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만들기2030(MCR2030) 이 2021년 7월 15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및 도시
들을 대상으로 출범되었다.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UNDRR ROAP) 및 아시아
태평양 지방정부연합(UCLG ASPAC),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가 공동으로 출범시킨 MCR2030은 도시
들이 모든 형태의 재난으로부터 복원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11여개의 국제기구 및
도시 네트워크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참여한 도시들은 복원력 구축 로드맵에 따라 역
량개발에 도움을 주는 가이드라인 및 도구들을 제공받게 된다. 복원력 구축 로드맵은 A단계(재난위험경감과
복원력에 관한 인식 증진), B단계(계획 수립), C단계(이행)의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웹 세미나를 통해
UNDRR 국제교육훈련연수원은 MCR2030에 참여한 도시들을 대상으로 도시간 지식을 공유하고 전문가들과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인 대쉬보드에 대해 소개하였다. MCR2030은 https://mcr2030.undrr.org/join에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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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정보 및 녹화 영상: 
https://www.undrr.org/event/mcr2030-sign-webinar-building-disaster-resilience-cities-asia-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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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에 개최된 MCR2030 웹 세미나에서는 MCR2030의 주요 협력 기관
중 한 곳인 도시복원네트워크(R-Cities)의 도시 해양 프로그램(Urban Ocean
Program)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도시 해양 프로그램 담
당자 및 해양 보존 기구(Ocean Conservancy), 신소재연구소(New
Materials Institute) 소속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가하여 플라스틱 폐기물 문
제의 심각성, 순환성 평가 프로토콜(CAP)의 소개 및 인도네시아 세마랑 시
(市)의 적용 사례 등의 내용을 공유하였다. 도시 해양 프로그램은 플라스틱 폐
기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순환성의 원리를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원래는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들을 대상으로 고안되었으나 프로그램에서 소개
하는 접근방법 및 도구들은 도시 개발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유기적인 관계에
서 기인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모든 도시들에
적용 가능하다. 이 워크숍에는 44개국에서 105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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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러 도시들로 하여금 기후변화적응과 재난위험경감을 도시개발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역량개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서는 참가자들
이 UNDRR에서 개발한 재난복원력 스코어카드를 이용하여 자연 기반 복원력
증진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열린 이 온라인 워
크숍은 아시아기술연구원(AIT) 산하 아시아 태평양 지역자원센터(RRCAP)
및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유엔환경계획(UNEP), 비영리기구인
커뮤니티 혁신을 위한 교육 파트너십 네트워크(EPIC-N) 등의 국제단체가 개
최를 위해 협력하였다. 워크숍에는 주로 아시아 지역의 17개국에서 54명이
참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기후 및 재난 복원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워크숍 개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의 순환적 접근방법을 통한 도시 위험 감소

2021년 7월 8일 아시아 태평양 기후 주간 중 Asia Pacific Cities Race to
COP26(COP26을 향한 아태지역 국가들의 참여)가 개최되며 복원력 구축에
대한 도시들의 참여 캠페인, Cities Race to Resilience 캠페인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Cities Race to Resilience 는 2021년 1월 기후적응정상회의에서 발
표된 UNFCCC Climate Champions Race to Resilience 캠페인의 공식 가
입 경로로, 도시들이 주요 참여 대상이다. Race to Resilience 캠페인은 또한
Race to Zero 캠페인의 자매 캠페인으로, COP26 소속 각국 정상들과 고위
관료들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일선 지역사회가 복원력을 구축하고 기후 변화
의 가속화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기업, 도시, 지역 및 투자자들의 리더십
과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시행된다. Cities Race to Resilience 캠페인은 도시
복원력 향상을 위해 GCoM, C40 Cities,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를 비롯
한 도시 네트워크와 세계자연보호기금(WWF), 세계자원연구소(WRI),
MCR2030 등의 국제기구 간의 협력으로 시행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도시 네트워크 간의 협력

더 많은 정보: 
https://www.undrr.org/event/online-training-
workshop-strengthening-cities-resilience-
climate-and-disaster-risks

