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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다이강령의 이행을 위한 역량 개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2019 년 글로벌 플랫폼에서 발표되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공동으로 개발된 역량 개발에 대한 전략적 접근 (Strategic Approach to Capacity 

Development for Implementation of the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이 크로아티아, 몽골, 

모잠비크, CDEMA 그리고 DRI 등 고위급 DRR 패널들과 패널 대표단을 통해 2019 년 글로벌 플랫폼에서 

발표되었다. 패널 대표단은 각국, 지역 정부간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 지속가능한 역량개발을 내재한 높은 

가치의 ‘시도’들과 원칙들이 제시된 전략적 접근에 대해 이와 관련된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했다. 원칙과 

시도들에 더불어, 전략적 접근은 역량 개발을 위한 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원칙과 높은 가치의 

‘시도’와 더불어 이 전략적 접근은 다양한 DRR 이해당사자의 역량 개발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 

권장 단계, 그리고 국가의 니즈를 다루는 DRR 을 위한 역량 개발을 보장하는 것에 필요한 6 가지 핵심 영역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지침을 제시한다. 이 전략적 접근의 시범운영은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더 보기: https:/www.preventionweb.net/sendai-framework/capacitydevelopment 

mailto:undrr-incheon@u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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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글로벌 플랫폼에서 지역 및 지방 정부들이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2019 년 5 월 14 일, 전 세계 50 여명의 지역 지도자와 실무자들이 센다이 

강령을 구현하고자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 준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제네바에 모였다. 제네바에서 개최된 본 행사는 유엔 재난 

위험 경감 사무국 (UNDRR),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UCLG) 그리고 유엔 

인간 정주 위원회 (UN-Habitat)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참석한 도시 

대표자 및 파트너들은 재난 위험을 줄이는 데에 있어 직면하는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경험과 관행을 공유했다. 2019 년 

5 월 15 일, 지역 및 지방 정부 발전을 위한 본 회의의 논의 결과가 

모리타니아 누악쇼트 지역의회 의장인 파티마위 압델 말릭 (Fatimetou 

Abdel Malick)에 의해 2019 년 글로벌 플랫폼 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UNDRR ONEA & GETI 가 지원한 한국형 학교안전프로그램, 인천에서 꽃피우다 

 

앞으로 학교안전프로그램 운영이 인천에서 더욱 활기를 띨 예정이다. 지난 

5 월 3 일 UNDRR ONEA & GETI, 인천시, 인천시교육청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지역에 학교안전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확대 보급하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UNDRR ONEA & GETI 는 

파트너 도시인 인천과 한국의 행정안전부와 함께 학생들이 재난위험경감 

주체로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16 년,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강령과 리스크랜드 게임, 다양한 DRR 

체험 활동으로 학교 안전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현재 열띤 호응속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인천에서만 초중고 학생 2,000 여명, 

교사 100 여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한 안전교육을 받았으며 전국적으로 

교육받은 학생은 3,100 여명, 교사는 2,000 명에 이른다.  

 

더 보기: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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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의 행정 서비스 전문가, 센다이 강령 발견하다 

 

지난 6 월 13 일, 2 단계의 교육과정을 진행중인 인도 중앙공무원 교육원 

(LBSNAA)의 88 명의 행정 공무원들과 2 명의 교수진들은 

UN 재난위험경감사무국 동북아사무소 및 국제교육훈련연수원 (UNDRR 

ONEA & GETI)에 방문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및 파리 협약 이행에 

대한 위험 정보를 고려한 접근방법을 보장하는 가이드 역할을 지원하는 

센다이 강령에 대해 배웠다. 참가자들은 국가 일부의 장기적인 가뭄, 

지역수준의 거버넌스 문제점 및 어떻게 재난위험경감의 관심을 더 가지고 

올 지에 대한 경험과 우려를 공유했다. 이 방문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가 주최하는 한국에서의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인도 고급 훈련기관 및 지방 당국을 위한 UNDRR-LBSNAA 

ToT (Training of Trainers)에 대한 LBSNAA 의 후속 조치의 일부로 

진행되었다. 

 

2020 년 이후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 추진방안에 대한 자문 

 

2010 년부터 지역 차원에서 재난위험경감과 복원력을 지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10 년 동안 진행된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내가 

사는 도시는 준비되어 있다!” 캠페인은 2020 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유엔 

재난위험경감 사무국과 파트너들은 재난위험경감 구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방 자치 단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인식하고 2020 년 이후에도 

이행을 계속하기로 약속했다. 2019 년 초부터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도시, 기관, 파트너 및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피드백을 얻기 위한 자문이 

진행되었으며, 2019년 4월, 캠페인 운영위원회와 함께 2일간의 워크숍을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했다. 2019 년 5 월,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에서 국가, 지방 및 지방 정부, 학계 및 민간 부문 등 많은 주요 

이해 관계자들은 잠재적인 파트너쉽에 대한 생각과 재난위험경감 및 

복원력 구현에 대한 지방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다음 자문회의는 독일 본에서 개최되는 2019 복원력 강한 도시 

총회에서 있을 예정이며,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의 

후속 계획은 2020 년 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보기: https://www.preventionweb.net/go/66158 

mailto:undrr-incheon@u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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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난안전전시회에 소개된 학교 안전 프로그램 

  

학교 안전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 안전 

프로그램 소개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4 월 12 일부터 14 일까지 

인천시에서 주최한 재난안전전시회에 설치된 학교 안전 프로그램 

홍보부스에는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방문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UNDRR ONEA & GETI 는 인천과 한국 청소년들이 이 학교 안전 

프로그램을 통해 재난위험을 잘 이해하고 더 나아가 그들이 

재난위험경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한국의 도시들도 재난위험경감 계획수립에 스코어카드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경남 거창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동해시가 재난위험경감 계획수립에 스코어카드 도구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UNDRR ONEA & GETI 는 4 월부터 6 월까지 4 개 지방자치단체 

재난담당 공무원과 NGO,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지원하여 

센다이강령과 MCR 캠페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직접 

스코어카드를 적용하여 도시의 재난여건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도시에 맞는 재난위험경감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특히, 교도소, 교육청, 

소방서, 통신회사, 전력회사 등 도시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관계자들도 

동참하여 도시 복원력 증진을 위하여 함께 열띤 토론을 벌였다. 

