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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채권의 사용은 복원력을 위한 재정을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다

웹 세미나 시리즈 중 하나로, UNDRR GETI와 기후 채권 이니셔티브(Climate Bond Initiative, CBI)가 공동으로 기획
한 웹 세미나는 CBI의 시장개발부 대표 겸 부책임자인 Justine Leigh-Bell이 제시하는 '녹색 채권 기초 (Green Bond Basics)'
에 대한 심도 있는 설명과 함께 녹색 채권 구매자의 동향 및 신흥 시장 동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녹색 채권이 기후
및 복원 활동 자금을 조달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2021년 3월 24일
에 주최된 웹 세미나에는 복원력에 대한 재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려는 74개국, 366명의 참가
자들이 참여했다.
더 많은 정보 및 녹화 영상: https://www.undrr.org/event/webinar-green-bond-basics

MCR2030

인천시 군,구 대상 MCR2030 확산 워크숍 실시

는 인천시와 협력하여 인천시의 군구 공무원을 대상으
로 MCR2030확산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MCR2030의 핵심전략 및 활용방법
과 UNDRR 복원력허브 인증에 대해 소개하여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복원
력 강화 및 재난안전 국제협력 기조에 부응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워크숍 이
후 인천시는 군구의 MCR2030가입을 독려하고 UNDRR ONEA와 협력을 통
해 스코어카드를 활용한 도시복원력 진단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워크
숍에는 10개 군구에서 13명의 재난안전담당공무원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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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복원력에 대한 전문가 과정을 통한 인프라 복원력
향상

재난위험경감사무국 국제교육훈련연수원(UNDRR GETI)은 인도 인
류정착연구소(IIHS), 델프트 공과대학교(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복원력 있는 도시 네트워크(Resilient Cities Network)과
함께 재난 복원력 인프라 연합(CDRI)에 가입하여, 도시 복원력에 대한
CDRI의 4주에 걸친 전문가 과정을 61개의 국가 및 지역, 194명의 참가
자들에게 제공하였다. UNDRR GETI는 2021년 4월 1일에 세번째 세션
을 맡아 국제 다중 파트너와 함께 하는 10년 이니셔티브인 기후 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2030(MCR2030)과 도시의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도구들을 소개하였다. 이 세션에서는 도시 재난 복원력 스코어카드
와 인프라의 복원력을 평가할 때 이의 활용, 그리고 격차 감소와 복원력
향상을 위해 도시들이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
어졌다. 이 과정은 CDRI와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회원국, 단체, 기관들
간의 재난 및 기후 복원력 인프라에 대한 담론을 강화하기 위한 연례 국
제 컨퍼런스인 재난 복원력 인프라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ICDRI 2021)
와 함께 열렸다.
전문가 과정에 대한 정보: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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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정보와 녹화 영상:

https://icdri.cdri.world/Using-Making-Cities-Resilient-2030MCR2030-tools-for-Disaster-Resilient-Infrastructure.html

한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MCR2030 출범 온라인 워크
숍 개최

동북아사무소는 2021년 4월 15일, 한국의 지자체 재난관리 공
무원을 대상으로 새롭게 출범한 MCR2030의 주요내용과 활용방안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경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은
한국의 UNDRR 동북아사무소, 행정안전부 및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롤모델 도시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가
경험사례 발표에 참여하였으며, 지자체에서는 약 60명의 재난관리 담
당공무원이 참석하였다. 워크숍은 한국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장의 MCR2030 출범에 대한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UNDRR ONEA &
GETI 산자야 바티야 대표의 MCR2030의 핵심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
다. 이어서 행정안전부 김중렬 과장의 향후 한국에서의 MCR2030 추
진방향에 대한 발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의 롤모델 도
시 경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UNDRR 동북아사무소 애나
크리스티나의 MCR2030가입,대시보드 등 MCR2030 핵심기능 활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UNDRR 동북아사무소는 앞으로도 한국 지자
체의 MCR2030 주류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지자체간 경험
공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난 복원력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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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협력 프로그램(SCP)-UNDRR 재난위험경감 소개
과정

