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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험 경감: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도시 복원력 구축 

2017 년 , 킨텍스, 대한민국 국제안전산업박람회 
 

…”세계공동체를 위한 최우선과제는 예방,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의 안녕에 위해를 끼치는 자연적 재난 및 여러 

다른 재난과 위협들에 대한 예방이다."1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발전은 그 자체로 예방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오늘날 자연적 재난과 다른 양상들에 대한 

예방은 복원력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다.”2  

 

                                                                                                      - UN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헤스  

 

 

 

도시는 아이디어, 상업, 문화, 과학, 생산성, 사회발전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모이는 중심지이다. 도시는 

그 자체로 사람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진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인구의 절반이 기후 변화, 자원의 고갈, 

무계획적인 도시화의 중심에 있는 바로 이 도시에 거주하는 지금,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가장 원대한 도전이자 기회이다.  

 

지난 2015 년 3 월 187 개 UN 회원국들이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전지구적 청사진인 센다이강령 2015-

2030 을 채택한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제 3 차 UN 국제회의와 2016 년 6 월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강령의 지역적 실행을 논의한 플로렌스고위급회담을 포함하여 많은 국제 포럼의 논의에서 

도시와 지방정부들의 참여는 논의의 최선두에 있어왔다. 도시들은 지역위험들을 다룰 수 있는 

해결책이며 지속가능하며 포괄적인 발전을 통해서 복원력을 기르도록 강력히 권장되는데, 그 발전은 

곧 존재하는 위험의 근본적 원인을 다루고 새로운 위험을 막는 것이다. 

 

2017 년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국제안전산업박람회는 도시들의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UNISDR 의 “복원력 강한 도시 만들기” 글로벌 캠페인 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 포럼이 한국 도시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향후 한국도시들이 복원력을 형성하는데 

협력하고 협동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이 포럼을 통하여, 

• 전세계적인 기반에서 지역정실행에 이르기까지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강령 및 지속가능 발

전목표와의 연관성에 대한 개관을 알 수 있다. 

• “복원력 있는 도시 만들기” 캠페인의 소개 및 새로운 10가지 필수요소, 약식위험평가도구, 도시재

난복원력스코어카드 등 도시들이 복원력을 스스로 평가하는데 유용한 자료들을 공유한다.  

• “복원력 있는 도시 만들기” 캠페인의 롤모델도시들로부터 좋은 사례 및 교훈들을 배운다. 

• 복원력 형성에 있어 도시 대 도시 협력을 위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경험을 나눈다.  

 

                                                 
1 UN Secretary-General António Guterres' remarks at the World Economic Forum, Davos, Switzerland, 19 January 2016 
2 UN Secretary-General António Guterres' remarks at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 Headquarters, 17 Jul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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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은 위험도를 증가시킨다 

2005 년에서 2015 년까지 10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재난 피해가 많았다. 70 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재난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1 백 40 만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 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안식처를 잃었다. 

전세계적으로 10 억이 넘는 인구가 재난에 인해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여성, 어린이, 준비가 취약한 

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 경제적인 피해 규모는 1 조 미화 달러가 넘는다.3  

 

위험도를 경감시키고 새로운 위험도의 발생을 방지하는 강령 

재난 경감을 위한 센다이강령은 2015 년 3 월 일본 센다이에서 열린 제 3 회 유엔 재난 경감 

컨퍼런스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전세계적 재난 경감을 위해 발표했다. 센다이강령은 모든 재난에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30 년까지 목표들을 세웠으며, 지속가능 개발목표 및 파리 기후변화 협정 등과 

같은 다른 국제협약과 연관 관계가 있다. 강령은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의 행동과 역할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복원력 있는 도시 만들기:  ‘우리 시는 준비되었습니다’  위험도 경감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 

이 글로벌 캠페인은 더 많이 알고, 현명하게 투자하며, 안전하게 건설하기 위해 이미 3,300 개 이상의 

도시들이 참가하였다. 가입한 도시들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재난에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10 가지 필수사항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일한다.  대한민국에서는 156 개의 도시와 지자체들이 현재 

참여 중이다. 이 글로벌 캠페인은 도시들이 복원력을 스스로 평가하고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강령의 목적과 연계하여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유용한 도구들을 제공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168 개의 도시와 지자체들이4 참여 중이다. 

 

기대효과: 

• 도시 공무원들이 지속가능발전과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강령에 대해 배운다. 

• 도시 공무원들이 지역단계에서의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강령 실행과 도시의 복원력 구축에 

쓰이는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받는다. 

• “복원력 있는 도시 만들기” 캠페인을 위한 연계와 협력을 구축한다. 

 

일시: 

2017 년 11 월 16 일 (목) 오후 13 시 – 16 시 30 분 

 

장소: 

2017 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일산 킨텍스 제 1 전시장 204 호 회의실(이벤트홀)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킨텍스로 217-60 킨텍스 

 

주최: 

유엔재해경감사무소 동북아시아 사무소 및 국제재해경감 교육훈련연수원(UNISDR ONEA-GETI) 

(http://www.unisdr.org/incheon) 

 

참가대상: 

국내 도시 정부 관계자들, “복원력이 강한 도시” 캠페인 참가자들 

 

사용되는 언어: 

한국어 영어 동시 통역 제공 

                                                 
3 The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United Nations, 2015 
4 As of 10 October 2017 



3 

 

 
 
 

재난위험 경감: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도시 복원력 구축 
2017 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 KINTEX 컨퍼런스룸 204 호 

 

2017.11.16 일   정 

12.00–13.00 등록 (사전 등록자에 한하여 점심 도시락 제공) 

13.00–13.15 

개회식: 

환영사: 행정안전부 대표  

13.15–13.25 단체사진 촬영 

13.25–13.45 

기조연설: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강령 : 전세계적 협약의 기반을 둔 지역단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실행 

- 산자야 바티야, UNISDR ONEA-GETI 소장 

13.45–13.55 

“복원력 있는 도시 만들기” 캠페인 인증서 수여 

- 산자야 바티야, UNISDR ONEA-GETI 소장 

13.55–14.25 

세션 1: 

“복원력 있는 도시 만들기” 캠페인과 열 가지 필수요소 

- 아나 톨랜드와 무타리카 프룩사퐁, UNISDR ONEA-GETI 프로그램 오피서 

Q&A 

14.25–14.35 휴식 시간 

14.35–15.05 

세션 2:  

유용한 도구 – 약식위험평가 및 도시를 위한 재난 복원력 스코어카드 

-아나 톨랜드와 무타리카 프룩사퐁, UNISDR ONEA-GETI 프로그램 오피서 

Q&A 

15.05–16.05 

세션 3: 

“복원력 있는 도시 만들기” 캠페인 롤모델도시들의 경험에서 얻는 교훈 

- 이안 펠, 지방 재난 조정관, 호주  케언스의회 재난관리분과 

- 비올레타 세바, 마카티 시장 수석고문, 필리핀 마카티 

Q&A 

16.05–16.20 

특별 세션: 

지방정부리더를 위한 안내서 2017 한국판 발간 

-김성대 사무관, 행정안전부 

16.20–16.30 

폐회 

Q&A: 대한민국 도시들이 재난에 대한 복원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복원력 있는 도시 만들기” 캠페인 

– 행정안전부 

 

폐회사 - UNISDR 

 

with funding support fr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