 

 

추천 문헌 & 자료 

 

•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강령의 이행을 위한 역량 개발에 대한 전략적 접근 

Strategic Approach to Capacity Development for Implementation of the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https:/www.preventionweb.net/sendai-framework/capacitydevelopment 

 

•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세계 평가 보고서 2019  

Global Assessment Report on Disaster Risk Reduction (GAR) 2019 

https://gar.unisd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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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에 옮기다 – Words into Action 

국가 재난위험 경감 전략 개발 (Developing national disaster risk reduction strategies):  

https://www.preventionweb.net/go/65095 

지역 재난위험 경감과 복원력 전략의 이행 지침 (Implementation guide for local disaster risk 

reduction and resilience strategies): 

https://www.preventionweb.net/go/57399 

재난에 의한 추방: 어떻게 위험을 줄이고, 피해를 다루며 복원력을 강화하는가 

Disaster displacement: How to reduce risk, address impacts and strengthen resilience: 

https://www.preventionweb.net/publications/view/58821 

 

• 센다이 강령에 대한 자발적 기여 & 첫 통합 및 분석 보고서 

Sendai Framework Voluntary Commitments & First synthesis and analysis report  

https://sendaicommitments.unisdr.org/ 

https://www.preventionweb.net/files/submissions/65545_sfvcreport20190503light.pdf 

 

• 2019 년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에서 발표된 문헌 자료 

https://www.preventionweb.net/collections/gp2019-publications 

 

•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MCR) 캠페인 보고서: MCR 도시와 비 MCR 도시의 비교 

Report on the Making Cities Resilient (MCR) Campaign: Comparing MCR and non-MCR cities 

http://www.preventionweb.net/go/65928 

 

• 2019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보고서: 지역 정부들이 센다이 강령에 따라 

재난위험경감에 대한 어떤 진척을 보이는지에 대한 보고 

Making Cities Resilient report 2019: A snapshot of how local governments progress in 

reducing disaster risks in alignment with the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http://www.preventionweb.net/go/65889 

 

• 필요 데이터/정보를 위한 참고 자료: 도시 재난 복원력 스코어카드 

Reference Note on required data/information: Disaster Resilience Scorecard for Cities 

예비 평가 (Preliminary Assessment): 

https://www.unisdr.org/campaign/resilientcities/assets/toolkit/documents/190612_%5BUNDRR%5D_

Preliminary%20Scorecard%20Assessment_RefNote.pdf 

상세 평가 (Detailed Assessment): 

https://www.unisdr.org/campaign/resilientcities/assets/toolkit/documents/190612_%5BUNDRR%5D_

Preliminary%20%26%20Detailed%20Assessments_RefNote.pdf 

mailto:undrr-incheon@un.org
http://www.undrr.org/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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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nisdr.org/campaign/resilientcities/assets/toolkit/documents/190612_%5BUNDRR%5D_Preliminary%20Scorecard%20Assessment_RefNot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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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 지역 및 지방 수준의 센다이 강령 

https://www.youtube.com/watch?v=454B97kzkm8 

 

UNDRR ONEA & GETI 행사 달력: 2019 년 7 – 9 월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및 센다이강령의 지역적 이행 포트 루이스, 

모리셔스 

7 월 2-4 일 

센다이강령의 지역적 이행에 대한 지도자 양성 훈련 인천, 

대한민국 

7 월 4-5 일 

MCR 캠페인 도구 워크숍 – 스코어카드 (상세) 서울시 은평구, 

대한민국 

7 월 9-10 일 

SAARC 회원국들의 일관된 재난위험경감 전략 수립, 이행 및 

모니터링을 위한 교육 

뉴 델리, 

인도 

7 월 9-11 일 

MCR 캠페인 도구 워크숍 – 스코어카드 (상세) 서울시 광진구, 

대한민국 

7 월 11-12 일 

UNITAR CIFAL New Castle 와 함께하는 도시 위험 경감 및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에 대한 워크숍 

인천, 

대한민국 

7 월 15-17 일 

제 3 회 지속가능발전목표 YOUTH 여름 캠프 
 

인천, 

대한민국 

7 월 30 일 

라오스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일관된 센다이강령에 대한 이해를 

위한 워크숍: 국가 재난위험경감 전략 이행 및 센다이강령 모니터링 

비엔티안, 

라오스 

8 월 5-8 일 

몽골 북부 및 동부 지역의 지역 DRR 전략 수립 
 

오르혼, 

몽골 

8 월 20-21 일 

몽골 남부 지역의 지역 DRR 전략 수립 
 

으믄고비, 

몽골 

9 월 19-20 일 

몽골 서부 지역의 지역 DRR 전략 수립 
 

호브드, 

몽골 

9 월 23-24 

2019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일산, 

대한민국 

9 월 25-27 일 

모든 행사 보기: www.undrr.org/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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