년차가 된 SCP-UNDRR 공동주최 온라인 재난 위험 경감 과정에는 더 많은
상호작용과 함께 전 세계 29개국에서 88명의 정부 대표자가 참가하는 등 이
전보다 많은 참가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UNDRR이 제공하고 싱가포르
의 경험에서 비롯된 글로벌 지침과 도구를 사용하여 교육 과정 전반에 걸쳐
DRR 실행 계획 초안을 개발했다. 교육 세션은 거버넌스, 코로나-19, 재정, 파
트너십에 초점을 맞췄고 싱가포르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 재난 위험 경감 및
지속 가능한 개발, 싱가포르의 녹색 계획 2030을 포함한 정부 전반의 통합 위
험 관리 사례를 다루는 통합적인 위험 거버넌스 접근방식을 공유했다. 싱가
포르의 코로나-19 대응으로 부터 얻은 교훈이 공유되었고, 참가자들은 도시
를 위한 UNDRR 재난 복원력 스코어카드의 공중 보건 시스템 복원력 부록을
사용하여 실행 계획을 업데이트했다. 마지막 세션에는 코스타리카 공립대학
과 고등교육 기관 그리고 르완다 시민사회의 참여 사례와, 바레인에서 코로
나-19 기간 중 공공 인식제고 사례 등 참가자들의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더 많은 정보: https://www.undrr.org/event/undrr-scp-joint-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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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me-introduction-disaster-risk-reduction-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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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CCA를 협력 프레임워크에 통합하기 위한 아시아 지역 유엔 대상 오리엔테이션

와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소 (ROAP)는 복원력 구축에 관한 이슈 기반 연합의 초청으로 3월 30일에 유엔 직원을
위한 재난 위험 경감 (DRR) 및 기후 변화 적응 (CCA)을 아시아의 UN 지속 가능한 개발 협력 프레임워크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
한 UNDRR 지침의 사용법에 대해 실용적인 온라인 교육을 추진하였다. 크리스텔 유네스 유엔 조정국 (DCO) 부국장은 환영 인
사에서 이 연수는 유엔 개혁의 결과를 보여주는 매우 좋은 예이며, 지역 차원에서 이슈 기반 연합이 함께 협력하고 위험 정보를
바탕으로 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할 수 있도록 유엔 국가 팀에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 이란, 몽골, 파키스탄, 파푸아 뉴기니, 스리랑카, 태국 등 DCO 사무소에 기반을 둔 유엔 상주 조정관 사무소, FAO, UNDP,
UNEP, 유니세프와 WFP 등의 대표 37명이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DRR과 CCA 통합 체크리스트인 로드맵, 공통 국가 분석,
협력 프레임워크 설계 및 구현, 모니터링, 보고 및 평가를 사용한 협력 프레임워크 라이프사이클의 여러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를 식별하도록 설계된 연습에 참여하였다. 그룹 활동은 연초에 지도자 교육을 받은 유니세프 인도 대표의 주
도로 진행되었다.
UNDRR GETI

학교안전프로그램 교사연수 및 온라인 퀴즈 소개

는 인천시 및 인천시 교육청의 협력하에 인천시 교사를 대상으
로 온라인 교사연수를 2회 실시하였다. 4월 14일 연수에는 14개 학교의 15명
의 교사가 참여였으며, 특히 2분의 교장 선생님이 참여하여 훈련을 받은 후 학
교안전 프로그램의 전파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하였다. 6월 16일 연수는 인천
문남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요청으로 실시된 연수이다. 이 학교는 학생의 절반
이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으로, 한국어가 서툴러 교육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UNDRR ONEA가 최근 제작한 동영상 자료는 이해하기 쉬운 영상과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국어가 서툰 학생들을 교육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교
사들이 기대감을 내비추었다. 이 연수에서는 2개 학교 12명의 교사가 훈련을
받았다. 또한 6월 연수에서는UNDRR ONEA가 새롭게 개발한 학생교육 도구
인 온라인퀴즈(퀴지즈)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퀴지즈는 온라인상에서 학
생들과 실시간으로 재미있게 퀴즈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코로나19 로 인해 학
교가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상황에서도 교육자료로 활용이 가능하여 앞으로 학
생들의 재난안전교육 확산에 기여할것으로 기대한다.
UNDRR ON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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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팬데믹과 도시정책: 감염병 위기와 도시회복력 세
미나 개최

