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2030 (이하 MCR2030)은 도시와 파트너와의 상호교류를 위한 장이다. 인식 제고
부터 계획 및 이행에 이르기까지 도시 지원을 위한 명확한 3단계로 구성된 복원력 로드맵을 제공한다. 모든 단계에 있
는 도시들은 도시가 복원력 로드맵을 따라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도시의 요구에 부합하는 도시 복원 자원과 도구, 그리
고 도시 복원력을 위한 단체들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수천 개의 다른 가입 도시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해주
는 온라인 대화형 도구인 MCR2030 대시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도시와 지방정부가 MCR2030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모든 국가 정부, 자치단체 연합, 개발 기관, 비정부기구/시민사회단체(NGO/CSO), 학
계 및 연구기관, 민간 부문, UN 기관 또는 조직, 복원력 로드맵에 따라 도시가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특정 지
식이나 전문지식을 갖춘 네트워크 또는 이익 단체 등 모두가 MCR2030에 가입하고 대시보드에 각자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게시하여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원할 것을 권장한다.

UNDRR ONEA & GETI
뉴스레터

29 호, 2021년 1 - 3월

MCR2030에 가입하여 온라인 대시보드를 사용하세요 
– 온라인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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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G-Tower 4층

MCR2030과 함께 하세요: https://mcr2030.undrr.org/join

MCR2030 대시보드 가이드: 지방정부를 위한 MCR2030 가입 방법: 
https://mcr2030.undrr.org/how-join-mcr2030-local-government

MCR2030 대시보드 가이드: 참여 단체를 위한 MCR2030 가입 방법: 
https://mcr2030.undrr.org/how-join-mcr2030-participating-entity

https://www.facebook.com/unisdr
https://www.youtube.com/channel/UCwf8TmzaW7ukWiMt7xiRs9g/
https://www.twitter.com/undrr
mailto:undrr-incheon@u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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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RR GETI는2020년 UN 파트너와 함께 개발한  ‘재난위험경감 및 기후변화
적응과 UN 지속가능개발 협력 프레임워크의 통합’의 강사 지침서 사용법에 대
한 교육 패키지 개발 및 출범 후, 협력 프레임워크에 재난과 기후 관련 위험정보
가 확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UN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2회의 지도
자 양성 교육훈련을 진행하였다. 피지에 본부를 둔 UN 직원들은 한 장소에 모여
함께 온라인 세션에 접속하였고, APDIM/ESCAP, CADRI, FAO, IOM, OCHA,
OHCHR, PAHO, UNDP, UNEP, UNESCO, UNICEF, UNFCCC, UNFPA, UN
Habitat, UNOPS, UNRISD, UN Women, WFP, WHO, WMO등 142명의 UN 기
구 직원과 알바니아, 브라질, 브라질, 엘살바도르, 파푸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
스탄, 그리고 바누아투의 UN 상주 조정관 사무소가 온라인 교육훈련에 참여했
다. 참가자들은 지역 UN 개발 조정 사무소(United Nations Development
Coordination Office, UNDCO)와 UNDRR 사무소를 통해 UN 상주 조정관 사
무소의 요청에 기여와 더불어, ‘협력 프레임워크’가  ‘협력 프레임워크 지침서’,
‘이와 동반된 패키지’ 그리고 향후 복원력 지침서와  일관성을 가지도록 지원하
기 위해 교육 패키지를 기존 다른 교육에 통합시킬 예정이다. 

UN지속가능개발협력 프레임워크에 위험 정보를 반영하기 위
한 UN 직원 대상 지도자 양성 교육훈련

2021 년 UNDRR ONEA & GETI, WHO와 IHF가 공동으로 주최한 안전한 병원
웹 세미나 시리즈의 첫 시간엔 64 개국 364 명의 참가자가 참석했다. 웹 세미나
는 센다이강령의 건강 측면과 의료 시설 내 위험 관리에 대한 WHO 기술 지침의
이행을 위한 ‘방콕 원칙’의 국가적 경험과 적용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대한
민국 명지병원은 코로나 19와 비-코로나 19 환자에게 의료 자원을 적절히 배분
하여 병원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이중 트랙' 의료 시스템 운영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으며, 케냐 보건부는 132개의 보건 시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발표했다. 웹 세미나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 시스템이 공급 재고를 포함한 필
수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고위험 환자의 우선순위 지정
과 운영상의 상황적응을 지원 위해 실시간 데이터를 유지해야하는 필요성이 포
함되었다.