더 많은 정보 및 녹화 영상: 
https://www.undrr.org/event/mcr2030-undrr-
rcities-urban-ocean-program-utilizing-
principles-circularity-address-plastic

https://www.globalcovenantofmayors.or
g/press/asia-pacific-cities-race-to-zero-
cop26-8th-july/
https://citiesracetoresilience.org/

더 많은 정보: 

http://www.citiesracetoresilience.org/
https://racetozero.unfccc.int/race-to-resilience/
http://www.citiesracetoresilience.org/
https://www.undrr.org/event/online-training-workshop-strengthening-cities-resilience-climate-and-disaster-risks
https://www.undrr.org/event/mcr2030-undrr-rcities-urban-ocean-program-utilizing-principles-circularity-address-plastic
https://www.globalcovenantofmayors.org/press/asia-pacific-cities-race-to-zero-cop26-8th-july/
https://citiesracetoresilience.org/


전세계적으로 건설 부문이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건설 부문은 에너지 관련 탄소배출량의 약 40%, 초기 원자재 사용량의
약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따라 40개가 넘는
평가 기준들이 탄소배출량 감소 및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구축을 위
해 세계그린빌딩협의회(World Green Building Council)에 등록되어 활용되
고 있다. 2021년 7월 14일에 개최된 MCR2030 웹 세미나는 세계그린빌딩협
의회 소속 국가들 중 콜롬비아, 독일, 호주, 미국에서 연사들을 초청하여 국제
평가도구 활용 경험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환경친화적인 건
물 및 도시 조성에 필요한 지침들을 세계 각국의 정책가들에게 전달하였다. 이
웹 세미나에는 전세계 72개국에서 234명이 참석하였으며, 아랍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동시통역이 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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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RR 아랍국가지역사무소(ROAS)와 UNDRR GETI는 2021년 3분기 유엔
지속가능개발 협력 프레임워크 2023-2027(UN Sustainable Development
Cooperation Framework 2023-2027) 구축과 관련해 두 차례에 걸친 오리엔
테이션을 공동개최했다. 이집트 주재 UN 내의 프로젝트 관리팀을 대상으로 7
월 8일 열린 첫번째 세션에는 UNDRR ROAS 및 ITU, UNDP, UNESCO,
UNFPA, UNIDO, UNV 및 상주조정관사무소(RCO) 등의 기관에서 13명의 대표
가 참석했다. RCO는 위험정보 기반 발전(risk-informing development)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으며, UNDRR과 UNDP는 각각 이집트의 재난과 기후 위험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가자들은 기후 및 재난위험
관리가 지속가능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선순위 지정을 위해 어떤 조
치들을 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Planet Pillar" 실무자 그룹 참가자
를 대상으로 열린 두번째 세션에서는 협력적 프레임워크를 위한 변화이론에 기
후 및 재난위험을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집트 주재 유엔사무소, 유엔 지속가능발전 협력 프레임워크
2023-2027에 기후변화적응 및 재난위험감소 통합 방안 모색

건물 및 도시 복원력 향상을 위한 평가 기준 활성화

2020년 9월 발족한 도시 기후 금융 갭 펀드(City Climate Finance Gap
Fund, 이하 Gap Fund)는 중저소득 국가의 도시들이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
고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Gap Fund는 기후대책
프로젝트를 고안하고 이행함에 있어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품질을 개선
하며, 프로젝트의 자금조달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료로 기술 및 자문을 제
공함으로써 기후대책 마련 초기 단계에 있는 도시들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2021년 7월 28일 개최된 MCR2030 웹 세미나에서는 도시,  지방정부 그리고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Gap Fund가 제공하는 지원 유형, 적격 기준 및 신청 절
차 등을 비롯하여 Gap Fund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 신청 방법 등을 집중적으
로 다루었으며, 성공 사례도 소개되었다. MCR2030, UNDRR, 유럽투자은행
(EIB), 세계은행, 기후에너지 시장 글로벌규약(GCoM)이 공동 주관한 이번 세
션에는 78개국에서 206명이 참가했다.