인천시와 인천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UNDRR ONEA가 참여한 온라인 학
술행사가 “감염병 위기와 도시 회복력”을 주제로 4월 8일 개최되었다. 도
시 연구자 및 재난안전 전문가 10명이 패널로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코로
나19가 가져온 도시공간의 변화상, 이에 따른 체계적인 도시 재난관리대책
의 필요성과 도시의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전략수립 방안 및 공동체 구
성원의 소통 및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하였다. 세미나에서 산
자야바티아 UNDRR ONEA 소장이 축사를 하고 MCR2030 대해 소개를 하
였으며 특별세션에서는 인천광역시의 UNDRR국제안전도시 인증과 이에
따른 재난안전정책 발전방안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관련 연구자 및 일반 시민 등과 공유되었다.

자연 재난에 대한 다양한 속설과 어떻게 연구와 기술이 도
움을 주는가’
‘

기술경영학과 (DTS) 세미나 시리즈의 일부로, 한국뉴욕주립대학교
(SUNY)는 UNDRR GETI가 교수, 대학원생과 대학생과 연결하여 ‘자연 재
난’ 신화와 재난 위험의 원동력, 위험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과 조치, 연구
및 기술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재난 위험 경
감 및 복원력을 위한 위험 정보 거버넌스 및 혁신 기술을 위한 UNPOGUNDRR 공동 도구 모음 (Tool kit)을 통한 DRR 사례 연구 기술’ 이라는 주
제의개별 세션을 개최하였다. 참여자에는 한국 SUNY의 기술경영 석사과정
과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디지털기술, 기술, 정책, 혁신 박사과정 교수 및 연
구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번 참여는 UNDRR ONEA & GETI의 재난위
험경감과 청년 역량 강화 기술의 일부분일 뿐 아니라 ONEA & GETI가 주최
되는 한국 대학과의 협력에도 포함된다.

회원국들을 위한 재난위험경감 전략과 센다이 강
령 모니터링 세션

ASEAN

월 21일, UNDRR GETI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소는 한국 재난 훈련원
의 초청을 받아 NDTI 및 ASEAN-한국 협력기금 재난위험관리 역량강화 프
로그램(D-CAB 프로젝트) 2년차의 일환으로 ASEAN 회원국에 대한 재난위
험경감 전략 및 센다이 프레임워크 모니터링에 관한 특별 세션을 진행하였
다. 민방위에서부터 기후 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부기관의19명의참
가자들은 재난관리 및 비상대응에 관한 ASEAN 협약(AADMER) 활동 프로
그램과 센다이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한 프레임워크 사이의 일관성에 대해 알
아보았다. 이 특별 세션에서는 재난이 국가 정책과 계획을 어떻게 위태롭
게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재난위험경감 전략을 위한 10가지 주요 요소와 이
들의 일관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센다이 프레임워크 (SFM)에서
수집한 재난 데이터의 유형, 액세스 방법 그리고 모니터링이 국가 및 지역
DRR 전략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는 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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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세미나 시리즈: IFRC의 다중 위험 조기 경
보, 도시 위험 통신, 홍수 복원력 측정 디지털 도구를 통한
도시 복원력 향상
MCR2030

