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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부 복원력을 위한 웹 세미나 : 공중보건과 재난위험
관리의 통합을 위한 다분야 접근법

년 4월 7일 121개국 1,152명의 참가자들이 세계보건기구 (WHO)
와 UNDRR이 코로나19사태에 대한 웹 세미나 시리즈의 일환으로 공동
주최한 “지방정부 복원력을 위한 웹 세미나: 공중보건과 재난위험관리
의 통합을 위한 다분야 접근법”에 참여했다. 이날 웹 세미나에서는
MCR 캠페인의 주력도구인 공중보건시스템을 위한 복원력 스코어카드
부록을 소개함과 동시에 공중보건 비상사태 등 재난위험경감에 대한 계
획을 세우는데 있어 다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지원방
안이 소개되었다.
행사 정보와 발표 자료 및 녹화 영상 보기:
2020

https://www.undrr.org/event/undrr-geti-and-who-webinar-resiliencelocal-governments-multi-sectoral-approach-integrate

도시 재난 복원력 온라인 교육 :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재난 복원력 계획 강화하기

년 5월 8일 UNDRR 동북아사무소 및 국제교육훈련연수원(ONEA &
GETI)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생들에게 “도시 재난 복원력 온라인 교육: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재난 복원력 계획 강화하기”를 주제로 한 온라인 교육을 제
공하였다. UNDRR ONEA & GETI는 4년째 성균관대학교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번 온라인 교육은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과정의 일부로 제
공되었다. 올해 교육에는 재난위험경감,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강령의
현지화 및 지역 복원력과 위험경감 계획을 위한 재난 복원력 스코어카드의
사용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7개 아프리카 · 아시아 지역의 7명의 학생들
이 참여했다.
더 보기: https://www.undrr.org/event/making-cities-resilient2020

strengthening-disaster-resilience-planning-local-level

동북아 사무소 및
국제교육훈련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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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82-32-458-6551/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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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청이 MCR 캠페인 활동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년에 MCR 캠페인에 가입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이 본격적으로 MCR
캠페인 활동에 시동을 걸었고, 앞으로 전세계 재난위험경감의 롤모델 도시
가 되기 위해 MCR캠페인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5월 8일
UNDRR ONEA & GETI는 도봉구의 요청에 따라 공무원 및 소방서, 수도사
업소 등 관내 유관기관 관계자 13명을 대상으로 MCR캠페인의 목표와 핵심
내용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청 공무
원들이 일을 하면서 SDG 17개 목표와 같은 글로벌한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들의 재난안전에 위해서는
UNDRR이 추진하는 MCR 캠페인의 지향점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2017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복원력 구축 원칙과 재난위험경감의
적용에 관한 웹 세미나

년 월 일
코로나19 웹 세미나 시리즈의 일환으로
와 가 공동 주최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복원력 구
축 원칙과 재난위험경감의 적용에 관한 웹 세미나에는 59개의 국가와 지
역에서 242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참여하였다. 이번 웹세미나는 산불, 홍
수, 또는 COVID-19 대유행과 같은 여러 재난위험에 대처하는 호주의 도시
들(케언스, 웨스트 토렌스, 동부 지프스랜드 샤이어)의 최전방 경험을 다뤘
다. 연사들은 직접, 간접, 계단식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 계획에 있어 위험
감소와 복원력 렌즈를 통합하는 것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민첩성을 강조했다.
행사 정보와 발표 자료 및 녹화 영상 보기:
2020
5
13
UNDRR
UNDRR GETI ICLEI

https://www.undrr.org/event/undrr-geti-iclei-webinar-applyingprinciples-resilience-building-and-drr-unexpected

지방자치단체의 복원력: 공중보건과 재난위험관리를 통합
하기 위한 다분야 접근법에 대한 온라인 교육

는 2020년 4월 7일 개최한 웹 세미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원
력 공중보건과 재난위험관리를 통합하기 위한 다분야 접근법"에 대한 압
도적인 관심에 응답으로 같은 주제에 대한 4주간의 온라인 워크숍을 개
발하여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공공보건 을 재난위험관리에 통합시키
는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공중보건시스템을 위한 복원력 스코어
카드 부록의 활용에 초점을 맞췄다. 2020년 5월 19일 첫 세션을 시작으
로 2020년 6월 11일까지 총 4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교육 워크숍은
56개국, 117명의 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베일러 대학교 및 피터 윌리엄
스 솔루션 LLC와 협력하여 개최되었다.
더 보기: https://www.undrr.org/event/online-workshop-resilienceUNDRR GETI
:

local-governments-multi-sectoral-approach-integrate-public-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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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남 공화국 보건부 대상 도시 재난 복원력 스코어카드
활용에 관한 온라인 교육

