈련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은 중앙아시아와 남캅카스 지역에서 센다이 강령을 이행을 

지원하고 촉진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중앙아시아와 남캅카스 지역의 7 개국이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센다이 강령의 국가 차원에 초점을 둔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응급상황처 및 경제, 

사회개발, 국가계획, 환경 및 천연자원개발, 교육, 보건 등 우선순위를 이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처들의 기술 및 정책 결정권을 가진 관료들과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국가적 기반, 

국제개발단체, 시민단체, 관련 유엔기관과 정부조직 내에 새로이 설치된  응급상황 및 재난위험 

경감 센터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훈련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은 중요한 동반자인 응급상황 및 재난위험 경감센터와 함께 

중앙아시아와 남캅카스 지역을 관할하는 UNISDR 지역사무소와 국제교육훈련협회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각지역의 특수한 경험과 우수한 사례들을 공유하는 UNISDR 

국제교육훈련협회(대한민국 인천 소재)와 중앙아시아와 남캅카스 지역을 관할하는 UNISDR 

지역사무소, UNDP 이스탄불 허브, UNICEF, UN Women 과 UNOCHA 지역사무소 등의 전문가들에 

의해 전파된다.  

 
 
 

목표 

 

1. 센다이 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UNISDR 이 제시한 도구들을 이용하여 계획과 개발 

계획에 재난 관련 규정이나 계획을 포함할 수 있는 역량을 관계자들에게 제공한다. 

2. 남캅카스 지역의 훈련자의 재난 위험 경감에 대한 이해도, 지식, 능력을  향상시킨다. 

 
 

결과 

 

참가자들은 센다이 강령 중 우선순위의 계획과 실행에 대한 방법을 제시받았으며 지식, 정보, 

능력을 얻었다. 

   

훈련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서는 재난관리에서 재난위험 관리로의 전환, 국가의 역할,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요구되는 행동과 이의 실행을 위한 관련 도구 등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센다이 

강령의 변경 사항에 대한 참가자들의 지식과 이해를 향상시켰다. 훈련의 참여를 통해, 참가자들은 

국가의 각 분야별로 중요한 부분과 다른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역량 개발을 유발하는 측정 기준 및 

도구에 익숙해졌다. 그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남캅카스의 숙련된 훈련자들은 그들의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법론을 이해했으며,  러시아어로 작성된 실행기준과 안내서를 

제공받았다. 



핵심자료과 훈련 실행 기준, 그 이후 권장되는 참고자료를 포함한 참가자들을 위한 소책자는 

현재의 훈련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서로서 뿐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남캅카스 

지역의 역량 구축과 훈련의 필요에 대한 자료로 개발되어 제공되었다. 

 

UNISDR ONEA-GETI 에 대한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하려면 : http://www.unisdr.org/inche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