년 5월 20일, 국제 적십자 적신월사 연맹(IFRC)과 도시 복원력 강화
에 있어 파트너가 제공하는 도구와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MCR2030 웹 세
미나가 진행되었다. 논의된 주요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IFRC 경보 허브
이니셔티브는 표준 ITU 형식인 공통 경보 프로토콜(CAP)을 사용하여 비
상사태의 핵심 사실을 전달하는 다중 위험 조기 경보 발령의 사용을 증가
시켜 생명과 생계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FRC는 전 세계 공식 당
국으로부터 공표된 모든 CAP 경보를 집계하는 무료 온라인 플랫폼을 개
발하고 있다. 2) IFRC의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What Now Service는 지방
위험에 안전하게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현지화 된 실행 가
능한 메시지를 배포한다. 3) 지역사회를 위한 홍수 복원력 측정(Flude
Resilience Measurement)은 지역사회 홍수 복원력 측정을 위한 연합의
프레임워크와 실제로 프레임워크를 구현하기 위한 관련 웹 기반 도구를 구
성한다. 98개국에서 521명의 참가자가 참석한 웹 세미나에서 IFRC와 구
글, 취리히재단 등의 연사들이 발표하였다. 이날 소개된 도구들은
MCR2030 여정에 관심이 있는 도시와 이해관계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
다.
더 많은 정보 및 녹화 영상: https://mcr2030.undrr.org/event/mcr20302021

undrr-ifrc-enhancing-urban-resilience-multi-hazard-early-warningurban-risk

웹 세미나 시리즈: 기후행동계획 & 금융 - C40
도구와 자원
MCR2030

도시 기후 리더십 그룹(C40)의 도시들은 기후 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
들기 2030 (MCR2030) 이니셔티브의 핵심 파트너다. 2021년 6월 3일에
개최된 이번 웹 세미나에서는 C40과 C40 적응 프로그램 및 기후금융시설
(CFF)이 제공하는 도시가 복원력 로드맵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서비스를 소개하였다. Chantal Oudkerk Pool, C40 적응 프로그램 책임
자는 도시의 적응 계획 단계, 도구와 자원에 대해 설명하고 C40 지식 허브
에 대해 공유했으며, C40 CFF의 Jessy Appavoo와 Lyan Villacorta는 적
응 계획에서 재정 접근으로 이동하는 도시들 간의 격차 영역 중 하나인 프로
젝트 준비 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적응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생각을 공
유하였다. CFF가 어떻게 도시들을 도와 프로젝트 준비 역량을 향상시켰는
지에 대한 사례들 또한 공유되었다. 마지막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의
에테크위니市의 Sean O'Donoghue 박사는 도시의 여정과 2050년까지 더
반의 기후 복원력과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에 더반 기후 행동 계획이 어떤 도
움을 주고 있는지를 강조하였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질 향상과 연결
하여 기후 적응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해당 행사
에는 82개의 국가 및 지역에서 324 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하였다.
더 많은 정보 및 녹화 영상: https://www.undrr.org/event/mcr2030-undrrc40-climate-action-planning-and-finance-c40-tools-and-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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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동 교육 연수, 팬데믹
이후의 도시가 건강하고 복원력 갖추도록 지원
UNDRR GETI, UNOSSC, WHO

발전적 재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복원력이 있으며 건강한 도시를 만
들기 위한 남-남 협력과 위험 경감 계획 활용”에 대한 공동 온라인 인증 교육
프로그램이 2021년 6월 8일에 시작되었다. 이 교육에는 전 세계 165개 국
가 및 지역에서 4,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등록하고 참여하였다. Loretta
Hieber Giradet, UNDRR 위험 지식, 모니터링, 역량 개발 부(RKB) 국장은
개막 연설을 통해 “재난 위험 거버넌스는 명확한 비전, 계획, 역량, 지침, 여
러 부문 간의 협력, 그리고 시민 사회의 완전한 참여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
다. 그는 우리가 더 안전하고 복원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도시들을 만드는 과
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공동의 노력을 통
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교육 세션에서는 재난 위험 경감,
재난 위험, 전염병과 팬데믹으로부터 복원력 갖춘 도시를 만드는 것의 중요
성 및 남-남과 삼각 협력을 통한 경험 공유가 소개되었다. 온라인 교육 세션
은 6월 한 달 동안 4주간 매주 화요일에 열렸다. 비영어권 참여자들을 위해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의 동시통역이 제공되었
다.
“

