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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RR ONEA & GETI 10주년 기념 및 
향후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역량 개발에 관한 토론

UNDRR ONEA & GETI 설립 1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 전 세계 200명 이상의 귀빈들이 자리를 빛내 주었다. 참석자는
UNDRR의 파트너들과 사무국 전문 분야인 재난위험경감과 기후변화적응 핵심 단체 전문가들로 이루어 졌다. 마미 미즈
토리 재난위험경감 UN사무 총장 특별 대표 (SRSG) 겸 UNDRR 대표는 대한민국의 학교안전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한
UNDRR ONEA & GETI의 성과를 강조하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으며, 또한 국가 및 지역별 재난위험경감 전략 달성을 위
한 몽골과의 협력, 북한의 재난위험경감전략 검토에 대한 기여, 그리고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한중일 재난위험경감 경험 공유 및 개도국 상호 지원 강화 등 동북아 사무소의 여러 업적을 강조하였다. 미즈토리 특별대
표는 2020년 어려운 한 해 동안 온라인 교육을 통해 4,000명의 전문가들을 확보하여 총 12,000명의 전문가들을 배출한
GETI의 노고를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을 해 주신 행정안전부의 김희겸 본
부장, 박남춘 인천광역시 시장님의 축하인사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정부, 필리핀 및 우간다의 지방정부, 대한민국의 교육
계, 필리핀 민간분야와 세계보건기구 (WHO)의 축하인사 또한 이어졌다. 2부에 이어진 향후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역량
개발 토론에서는 아시아태평양재난복원력센터(APDRC), 재난위험역량지원(CADRI) 파트너십,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러시아 민방위 및 비상관리 과학연구소, 구라자트 재난관리연구소, 카이스트 대학, 룬드 대학, 대한민국 국가민방위재난
안전교육원, 유엔과학기술자문그룹 & 아시아태평양과학기술교육자문그룹(STAG & APSTAG),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그
리고 유엔거버넌스센터 (UNPOG)를 대표하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열띤 강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는 온라인에서
시청 가능하다.

행사 정보 및 녹화 영상:
https://www.undrr.org/event/undrr-onea-geti-10th-year-anniversary-round-table-discussion-delivering-
capacity-development

https://www.undrr.org/event/undrr-onea-geti-10th-year-anniversary-round-table-discussion-delivering-capacity-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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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RR GETI, 유엔남남협력사무소 (UNOSSC) 그리고 범미보건기구 (PAHO)
는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MCR)를 위한 온라인 교육: 코로나19
에 대응하며 미래에 대한 더 나은 준비를 위한 지방 재난위험경감 전략 개발 및
이행” 을 공동 주최했다. 위 교육은 지난 9월 8일부터 10월 6일까지, 총 5주동
안 진행되었다.  총 150개국 2,500여명이 해당 교육에 지원했으며, 참여 성비가
거의 동등한 모습을 보였다. 절반 이상의 참여자가 중앙 및 지방정부 소속이었
으며, 정부간 기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학계에서 약 30%에 가까운 참여율을
보여주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육 참여자 중 약 98%가 남남 및 삼각협력
(SSTC) 그리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재난위험경감 및 공중 보건 지식을 배웠
다고 응답했으며, 97% 참석자들이 훈련에서 공유된 각 도시의 입장 및 선행이
유용하다 했으며, 교육을 통해 배운 교훈 및 해결책을 업무에 적용하는 것을 고
려하겠다 응답했다.

코로나 19 대응 및 미래에 대한 더 나은 준비를 위한 지방 재난
위험경감 전략 개발 및 이행

2030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MCR2030)가 ICLEI - 지속가능
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국제 적십자사·적신월사 연맹 (IFRC), 일본 국제협
력기구 (JICA),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UN-HABITAT, UNDRR,
UNOPS, 세계은행 (World Bank) 그리고 세계도시정보화워원회 (WCCD)의
협력하에 2020년 10월 28일 공식 출범했다. MCR2030 개최식은 ICLEI가
주관하고 총 117개국 1,048여명이 참석한  ‘Daring Cities’ 컨퍼런스에서 진
행되었다. 지난 10년간 MCR 캠페인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여러
파트너 및 도시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발한 MCR2030은 명확한 세 단계의
도시 맞춤형 로드맵을 제시하여 평가, 계획 및 위험경감 실현과 복원력 구축
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MCR2030은 향후 2030년까지 더욱 포괄적이
고 안전하며 복원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축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11 (SDG11) 및 글로벌 프레임워크인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
워크, 파리 협정 그리고 새로운 도시의제 (NUA)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한다. MCR2030은 2021년 1월부터 2030년 말까지 실행의 10
년을 함께할 도시들을 지원할 것이다. 