Gap Fund로 도시 기후 투자 프로젝트의 품질 및 금융 지원 타당
성을 개선하다

지침 노트 또는 교육 패키지 모듈 다운로드:
https://www.undrr.org/publication/integratin
g-disaster-risk-reduction-and-climate-change-
adaptation-un-sustainable 

더 많은 정보 및 녹화 영상:
https://www.undrr.org/event/mcr2030-undrr-
wgbc-using-rating-tools-enhance-building-
and-city-resilience

더 많은 정보 및 녹화 영상:
https://www.undrr.org/event/mcr2030-undrr-
eib-gcom-wb-getting-know-city-climate-
finance-gap-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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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undrr.org/event/mcr2030-undrr-wgbc-using-rating-tools-enhance-building-and-city-resilience
https://www.undrr.org/event/mcr2030-undrr-eib-gcom-wb-getting-know-city-climate-finance-gap-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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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2개 지역을 대표하는 109명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안전 교육
전문 강사들이 재난위험경감 교육자로서의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UNDRR
ONEA에서 진행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했다. 교육을 이수한 강사는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그리고 UNDRR ONEA가 지원하는 2021 한국 학교 안전 프로그램
의 활동 중 하나로 도서 벽지를 포함한 52개 학교에서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
을 포함한 5,180명의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2021년 11월까지
259회의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서 대면 학습이 불
가능한 관계로 종이 기반의 Riskland 게임을 대체하기 위해 온라인 웹 기반 퀴
즈가 교육 도구로 새롭게 도입되었다. 교육생들은 “재난위험경감의 개념과 그
중요성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유형의 안전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대응보다 예방과 대비에 더 중점을 두고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온라
인 퀴즈와 Zoom에 대한 실습 교육은 원격 학습을 준비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
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 학교 안전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NGO 강사의
역량 강화 

UNDRR 동북아사무소는 2021년 9월 15일, 한국의 2021 대한민국 안전 산업박람회(K-SAFETY EXPO 2021)를 통해 한국의
MCR2030과 학교안전프로그램의 주요내용과 경험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K-SAFETY EXPO
한국의 MCR2030과 학교안전프로그램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세미나 개최

전반부 MCR2030 추진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끝난 후 후반부 세션에는 행정안전부와 인천시가 UNDRR과 함께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학교안전프로그램의 주요내용, 제도화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고영주 본부장의 현
장에서의 학교안전프로그램 활동 사례와 코로나19 및 도서 벽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을 통한 학교안전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세미나를 진행한 UNDRR ONEA & GETI의 앤드류 맥엘로이 담당관의 발표내용 정리와 산자야 바
티야 소장의 한국 지방정부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MCR2030   주류화 필요성 등에 대한 당부를 끝으로 세미나가 마무리 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개최되었고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세미나에는 UNDRR 동북
아사무소,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CCS)과 관계전문가가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하였
다. 세미나는 한국의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의 MCR2030의 추진과 확산 필요성에 대한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UNDRR 동북아
사무소 애나 크리스티나 톨런드 담당관의 MCR2030의 주요내용, 대시보드 활용 및 추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후, 서울
시, 인천시의 롤모델 시티 등 추진과정에 참여했던 한국방재안전학회 이태식 박사의 경험사례와 울산시 재난안전연구센터장인 윤
영배 박사의 울산시 롤모델 시티 추진 및 활동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이어서 인천시 김아림 박사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경
험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번 MCR2030 세미나는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https://youtu.be/1sUl0diP8n4

https://youtu.be/1sUl0diP8n4
https://youtu.be/1sUl0diP8n4
https://youtu.be/1sUl0diP8n4