도시 재난 복원력 스코어카드 이용에 관한 온라인 교육은 2020년 5
월 20일, “지방자치단체의 복원력: 공중보건과 재난위험관리를 통합
하기 위한 다분야 접근법” 교육에 참여하는 수리남 공화국 보건부를
위한 보충교육으로 편성되었다. 이번 교육은 MCR 캠페인의 대표 도
구 중 하나인 도시 재난 복원력 스코어카드에 대한 전반적 배경과 어
떻게 이 도구를 도시 복원력 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중
보건 스코어카드 부록의 연계성 등 관련 내용을 제공했다. 이날 교육
에는 수리남 보건부 소속 11명의 보건 공무원 및 관련 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팀이 참석해 수리남 공화국의 공중 보건에 대한 복원력 구축
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

더 보기: https://www.undrr.org/event/online-training-use-disasterresilience-scorecard-cities-disaster-resilience-planning

코로나19 사태가 주는 교훈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신생기술 전염병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ICT, 데이터의 활용법

국제교육훈련연수원 (GETI), 세계보건기구(WHO) 및 Global
Policy House가 공동주최한 웹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대응과 극
복을 위한 기술의 활용법이 거론되었다. 올리버 모건WHO 위험평가국장은
이번 코로나19사태가 새로운 공중 보건 데이터 구조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고 명시했다. 이대중 기획재정부 개발금융총괄과 과장은 진단, 치료, 추적 및
알림에 있어 정보통신기술의 유용성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
성, SOC 디지털화를 포함한 3단계에 걸친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추진 계
획을 공유하였다. 영국 Global Policy House의 대표이자 투자자인
Michelle Chivunga는 코로나19로 인해 직면한 다분야의 문제들을 강조함
과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이 진단, 환자 등록, 모니터링, 제약 공급망 및 보험
분야와 기타 정부 서비스에서 적극 활용되는 사례들을 공유함으로써 이러
한 데이터 기반 솔루션 및 첨단기술들이 복원력 있는 사회의 일부분임을 명
시했다. 이번 웹 세미나에는 65개국 275명의 공무원 및 다분야의 이해관계
자들이 참여했으며, 이후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행사 정보와 발표 자료 및 녹화 영상 보기:
UNDRR

https://www.undrr.org/event/undrr-geti-iclei-webinar-applying-principlesresilience-building-and-drr-un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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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경북지역 안전실천시민연합 강사 37 명 , 학교안전
프로그램 전문가로 양성

는 안전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 본부와 협력
하여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대구, 경북지역 안실련 전문강사 37
명을 학교안전 프로그램 연수교육을 시켰다. 대구지역 연수에 참여한 강
사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것에 놀랍고, 많은 학생들에게 재
난위험경감에 대한 교육을 시켜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이번 연수를 받
은 안실련 강사들은 “2020년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에 참가하는 전국 97
개 초등학교에서 학교안전 프로그램을 직접 수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
다.
UNDRR ONEA&GETI

예정된 UNDRR ONEA & GETI 교육 및 행사:
웹 세미나:

년 7월 8일 (수) -한국 시간 21:30 (진행 언어: 영어)

2020

UNDRR GETI & WHO Webinar - Lessons from the COVID-19 pandemic series - COVID-19: Responding, Re-opening
and Recovery Towards Resilience of Cities (co-organized with UCLG & ICLEI)

자세한 정보

: https://www.undrr.org/event/undrr-geti-who-webinar-lessons-covid-19-pandemic-series-covid-19-respondingre-opening-and

년 7월 9일 (목) - 한국 시간 21:00 (진행 언어: 영어)

2020

UNDRR GETI, WHO & IPU Webinar - Building back better: Lessons from the COVID-19 pandemic to enhance the
role of parliaments in reducing risks of disasters

자세한 정보

: https://www.undrr.org/event/undrr-geti-who-ipu-webinar-building-back-better-lessons-covid-19-pandemicenhance-role

온라인 교육:

년 6월 16일 - 7월 9일(4주 과정)

2020

Online Workshop on Urban Risk-Informed Planning and Making Cities Resilient: Towards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local disaster risk reduction strategy
: UNDRR GETI, Banco Regional de Desenvolvimento do Extremo Sul (BRDE) (
:
,
)