2030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MCR)와 함께
실행의 10년으로 전진

행사 정보 및 녹화 영상:
https://www.undrr.org/event/launch-mcr2030 
MCR2030 정보: 
https://mcr2030.undrr.org/

더 보기:
https://www.undrr.org/news/undrr-unossc-and-paho/who-support-
capacity-development-resilient-cities-and-risk-informed

https://www.undrr.org/event/launch-mcr2030
https://www.undrr.org/event/launch-mcr2030
https://mcr2030.undrr.org/
https://www.undrr.org/news/undrr-unossc-and-paho/who-support-capacity-development-resilient-cities-and-risk-in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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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도시 복원력 강화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 복원력에 자금을 지원할
수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지방 정부의 가장 낮은 발전 영역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격차 해소를 목표로 UNDRR GETI와 MCR사무국은 397
명의 지방 및 글로벌 활동가들과 파트너들이 참여한 지방 복원력을 위한 자
금 조달에 관한 3 일간의 웹 시리즈를 개최했다. 1 일차는 남아프리카 케이
프타운 시립 금융 메커니즘(Cape Town Municipal Financing
Mechanism)의 경험과 Global Policy House UK의 디지털 그린 파이낸싱
접근 방식을 공유했다. 둘째 날은 UN 자본 개발 기금(United Nations
Capital Development Fund)의 지역 기후 적응 형 생활 시설 (LoCAL)과
Global Infrastructure Basel Foundation이 지속 가능하고 복원력 갖춘 인
프라 프로젝트 준비에 대한 지침 체크리스트를 공유했다. 3 일째에 도시 복
원력 네트워크 (Resilient Cities Network)는 빠른 프로젝트 개발 및 금융
복원력에 대한 복원력 자금 조달 역량 강화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교육
자료 및 녹화 영상은 아래 행사 페이지에 제공된다.

지방 복원력 활동을 위한 자금 조달

아프리카 및 아랍 국가들의 전국지방정부연합, 지방정부 실무
자, 市 공무원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역량 강화

UNDRR GETI는 UNDRR 아랍 및 아프리카 지역 사무소, UCLG 그리고 아프
리카 지방 정부 아카데미 (ALGA)와 함께지방정부협회, 도시 그리고 관련 이
해관계자들을 위한 위험 정보에 기반한 도시 계획 및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
한 도시 만들기 (MCR) 역량 개발 온라인 워크숍을 지난 2020년 10월 19일
부터 21일까지 총 3일간 개최했다. 총 64개국 217여명이 워크숍에 참여했
으며, 특히 아프리카 및 아랍 지역에서 많은 참여를 했다. 해당 교육은 영어
로 진행되었으며 프랑스어 및 아랍어 동시통역이 지원되었다. 재난위험경감
과 관련한 개념 및 도시 재난 복원력 스코어카드와 같은 도구들이 워크숍에
서 제공되었으며 UCLG 러닝, UNDRR 그리고 UN-HABITAT이 공동으로 개
발한 ‘센다이 프레임워크의 지역화를 위한 학습 과정’이  소개되었다.

행사 정보 더 보기:
https://www.undrr.org/event/undrr-geti-undrr-roaf-uclg-africa-online-
training-online-capacity-building
학습 모듈 정보:
https://www.uclg.org/en/media/news/new-resilience-learning-module-
focuses-key-role-local-governance-drr-and-resilience

행사 정보 및 녹화 영상:
 https://www.undrr.org/event/financing-resilience

https://www.undrr.org/event/undrr-geti-undrr-roaf-uclg-africa-online-training-online-capacity-building
https://www.uclg.org/en/media/news/new-resilience-learning-module-focuses-key-role-local-governance-drr-and-resilience
https://www.undrr.org/event/financing-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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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RR 동북아사무소는 2020년 11월 4일 “MCR2030 전략 및 도시 공중
보건 진단 도구 소개 영상회의” 개최했다. 이 행사는 매년 안전산업박람회와
연계하여 일산 킨텍스에서 전국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하는 오프라인으로 진
행했으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진행했다. 영상회의
에서는 UNDRR ONEA-GETI 산자야 바티야 소장으로부터 2021년부터 새
롭게 시작되는 “MCR 2030의 핵심전략 및 주요내용”과 코로나-19로 인해
공중보건 분야에 대한 도시 복원력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공중보건 시
스템 스코어카드”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세계도시정보화위원회
(WCCD) 제임스 파타바 WCCD 부회장으로부터 WCCD에서 개발한 지속가
능도시를 위한 지표 “ISO 37120 시리즈”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행
사는 UN 재난위험경감사무국 ONEA와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59개 지자체에서 63명의 공무원이 참석하였다.