WHO 안전한 병원을 위한 웹 세미나 시리즈: 코로나19 판데믹
시기의 위험 관리

행사 정보 및 녹화 영상:
https://www.undrr.org/event/lessons-covid-19-pandemic-series-health-
facilities-webinar-3-long-term-care-facilities-and

지침서 및 교육 패키지 정보:
https://www.undrr.org/publication/integrating-disaster-risk-reduction-
and-climate-change-adaptation-un-sustainable 

https://www.undrr.org/event/lessons-covid-19-pandemic-series-health-facilities-webinar-3-long-term-care-facilities-and
https://www.undrr.org/publication/integrating-disaster-risk-reduction-and-climate-change-adaptation-un-sustainable
https://www.undrr.org/publication/integrating-disaster-risk-reduction-and-climate-change-adaptation-un-sustai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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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지속가능개발 협력 프레임워크 추진의 일환으로, 몰디브의 UN 상주 조정관
사무소는 협력 프레임워크의 목표 프레임워크와 변화이론에 재난 및 기후 위험
을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UN 국가 팀의 이해를 돕기하기 위해 UNDRR ONEA &
GETI가 마련한 온라인 교육훈련 워크숍을 진행했다. 몰디브 상주 UN기구 직원
40명이 참여한 온라인 교육훈련 워크숍은 다중 위험요인을 고려한 시각을 통해
전략적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잠재적 재난위험관리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참여
자에게 ‘재난위험경감 및 기후변화적응과 UN 지속가능개발협력 프레임워크의
통합’ 지침서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워크숍의 결과로 몰디브
UN 국가팀의 변화이론 개발의 다음 단계에 기여할 수 있었다. 

UN 몰디브: 기후 및 재난위험경감과 협력 프레임워크의 통합

도시 기후금융의 현 주소에 대한 웹 세미나: 도시 적응을 향한
금융 흐름과 사업 준비를 위한 지원 방안 

재원 마련은 위험경감과 복원력을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이
다. 이 웹 세미나는 도시의 기후금융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최근에 발표된
도시 기후적응 관련 금융 분석에 관한 보고서가 소개되었다. 도시 기후금융의
5% 미만 만이 기후적응을 위해 사용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웹 세미나는 많은
도시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금융수단과, 도시와 사업 추진자를 사업 개발
지원 서비스에 연계시켜주는 플랫폼인 ‘녹색 금융 디렉토리(Green Finance
Directory)를 소개했다. 이 웹 세미나는 2021년 2월 18일 UNDRR GETI, 도시
기후금융 리더십 연맹(Cities Climate Finance Leadership Alliance, CCFLA)
과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2030 (MCR2030)이 함께 주최했으며
99개국 437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행사 정보 및 녹화 영상: https://www.undrr.org/event/webinar-state-urban-
climate-finance-focus-financial-flows-towards-urban-adaptation-and

지침서 및 교육 패키지 정보:
https://www.undrr.org/publication/integrating-disaster-risk-reduction-
and-climate-change-adaptation-un-sustainable

8개 아시아-태평양의 지방 정부 및 5개 전국 지방 및 지역정부 연합을 대표하는
25명의 참가자와 함께 2021년 3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의 “복원력 지
도자 양성 교육훈련: 복원력을 갖춘 거버넌스와 개발의 기초” 교육훈련이 진행
됐다. 이 교육훈련은 복원력을 기반으로 둔 지속가능성과 포괄적인 개발을 보장
하기 위한 센다이강령의 현지화를 이루기 위해 UCLG, UNDRR과 UN-
HABITAT가 함께 개발한 복원력 학습 모듈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위험경감
의 이해, 센다이강령과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연계, 재난위험경감 전략과 실행계
획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도시들의 사례, 복원력 거버넌스, 평가 그리고 재원 마
련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다. 지도자 양성 교육훈련은 지방정부의 재난위험
경감에 대한 이해 증대와 복원력 계획수립 및 위험정보를 반영한 개발의 추진을
증폭시키는 촉매와 같은 역할을 한다. 