UNDRR GETI는 세계지방정부(UCLG)의 초청으로 2021년 9월9일 제8회 아
시아태평양 지방정부연합총회 (UCLG ASPAC Congress)  에서 센다이재난
위험경감강령의 복원력과 현지화에 대한 지도자 양성 교육(ToT)을 공동주관
하였다. 이번 교육은 UCLG가 UNDRR, 그리고 유엔 인간정주계획(UN-
Habitat)과 함께 개발한 센다이강령의 현지화에 집중된 학습 과정이다. 이 프
로그램은 복원력,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강령과 여러 국제 의제들과의
연결성, 그리고 복원력을 실행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한 짧은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복원력 구축 계획 마련과 의사결정을 직접해보는 등 다양한
그룹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 시간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 및
도시들의 재난위험경감과 복원력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었으며, 기후변화
와 재난에 강한 도시만들기 2030 (MCR2030)에 참가를 독려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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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활동 촉진과 장기적 도시 복원력 구축을 위한 전국지자체협의회의
역할을 다룬 제8회 아시아태평양 지방정부연합총회 (UCLG ASPAC
Congress)의 부대행사로 진행된  “MCR2030: 아시아태평양 도시의 기후변
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구축을 위한 중앙-지방 정부 협력강화" 세미나가 2021
년 9월 8일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인도네시아 파당시장, 필리핀 레가스피
시장 및 필리핀도시연맹 (LCP) 대표, 인도네시아자치단체연합회 (APEKSI)
이사, 그리고 네팔지역발전위원회연합 (ADDCN) 사무총장이 연사로 참여했
다. 그들은 복원력 구축의 중요성과 전국지방자치체협의회 회원도시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지원활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필리
핀 도시연맹 (LCP)은 MCR2030에 참여하여 필리핀 도시들의 인식 제고와 역
량강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공유했다. 이 행사는 아시아태평양 지방정부연합
(UCLG ASPAC),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과 MCR2030 아시아태
평양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33개국에서 189명이 참가했다.

MCR2030: 아시아태평양 도시의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
시 구축을 위한 중앙-지방 정부협력 강화

센다이 강령의 복원력과 현지화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방정
부 네트워크 지도자 양성 교육

ASEAN 회원국들을 위한 한국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NDTI)의 제3기 아
세안 재난관리 역량강화과정의 일환으로 재난위험관리 전략에 대한 교육 및
토론 진행을 위해 UNDRR GETI가 초청되었다. 세션에서는 캄보디아, 인도네
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의 재
난 관리 관계자 및 환경부, 보건부, 행정부, 외교부, 복지부의 장관 20명이 참석
하여 위험정보를 기반한 기후변화적응과 재난위험관리 의사결정 및 계획에
관한 공통적인 도전과제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포괄적인 기후재난위험관리
(CRM)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선택 및 활동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교육내용은 CRM에 대한 UNDRR의 새로운 지침과 보
충교육자료 그리고 재난위험경감을 국가적응계획 (NAPS)에 통합할 수 있는
방안에 기초하였다. 추가적인 지침은 곧 발표될 예정이다.

아세안 국가들을 위한 기후 및 재난위험관리 교육훈련

더 많은 정보: 
https://www.undrr.org/event/mcr2030-
strengthening-national-local-collaboration-
towards-making-cities-resilient-asia

더 많은 정보:
https://uclgaspac-
connect.org/index.php/congress/page/293/?
p=27&s=15  

DRR을 NAP에 통합하는 지침 노트 다운로드: 
https://www.undrr.org/publication/promoting
-synergy-and-alignment-between-climate-
change-adaptation-and-disaster-risk

https://www.undrr.org/event/mcr2030-strengthening-national-local-collaboration-towards-making-cities-resilient-asia
https://uclgaspac-connect.org/index.php/congress/page/293/?p=27&s=15
https://uclgaspac-connect.org/index.php/congress/page/293/?p=27&s=15
https://uclgaspac-connect.org/index.php/congress/page/293/?p=27&s=15
https://www.undrr.org/publication/promoting-synergy-and-alignment-between-climate-change-adaptation-and-disaster-risk