재난 위험 경감 계획과 실행에서의 공중 보건 시스템 복원
력 강화

지난 6월 15일에 열린 UN재난위험경감사무국 국제교육훈련연수원
(UNDRR GETI), 유엔남남협력사무소(UNOSSC) 및 국제보건기구(WHO)
의 공동 온라인 교육 연수 “발전적 재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복원력이
있으며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남-남 협력과 위험 경감 계획 활용”의 두
번째 세션에서는 도시의 재난 위험 경감 계획과 구현을 강화하는 데에 있어
도시 재난 복원력 스코어카드 – 공중보건시스템 복원력 부록의 활용을 강
조하였다. 145개 국가 및 지역에서 2,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90분 간의 온
라인 세션에 참여했으며, 공중보건시스템 스코어카드 부록 도구와 그의 활
용에 대해 배웠다. 이 세션에서는 도시의 재난위험경감, 보건 관리 및 코로
나-19 회복 계획의 개발을 위해 스코어카드를 활용했던 필리핀의 마카티市
의 경험이 소개되었다. Liza Velle Ramos 마카티 市 재난 위험 경감 및 관
리 사무국의 연구기획부장은 복원력 구축은 여정이며, 복원력 구축 과정에
서의 도시의 노력은 지난 10년 동안 기후 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시작되었고, 현재는 MCR2030을 통하여 도시 복원력 강화
를 위해 다양한 도시 파트너들과 다중 이해관계자들을 모으는 능력에서 특
히 중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더 많은 정보:

https://www.undrr.org/event/undrr-geti-unossc-who-joint-onlinetraining-build-back-better-harnessing-south-south

관련 뉴스:

https://www.undrr.org/news/undrr-unossc-who-kick-start-onlinetraining-building-back-better-resilient-and-healthy-cities

UNDRR ONEA & GETI

뉴스레터: 30호, 2021년 4 - 6월

PAGE | 07

재난위험경감 및 복원력 구축을 위한 위험 정보 거버넌스 및
혁신적인 기술 활용

유엔 거버넌스 프로젝트 사무소(UNPOG)와 서울대학교 거버넌스 역량 개발
교육 시리즈의 9번째 세션에서 UNDRR GETI는 특히 취약한 국가 및 지역사
회에서 ICT 적용이 재난위험경감과 복원력 구축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알
아보는 지침과 사례 연구를 공유하였다. 재난 발생 시, 특히 코로나-19 대유
행 중, ICT 도구의 적용이 시민 참여와 투명한 위험정보에 기반한 거버넌스
를 어떻게 촉진하는지, 그리고 DRR을 위한 ICT와 혁신적인 기술에 접근, 채
택 및 활용하기 위한 과제와 장벽을 공유하였다. 사례는 UNPOG-UNDRR 공
동 도구모음인 툴킷에서 도출되었다. 온라인 세션은 6월 18일 아프리카, 아
랍 국가, 미주, 아시아 및 태평양, 유럽, 중앙 아시아를 대표하는 34개국, 101
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이 성공하기 위해 왜 위험 정
보 거버넌스가 필수적인지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재난위험
경감과 복원력 구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UNPOG는 이러
한 의무에 대한 개요로 세션을 시작하였고, 필리핀 국립행정대학(National
College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Governance of the University of

의 플로라노 (Ebinezer R. Florano)교수는 프로젝트
NOAHs 조기경보시스템의 실용성을 공유하였다.
더 많은 정보: http://unpog.org/page/sub3_1_view.asp?
the Philippines)

sn=412&page=1&search=&SearchString=&BoardID=0002

녹화 영상: https://youtu.be/41UaOJ9MuDA
툴킷: 재난위험경감과 복원력을 위한 위험 정보 거버넌스 및 혁신 기술:
https://unpan.un.org/node/588

예정된 UNDRR ONEA & GETI 교육훈련 및 행사:
웹 세미나:

년 7월 7일 (수) - 오후 9시

2021

[MCR2030 Webinar] Urban Ocean Program Utilizing Principles of Circularity to Address Plastic Waste
: Resilient Cities Network (R-Cities), Ocean Conservancy (OC), New Materials Institute (NMI), UNDRR & MCR2030

주최

년 7월 14일 (수) - 시간 미정

2021

[MCR2030 Webinar] Greening cities’ built environment
: World Green Building Council, UNDRR & MCR2030

주최

년 7월 28일 (수) - 오후 5시

2021

[MCR2030 Webinar] Getting to know the City Gap Fund
: GCoM, World Bank, EIB, UNDRR & MCR2030

주최

년 8월 5일 (목) - 오후 6시 30분

2021

[MCR2030 Webinar] Translating resilience in developing local sustainable finance
: CBI, UNDRR & MCR2030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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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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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자료:
가뭄에 관한 2021 GAR 특별 보고서
가뭄은 사회, 생태계 및 경제에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이 과소평가 되어있다. 가뭄은 가장 취약한 사람
들이 부담하게 하는 불균형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가뭄의 광범위한 영향은 지속적으로 축소보고 되고있다. 가뭄에
관한 2021 GAR 특별 보고서에서는 가뭄 위험 감소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대한 요구를 호소한다. 가뭄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미리 대처하는 것은 가뭄이 닥쳤을 때 발생하는 영향에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이 든다.
2021 GAR 특별 보고서: https://www.undrr.org/publication/gar-special-report-drought-2021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한 자연 기반 솔루션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위험 중 일부는 극단적인 기후, 생물 다양성 손실, 자연재해, 인간이 만든 환경 재해
와 같이 환경과 관련된 것이다. 본 가이드는 재난위험경감(DRR)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적응(CCA)와 관련된 자연 기반
솔루션(NbS) 설정 및 구현에 대한 실용적인 방법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한다.
가이드 보기: https://www.preventionweb.net/go/74082
팟 캐스트 듣기 - Mami Mizutori UNDRR 특별대표와 자연 기반 솔루션에 대한 대화
Words into Action:

기후 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2030(MCR2030)에 참여하세요
기후 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2030 (MCR2030)은 도시와 파트너가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니셔티브
다. 이는 인식 제고부터 기획 및 실행에 이르기까지 도시를 지원하는 명확한 3단계 복원력 로드맵을 제공한다. 어떤 단
계에 있는 도시든 가입하여 온라인 상호작용 도구인 MCR2030 대시보드에 액세스 할 수 있다. MCR2030 대시보드는
도시들이 복원력 로드맵을 바탕으로 그들의 진행상황을 추적하고, 복원력 리소스와 도구, 도시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도시 복원력 단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수천개의 다른 도시와 연결할 수 있게 한다. 모든 도시와 지방
자치단체는 MCR2030 회원도시로의 가입을 적극 권장받고 있다. 모든 국가 정부, 국가지방자치단체협회, 개발 기관,
NGO/CSO, 학계 및 연구 기관, 민간 부문, UN 단체 또는 조직, 그리고 특정 지식이나 전문지식이 있어 도시들이 복원력
로드맵을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또는 이해단체들도 가입할 것을 권장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
비스를 게시하고, 복원력 있는 도시 만들 수 있도록 지자체를 지원하도록 한다.
MCR2030 가입: https://mcr2030.undrr.org/join
MCR 2030 대시보드 지침서 -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MCR2030 가입 방법:
https://mcr2030.undrr.org/how-join-mcr2030-local-government
MCR2030 대시보드 지침서 - 참여단체를 위한 MCR2030 가입 방법:
https://mcr2030.undrr.org/how-join-mcr2030-participating-entity

공유하고, 배우고, 소통하다
재난과 기후 위험, 그리고 정부, 학계, 민간 부문, 시민 사회, UN, 국제 및 정부 간 조직의 조치에 대해 UNDRR이 관리하
는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지식 플랫폼, PreventionWeb에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PreventionWeb 방문하기: https://www.preventionwe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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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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RR

에서 제공하는 재난위험경감과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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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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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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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