지도자 양성 교육훈련: UCLG-ASPAC 도시를 위한 복원력 교육
훈련이 진행됐다

더 보기: https://www.uclg.org/en/media/news/resilience-module-
reaches-uclg-aspac-cities-interactive-training-trainers-approach 

https://www.undrr.org/event/webinar-state-urban-climate-finance-focus-financial-flows-towards-urban-adaptation-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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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안전한 병원을 위한 웹 세미나 시리즈: 
코로나 19와 병원 관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미래정부연구소 그리고 UNDRR GETI는 기후와 재난위
험 동향 및 국가와 지방 차원에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세계적 프레임워크 및 도
구를 살피는 단기 강좌에 15명의 전자정부 및 관리 석사 학위 연수과정 (Global
Master of eGovernment and Management, GMeGM)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 강좌는 위험 정보 인식과 협력에 기술 활용, 거버넌스 강화,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력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생들은 교육훈련을 통해 위험 거버넌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중 보건시스템 도시 복원력 관련 스코어카드 부록’을 어떻
게 사용할 수 있는지 경험했다. 학생들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의 국가 및 지방정부와 학계 등을 대표했다.

전자정부 및 관리 석사 학위 연수과정에 참여중인 ASEAN 국
가 공무원들을 위한 재난위험경감 교육훈련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와 스코어카드:
https://mcr2030.undrr.org/disaster-resilience-scorecard-cities

UNDRR ONEA & GETI, WHO 및 IHF 가 공동으로 개최한 안전한 병원을 위한
웹 세미나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은 응급 상황 및 재난에 대한 병원과 국가의 전
략 계획에 초점을 맞추었다. 네팔 상주 WHO 사무소 대표와 국가공중보건비상
운영센터 (Public Health Emergency Operation Center, PHEOC) 책임자는
WHO와 파트너들의 지원을 받은 비상운영센터(EOC)와 주요 국가 병원을 주 또
는 지역의 후송병원을 지원하는 허브로 지정하는 등 모든 정부 차원의 조정을
포함한 네팔의 지진 및 기타 비상사태 관리 경험이 코로나19 대응에 어떻게 영
향을 미쳤는지 공유했다. 포르투갈은 지식 이전을 신속하게 촉진하고 '계단식
교육훈련 모델'을 사용하여 국가적 코로나19 관리 지침을 지방 상황에 맞게 활
용함으로써 인력을 준비하는 접근 방식을 공유했다. 중국 북경 사범 대학의 재
난 위험 경감 국제 협력 연구 센터 소장은 역동적인 위험 평가 및 구획법을 바탕
으로 코로나19 발병 20일 이내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도시에 40,000명의 의료
진을 배치하는 데 활용된 정부 전체의 접근방식과 맞춤 지원 프로그램을 중점적
으로 다루었다.

행사 정보 및 녹화 영상: https://www.undrr.org/event/lessons-covid-19-
pandemic-series-health-facilities-webinar-3-long-term-care-facilities-and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기술: https://www.undrr.org/event/undrr-geti-
undesa/dpidg/unpog-online-training-workshop-advancing-government-
innovation-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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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ndrr.org/event/undrr-geti-undesa/dpidg/unpog-online-training-workshop-advancing-government-innovation-and
https://www.undrr.org/event/undrr-geti-undesa/dpidg/unpog-online-training-workshop-advancing-government-innovation-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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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과 협력을 통해 학교안전프로그램
이 보조금 지원과 함께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 어린이 안전교육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국 NGO 중 하나인 안실련은 코로나19가 계속 진행
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전국 33개 초등학교, 2,78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46회의 교육을 시행하
였다. 2020년 한 해 50개 학교, 5,000명에 이르는 학생들에게 250회 교육을 진
행하는 초기 목표가 코로나19 로 인해 차질을 빚고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횟수 그리고 학교와 학생의 수가 목표치의 50% 이상
이 충족되는 놀라운 결과를 이뤄냈다. 또한 교육은 정부와 참여 학교에서 요구
하는 방역 수칙을 완벽히 준수하며 진행되었고, 기존의 초기 목표의 달성과 동
시에 더 오랜 기간에 걸쳐 더 많은 학교와 학생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2021년에
도 연간 목표치를 늘리며 교육 사업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학교안전프로그램을 위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교육 이행