UNDRR ONEA & GETI 뉴스레터: 31호, 2021년 7 - 9월 PAGE | 06

2021년 9월 15일에 열린 웹 세미나는 일본국제협력기구 (JICA), 아시아재난
위험경감센터 (ADRC), UNDRR과 MCR2030이 공동개최하였다. 재난위험경
감그룹장 및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국제환경부장 고조 나가미 박사는 재난
이 일어나기 전 재난위험경감과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선제적 투자, 통합
적 재난위험경감기관 설립, 그리고 더 나은 재건 (Build Back Better) 등 JICA
의 3가지 중요 분야에 대한 글로벌 의제를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마사루 아라
키다 아시아재난위험경감센터 연구팀장이 JICA가 도시 재난예방을 위한 투
자를 촉진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도시 재난위험경감 전략과 계획 개발을 위한
8단계의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공개하였다. 이번 웹 세미나에는 55개국에서
230명의 참가자가 JICA에서 국가와 도시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기술적 지원
과 역량 구축에 대한 토론에 참여했다. 웹 세미나에서 소개된 모든 내용은
MCR2030 참여 도시들에게 공유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관점에서 실질적인 재난위험경감 투자 추진을 위
한 재난위험경감계획

더 많은 정보 및 녹화 영상: 
https://www.undrr.org/event/mcr2030-undrr-
jica-practical-methods-drr-investment-
acceleration-through-organizing-drr

세계 재난위험경감의 날은 재난 위험과 인명, 생계 및 건강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많은 이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다. 2021년 세계 재난위험경감의 날 캠페인의 주제는 "개발 도상국의 재난 위험과 재난 손실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2021 세계 재난위험경감의 날 
International Day for Disaster Risk Reduction, IDDRR

2021 세계 재난위험경감의 날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https://www.undrr.org/news/join-2021-international-day-disaster-risk-reduction-campaign

2021 IDDRR: 컨셉 노트: #OnlyTogether: https://www.undrr.org/media/73405/download

2021 IDDRR: 개발 도상국의 재난 위험과 재난 손실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력 - 주요 메세지:
https://www.undrr.org/publication/international-cooperation-developing-countries-reduce-their-disaster-risk-
and-disaster 
2021 IDDRR 캠페인 도구: https://iddrr.undrr.org/share

https://www.undrr.org/event/mcr2030-undrr-jica-practical-methods-drr-investment-acceleration-through-organizing-drr
https://www.undrr.org/news/join-2021-international-day-disaster-risk-reduction-campaign
https://www.undrr.org/media/73405/download
https://www.undrr.org/publication/international-cooperation-developing-countries-reduce-their-disaster-risk-and-disaster
https://www.undrr.org/publication/international-cooperation-developing-countries-reduce-their-disaster-risk-and-disaster
https://iddrr.undrr.org/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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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UNDRR ONEA & GETI 교육훈련 및 행사:

온라인 교육훈련:

2021년 9월 20일 - 12월 3일

ACCESSIBLE E-learning Course: Making cities resilient: Developing local disaster risk reduction and resilience
strategies (2021 Fall Edition)
주최: UNDRR GETI & UNITAR 

자세한 정보: https://www.undrr.org/event/undrr-geti-unitar-e-learning-course-making-cities-resilient-developing-local-
disaster-risk-1

ACESIBLE de aprendizaje virtual : Desarrollando ciudades resilientes: Elaboración de estrategias locales de
reducción del riesgo de desastres y de resiliencia (2021 Edición de otoño) - español
주최: UNDRR GETI & UNITAR 

자세한 정보: https://www.undrr.org/event/undrr-geti-unitar-curso-de-aprendizaje-virtual-desarrollando-ciudades-resilientes-
1

2021년 12월 6일 - 2022년 3월 13일

ACCESSIBLE E-learning Course: Making cities resilient: Developing local disaster risk reduction and resilience
strategies (2021 Winter Edition)
주최: UNDRR GETI & UNITAR 

ACESIBLE de aprendizaje virtual : Desarrollando ciudades resilientes: Elaboración de estrategias locales de
reducción del riesgo de desastres y de resiliencia (2021 Edición de invierno) - español
주최: UNDRR GETI & UNITAR 

2021년 11월 16일

Africa Regional Platform - Training for UN and Member States on Integrating DRR & CCA in UNSDCFs
주최: UNDRR GETI & UNDRR ROAF

2021년 10월 7일 (목) - 18:30

[MCR2030 Webinar] The Power of Resilience: Developing Local Sustainable Finance 
주최: Climate Bonds Initiative (CBI), UNDRR & MCR2030