주최

언어 영어 포르투갈어

자세한 정보:: https://www.undrr.org/event/undrr-geti-ilo/itc-curso-distancia-en-reduccion-de-riesgo-de-desastres-y-

desarrollo-local

년 7월 1일 - 12월 20일 (25 주 과정)
Curso a Distancia en Reducción del Riesgo de Desastres y Desarrollo Local Sostenible
주최: UNDRR GETI, ILO/ITC (언어: 스페인어)

2020

자세한 정보:: https://www.undrr.org/event/undrr-geti-ilo/itc-curso-distancia-en-reduccion-de-riesgo-de-desastres-y-

desarrollo-local

년 월 일

월 일 주 과정
언어 영어 스페인어

2020 7 27 - 10 16 (12
)
Making cities resilient: Developing local disaster risk reduction and resilience strategies (English and Spanish)
: UNDRR GETI, UNITAR (
:
,
)

주최

UNDRR ONEA & GETI

뉴스레터: 26 호, 2020년

4 -6

월

PAGE | 05

년 8월 17일 - 9월 22일 (6주 과정)

2020

Advancing Government Innovation and Leveraging Frontier Technologies for Disaster Risk Reduction and Building
Resilience
: UNDRR GETI, UNDESA/UNPOG (
:
)

주최

2020

언어 영어

년 9월 - 10월 (7주 과정)

Reducing Risk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derstanding the Sendai Framework and riskinformed development planning
: UNDRR GETI (
:
)

주최

언어 영어
2020년 9월 14일 - 12월 4일 (12주 과정)

Making cities resilient: Developing local disaster risk reduction and resilience strategies (English and
Spanish)
: UNDRR GETI, UNITAR (
:
,
)

주최

언어 영어 스페인어

예정된 UNDRR ONEA & GETI 교육 및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방문해 주세요:

https://www.undrr.org/about-undrr-where-we-work/incheon#CalendarofEvents

유용한 자료:

코로나19의 최전선에 있는 도시들

https://blogs.worldbank.org/sustainablecities/cities-are-front-lines-covid-19

복원력 갖춘 복구를 위한 도시의 노력

https://www.resilientcitiesnetwork.org/

세계적 보건을 위한 도시들: 세계적 보건 위기에 대한 집단 대응
https://www.citiesforglobalhealth.org/

에 가입하세요

는 서로 조언을 공유하도록 장려하는 UN의 새로운 이니셔티브입니다

Verified
! - Verified
https://shareverified.com/en

대한민국 관련 자료

코로나19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

http://www.mofa.go.kr/eng/brd/m_22591/list.do

코로나 19에 대한 대한민국의 경험 공유 웹 세미나 영상

http://ncov.mohw.go.kr/en/atGlanceList.do?
brdId=17&brdGubun=171&dataGubun=&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

코로나19 문제 대처법

http://english.moef.go.kr/pc/selectTbPressCenterDtl.do?boardCd=N0001&seq=4868

코로나19 상승 곡선의 평탄화

http://english.moef.go.kr/pc/selectTbPressCenterDtl.do?boardCd=N0001&seq=4879

복원력 시대를 위한 시험

http://english.moef.go.kr/pc/selectTbPressCenterDtl.do?boardCd=N0001&seq=4893

경제적 복원력 보호

http://english.moef.go.kr/pc/selectTbPressCenterDtl.do?boardCd=N0001&seq=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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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19 (COVID-19) 에 대한 참고 자료

UNDRR

지난 UNDRR 코로나19 웹 세미나들
녹화 영상 (영어) 및 발표 자료 등 관련된 자료에 대해 각 행사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s://www.undrr.org/drr-and-covid-19/webinars#pastevents

에서 제공하는 재난위험경감과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UNDRR
https://www.undrr.org/drr-and-covid-19

PreventionWeb

수집된 정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COVID-19) 대유행

https://www.preventionweb.net/collections/coronavirus19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코로나 바이러스 19 (COVID-19)의 발생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

코로나 바이러스

대중을 위한 조언

19 (COVID-19)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advice-for-public

코로나 바이러스 19 (COVID-19) 교육: 온라인 교육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training/online-training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한 전략적 준비 및 대응 계획

(Strategic preparedness and response plan for the
new coronavirus) (WHO, 2020)
https://www.who.int/docs/default-source/coronaviruse/covid-19-sprp-unct-guidelines.pdf?
sfvrsn=81ff43d8_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