2020년 2월 9일, UNDRR 동북아사무소는 한국의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주관
하고 UNDRR과 안전생활실천시민엽합(이하 안실련) 등이 협력하여 실시하는
2021년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준비 영상회의 참석과 함께 초등학교 교사 등에
게 별도로 UNDRR 학교안전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시간을 2월9일가졌다. 어린
이 재난안전훈련은 2017년부터 매년 어린이의 재난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시해오고 있으며, 2020년에는 93개 학교 3,526명의 학생들이 훈련에
참여하였다. 2021년3월부터 11월까지 특수학교 포함 총 200개 초등학교를 대
상으로 재난에 대한 이해, 안전맵핑 및 재난시 대피요령 등을 내용으로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수립된 운영계획에 대한 논의로는 UNDRR 동북
아사무소의 교사 연수 및 리스크랜드 게임 등 다양한 교구 운용과 코로나19 상
황으로 인한 온라인 교육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에 참여하
는 교사들 포함 총 300여명의 참가 교사들이 학교안전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초대되었다.

2021년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준비 및 학교안전프로그램 안내

예정된 UNDRR ONEA & GETI 교육훈련 및 행사:

온라인 교육훈련:

2021년 4월 1일

Master Class on Urban Resilience Session 3: Using Making Cities Resilient 2030 (MCR2030) tools for Disaster
Resilient Infrastructure
Organizers: Coalition for Disaster Resilient Infrastructure (CDRI), UNDRR & MCR2030

자세한 정보: https://icdri.cdri.world/Masterclass.html

https://icdri.cdri.world/Masterclas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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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 https://www.undrr.org/event/lessons-covid-19-pandemic-series-health-facilities-webinar-3-long-term-care-
facilities-and

웹 세미나:

COVID-19 Hospital Webinar Series 4 : Managing pandemic risks in health facilities
주최: UNDRR GETI, WHO & IHF

Introduction to Disaster Risk Reduction Course 2021
주최: UNDRR GETI & Singapore Cooperation Programme

2021년 4월 15일

DRR session in NDTI training programme for ASEAN member states
주최: NDTI

2021년 4월 26일 - 5월 6일

2021년 4월 6 - 13일
Workshop on Disaster Risk Reduction Strategies and Digital Governance for Local Resilience
주최: UNDRR GETI, UNITAR CIFAL Jeju & UNDESA/UNPOG
자세한 정보: https://www.undrr.org/event/online-capacity-development-workshop-disaster-risk-reduction-strategies-and-
digital

2021년 4월 15일
Online Workshop and Roll-out of MCR2030 in Korea 
주최: UNDRR ONEA & MoIS

예정된 UNDRR ONEA & GETI 교육훈련 및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방문해 주세요:
https://www.undrr.org/about-undrr-where-we-work/incheon#CalendarofEvents

2021년 4월 14 - 15일
Strengthening Capacity for Disaster Risk Reduction and Resilient City in Shanghai
주최: UNDRR ONEA & ICLEI East Asia Secretariat 

2021년 4월 21 - 22일
Strengthening Capacity for Disaster Risk Reduction and Resilient City in Beijing
주최: UNDRR ONEA & ICLEI East Asia Secretariat 

2021년 4월 23일
Wrap-up workshops on Disaster Risk Reduction and Resilient Cities: Towards MCR2030
주최: UNDRR ONEA & ICLEI East Asia Secretariat 