MCR2030 전략 및 도시 공중보건 진단 도구 소개 영상회의
개최

국제협력개발국과 유럽 민간보호 및 인도주의 지원국의 EC 직원을 대상으
로 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유럽연합 녹색화 협력(환경 및 기후 변화) 웹
세미나 시리즈의 일환으로, UNDRR GETI는 유럽연합 녹색화 협력을 위한
재난위험경감강화 웹 세미나를 공동 제작 및 제공했다. 이번 웹세미나는 위
험 정보를 고려한 개발과 인도주의적 조치를 보장하기 위한 더 큰 공동 역량
구축의 첫 단계이다. 이번 세미나는 재난위험경감의 필수요소들과, 2030 의
제 및 파리기후협정과 일관성을 가지는 센다이 강령,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국제협력개발국의 협력사례, 인도주의적 개발 넥서스와 대비를 위한 재난위
험경감을 포함하며, 환경, 건강, 기후변화대응, 재난위험경감 사례 연구, 재
정, 주택공급 등 여러가지 사안의 재난위험경감 사례 연구를 살펴 보았고, 추
후 협력 또한 계속 이루어질 계획이다.

재난위험경감에 대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UNDRR GETI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협력

UNDRR 동북아사무소는 2020년 10월19일부터 20일까지 한국 동해 끝에
위치한 울릉도를 직접 방문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학교안전 프로그램을 진
행하였다. 울릉도는 한국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으로, 포항에서 217km
떨어져 있고, 배편으로 4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조금이라도 기
상이 좋지 않은 날에는 배를 운행하지 않아 울릉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발
길이 묶이는 곳으로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진 섬이다. UNDRR 동북아
사무소는 울릉군 교육청과 협력하여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진행
하는 “2020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에 참가하는 울릉초등학교 6학년 학생 21
명과 울릉군에 있는 4개 초등학교 17명의 선생님들에게 수업과 연수를 진행
하였다.

한국형 학교안전프로그램, 울릉도 섬 지역 학생들과 교사들도
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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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RR 파트너들과 글로벌 및 현지 파트너들을 담당하는 UNDRR GETI는 지
난 11월과 12월에 걸쳐 UN 지속가능 개발협력 프레임워크에 재난위험경감 및
기후변화대응 통합 구축의 신규실시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3차
례의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개발 및 진행했다.  이번 교육과정 오리엔테이션에
는 130명 이상의 UN 직원들이 참여하였으며, 전체적인 협력 프레임워크 주기
및 위험 정보 고려에 중점을 둔 공동 국가 분석, 기후 및 재난 위험 대응 협력 프
레임워크 설계 그리고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기를 포함한 교육적 자료와 다차
원적 위험 분석, 변화이론 및 동료 지원 그룹과 같은 워크숍 세션도 함께 진행되
었다. 협력 프레임워크에 질병 발생, 전염병 및 팬데믹을 통합시키는 데에 관한
주요 고려사항들이 포함되었으며, 오리엔테이션 기간동안, 핵심 연수 과정에서
채택된 ‘훈련 감별사’도 실시되었다. 이 교육은 곧 제공될 것이며, UNDRR 지역
사무소들과 지역별 UN개발조정국(UN DCO)과 협의하여 2021년 초에 강사 교
육이 실시 될 예정이다.

유엔 협력 프레임워크에 재난위험경감 및 기후변화적응 통합
하는것에 관한 교육과정 오리엔테이션 개최

2020년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인천광역시가 인천상공회의소 및 한국산업
안전공단과 협력하여 주최한 재난안전전시회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http://incheondse.com)으로 개최되었다. 재난안전전시회 홈페이지에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위험 설명자료 및 동영상,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시
민행동요령, 인천시 재난위험경감정책, 각종 재난 온라인체험관, 시민참여 보
드게임 등이 제공되었다. 또한, MCR 2030과 UNDRR학교안전프로그램 등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소개되어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전시회는 인천시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재난 복원력 있는 도시 만들기”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
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인천시는 앞으로 도시재난복원력 향상에 시민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인천 재난안전전시회에 소개된 MCR2030과 UNDRR학교
안전프로그램

