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요약 보고서 

지역적 차원에서의 재난위험도경감 시행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대한민국, 강원도청, 2017 년 4 월 10 일 

 

강원도청은 재해복원력 있는 도시 만들기에 동참하고  10 가지 필수항목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 

- 도시 공무원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지식과 역량을 개발하는데 전념한다. 

 

2017 년 4 월 10 일, 월요일, 약 15 명의 강원도청과 강원도 관내 지자체 공무원들은 2015-2030 년 

재난위험도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와 MCR 캠페인을 학습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UN 회원국들이 

위험도 경감, 복원력 증대, 그리고 그것과 상응하는 글로벌 캠페인과 복원력 있는 도시와 지역적 행동에 대한 

도구에 대한 글로벌 청사진을 학습하고 MCR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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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DR ONEA-GETI 는 재난관리로부터 위험도관리로의 중대한 변화를 강조하며 센다이 프레임워크를 제시했고,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대한 2030 의제, 그리고 복원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10 가지 

필수요소들에 대한 파리조약의 일관성 있는 실행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의 국민안전처는 또한 UNISDR ONEA-GETI 의 활동을 홍보하고 강원도청의 글로벌 캠페인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UNISDR ONEA-GETI 에 대한 파트너십과 지원을 보여주었다. 

  

재난위험도경감과 복원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10 가지 필수요소에 대한 센다이 프레임워크는 강원도청과 관내 

지자체 도시의 비전을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인 도구로서 인지되었다. 

 

강원도청과 관내 지자체는 MCR 캠페인에 가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롤모델 도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 

나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도시 간 교류을 통해 배우고 공유하고 싶다는 관심을 재천명하였다. 

 

특히, 2018 년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군도 MCR 캠페인에 가입하여 더욱 안전한 올림픽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반적으로 참가자들은 센다이 프레임워크에 대한 목적과 기대효과, 대상과 행동우선순위에 대한 이해와 국가, 지방 

정부당국 그리고 시민사회, 그리고 복원력 있는 도시 만들기 글로벌 캠페인을 통해 사용 가능한 도구를 포함한 

그들의 지식을 넓혔다. 또한, 참가자들은 복원력 있는 도시 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하는 대한민국의 도시를 지원하기 

위한 UNISDR ONEA-GETI 와 국민안전처 간의 파트너십 활동에 대해 학습했다. 

 

이 행사 결과에 대해 더 보기 : 

 

UNISDR ONEA-GETI 에 대한 더 많은 정보: http://www.unidsr.org/incheon 

 

http://www.unidsr.org/inche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