[UNDRR GETI & UNITAR E-learning Course] Making cities resilient: Developing local disaster risk reduction and
resilience strategies (2021 Spring edition, Accessible course)
주최: UNDRR GETI & UNITAR
Applications for scholarships open soon

2021년 4월 27일 - 6월 30일

[UNDRR GETI & UNITAR curso de aprendizaje virtual] Desarrollando ciudades resilientes: Elaboración de Estrategias
Locales de Reducción del Riesgo de Desastres y de Resiliencia (2021 Edición de primavera, Curso Accesible)
Organizers: UNDRR GETI & UNITAR
Aplicacion para Becas inicia pronto

https://www.undrr.org/event/lessons-covid-19-pandemic-series-health-facilities-webinar-3-long-term-care-facilities-and
https://www.undrr.org/event/online-capacity-development-workshop-disaster-risk-reduction-strategies-and-digital
https://www.undrr.org/event/undrr-geti-unitar-e-learning-course-making-cities-resilient-developing-local-disaster-risk
https://www.undrr.org/event/undrr-geti-unitar-e-learning-course-making-cities-resilient-developing-local-disaster-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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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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니아어 세르비아어 추가
https://mcr2030.undrr.org/disaster-resilience-scorecard-cities

복원력 학습 모듈 I: 재난에 강한 거버넌스 및 개발의 기초 (Resilience Learning Module I: Fundamentals of
Resilient Governance & Development) - 복원력 기반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개발을 위한 센다이강령의 지역화
(UCLG, UNDRR, UN-HABITAT)
https://www.undrr.org/publication/resilience-learning-module-i-fundamentals-resilient-governance-
development 

도시 재난 복원력 스코어카드(자체평가 도구) - 공중보건시스템을 위한 부록: 보스니아어, 세르비아어, 이탈리아어 추가 
https://mcr2030.undrr.org/public-health-system-resilience-scorecard

복원력 갖춘 미래 (Resilient Futures, DEVEX)
https://pages.devex.com/resilient-futures.html

도시 기후적응 금융에 대한 분석(An Analysis of Urban Climate Adaptation Finance), 도시 기후금융 리더십 연맹
(Cities Climate Finance Leadership Alliance)
https://www.citiesclimatefinance.org/2021/02/an-analysis-of-urban-climate-adaptation-finance/

녹색 도시금융 디렉토리(Green City Finance Directory), 도시 기후금융 리더십 연맹(Cities Climate Finance Leadership Alliance)
https://www.citiesclimatefinance.org/green-city-finance-directory/

기후금융을 위한 글로벌 혁신 연구소(The Global Innovation Lab for Climate Finance)
https://www.climatefinancelab.org/

UNDRR ONEA & GETI 10주년 기념식 (2020년 12월) – 한글 및 영문 자막 제공 [영상, 02:01:35]
https://youtu.be/v_fVdWHKtHw

재난위험경감 및 기후변화적응과 UN 지속가능개발 협력 프레임워크의 통합을 위한 지침서에 대한 교육 패키지
(Training Package on the guidance note for Integrating Disaster Risk Reduction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Cooperation Framework, UNDRR, 2021)
https://www.undrr.org/publication/integrating-disaster-risk-reduction-and-climate-change-adaptation-un-
sustainable

https://mcr2030.undrr.org/
https://mcr2030.undrr.org/disaster-resilience-scorecard-cities
https://www.undrr.org/publication/resilience-learning-module-i-fundamentals-resilient-governance-development
https://www.undrr.org/publication/resilience-learning-module-i-fundamentals-resilient-governance-development
https://mcr2030.undrr.org/public-health-system-resilience-scorecard
https://pages.devex.com/resilient-futures.html
https://www.citiesclimatefinance.org/2021/02/an-analysis-of-urban-climate-adaptation-finance/
https://www.citiesclimatefinance.org/green-city-finance-directory/
https://www.climatefinancelab.org/
https://youtu.be/v_fVdWHKtHw
https://www.undrr.org/publication/integrating-disaster-risk-reduction-and-climate-change-adaptation-un-sustai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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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19 (COVID-19) 에 대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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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바이러스 19 (COVID-19) 대중을 위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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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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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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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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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