울산광역시는 2020년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UNDRR 동북아사무소와 함
께 스코어카드 진단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이날 워크숍에서는 울산광역시
청과 울산발전연구원에서 31명(남25, 여 6)이 참석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상
당히 의미 있는 행사로, 울산광역시는 대한민국 최초로 2018년부터 3년 연속
MCR 스코어카드 진단을 받는 기관이 되었다.  스코어카드는 도시가 재난위
험경감 전략 수립을 위한 10개 분야에 대한 도시 복원력 진단 도구로써, 이를
통해 도시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 분야를 파악하여 지방정부의 재난위험
경감 전략에 반영할 수 있는 도구이다. 진단결과 울산광역시는 매년 약점 분
야들이 보완되어 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필수사항 8, 9에서 상
당한 진전을 보였다. UNDRR 동북아사무소에서는 울산광역시의 사례를 다른
많은 도시들과 공유하여 국제회의 등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
이다

울산광역시가 최초로 3년 연속 스코어카드 진단을 받았다

http://incheondse.com/


UNDRR ONEA & GETI 뉴스레터: 28호, 2020년  10 - 12월 PAGE | 06

예정된 UNDRR ONEA & GETI 교육 및 행사:

2020년 12월 7일 - 2021년 3월 12일

ACCESSIBLE E-learning Course: Making Cities Resilient: Developing local disaster risk reduction and resilience
strategies (Winter edition, ACCESSIBLE course in English)
Organizers: UNDRR GETI & UNITAR 

For more information: https://www.undrr.org/event/undrr-geti-unitar-accessible-e-learning-course-making-cities-resilient-
developing-local

온라인 교육 훈련:

ACESIBLE de aprendizaje virtual : Desarrollando ciudades resilientes: Elaboración de estrategias locales de
reducción del riesgo de desastres y de resiliencia (edición de invierno, ACCESIBLE en español)
Organizers: UNDRR GETI & UNITAR 

Mas información: https://www.undrr.org/event/undrr-geti-unitar-curso-acesible-de-aprendizaje-virtua-desarrollando-
ciudades-resilientes

유용한 자료: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2030 (Making Cities Resilient 2030)
https://mcr2030.undrr.org

도시 재난 복원력 스코어카드(자체평가 도구) - 예비 및 상세 평가 (새로운 언어 추가)
https://www.unisdr.org/campaign/resilientcities/toolkit/article/public-health-system-resilience-scorecard

생태계-기반 재난위험경감: 복원력을 위한 자연-기반 솔루션의 이행 (Ecosystem-Based Disaster Risk Reduction:
Implementing Nature-based Solutions for Resilience)
https://www.undrr.org/publication/ecosystem-based-disaster-risk-reduction-implementing-nature-based-
solutions-0

도시 재난 복원력 스코어카드(자체평가 도구)  - 공중보건시스템을 위한  부록 (새로운 언어 추가)
https://www.unisdr.org/campaign/resilientcities/toolkit/article/public-health-system-resilience-scorecard

복원력 학습 모듈 I: 재난에 강한 거버넌스 및 개발의 기초 (Resilience learning module I: Fundamentals of resilient
governance & development)
https://www.undrr.org/publication/resilience-learning-module-i-fundamentals-resilient-governance-
development

재난으로 인한 인적 비용 2000-2019 (Human Cost of Disasters 2000-2019)
https://www.undrr.org/publication/human-cost-disasters-200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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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mcr2030.undrr.org/
https://www.resilientcitiesnetwork.org/
https://www.undrr.org/publication/ecosystem-based-disaster-risk-reduction-implementing-nature-based-solutions-0
https://www.resilientcitiesnetwork.org/
https://www.undrr.org/publication/resilience-learning-module-i-fundamentals-resilient-governance-development
https://www.undrr.org/publication/human-cost-disasters-200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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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19 (COVID-19) 에 대한 참고 자료

인천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G-Tower 4층

T: +82-32-458-6551/6570
F:+82-32-458-6598/6599
E: undrr-incheon@un.org
W: www.undrr.org/incheon

UNDRR 동북아 사무소 및
국제교육훈련연수원

(UNDRR ONEA & GETI)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PreventionWeb

UNDRR
지난 UNDRR 코로나19 웹 세미나들 

UNDRR에서 제공하는 재난위험경감과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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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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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된 정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COVID-19) 대유행
https://www.preventionweb.net/collections/coronavirus19

코로나 바이러스 19 (COVID-19)의 발생

코로나 바이러스 19 (COVID-19) 대중을 위한 조언

코로나 바이러스 19 (COVID-19) 교육: 온라인 교육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한 전략적 준비 및 대응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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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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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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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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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acebook.com/unisdr
https://www.youtube.com/channel/UCwf8TmzaW7ukWiMt7xiRs9g/
https://www.twitter.com/undr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