웹 세미나 & 행사:

2021년 10월 13일 (수) - 15:00 - 16:15

Inter-Regional Dialogue on Cooperation - Application of Cutting Edge Technology for Disaster Risk Reduction in
China, Japan and Korea 
주최: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 & UNDRR ONEA

자세한 정보: https://www.undrr.org/event/mcr2030-undrr-cbi-power-resilience-developing-local-sustainable-finance

자세한 정보: https://www.undrr.org/event/tcs-and-undrr-onea-webinar-inter-regional-dialogue-cooperation-application-cutting-
edge

https://www.undrr.org/event/undrr-geti-unitar-e-learning-course-making-cities-resilient-developing-local-disaster-risk-1
https://www.undrr.org/event/undrr-geti-unitar-curso-de-aprendizaje-virtual-desarrollando-ciudades-resilientes-1
https://www.undrr.org/event/mcr2030-undrr-cbi-power-resilience-developing-local-sustainable-finance
https://www.undrr.org/event/tcs-and-undrr-onea-webinar-inter-regional-dialogue-cooperation-application-cutting-edge


UNDRR ONEA & GETI 뉴스레터: 31호, 2021년 7 - 9월 PAGE | 08

2021년 10월 22일 (금) - 9:00 - 13:00
유엔가입 30주년 기념 포럼: 다자주의의 미래와 한국의 역할
주최: UN RO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ROK

유용한 자료:
PreventionWeb - 새 단장 된 홈페이지!
재난위험경감 및 복원력을 위한 글로벌 지식 공유 플랫폼

새로운 홈페이지 방문: https://www.preventionweb.net/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역량 개발

https://doi.org/10.1016/j.ijdrr.2021.102231

이 연구의 목적은 남아프리카 개발 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의 선정된 회원국의 재
난위험경감(DRR) 또는 기후 변화 적응(CCA)을 위한 역량 개발 이니셔티브에 관여하는 내부 파트너의 관점을 조사하여 문
제점들과 가능한 해결책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Troubling partnerships: Perspectives from the receiving end of capacity development by M. Hagelsteen,  
Becker and P. Abrahamsson (2021),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ster Risk Reduction, 59, 102231

기후 변화

https://www.undrr.org/publication/promoting-synergy-and-alignment-between-climate-change-adaptation-and-
disaster-risk 

본 간행물은 UNFCCC NAP 기술 지침(UNFCCC NAP Technical Guidelines)의 부록이다. 이 부록은 국가 당국과 이해관
계자들로 하여금 위험 중심의 접근방식을 통합하고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노력과의 시너지와 효율적인 연계를 창출할 수 있
는 기회를 국가 적응 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 NAP) 과정이 제공하는 것에 집중한다. 이 부록은 NAP 지침과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Promoting synergy and alignment: between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Disaster Risk Reduction in
the context of National Adaptation Plans

지방 복원력

Strategizing for urban risk and resilience in Thane’s coastal settlements by Priyanka Panjwani
Inclusive Ecological Infrastructure for Resilience – A case study of Bonn, Germany by Fabian Rackelmann
Building the resilience of water infrastructure in Lima, Peru by Susana M. Rojas Williams
Flood resilience assessment and possible solutions to decrease flood vulnerability of a city by Murat Yeğin

CDRI Masterclass 제출 과제 중:

Making Cities Resilient in Sweden by Karin Klasa, MSB, Swedish Civil Contingencies Agency (2021)
Milan at MCR2030: Transforming Streets with Tactical Urbanism by Piero Pelizzaro (2021)
Observe to predict, predict to prevent: Kraljevo’s Approach to DRR by Zdravko Maksimović, City of Kraljevo
(2021) 

DRR 전문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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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preventionweb.net/
https://doi.org/10.1016/j.ijdrr.2021.102231
https://doi.org/10.1016/j.ijdrr.2021.102231
https://doi.org/10.1016/j.ijdrr.2021.102231
https://doi.org/10.1016/j.ijdrr.2021.102231
https://doi.org/10.1016/j.ijdrr.2021.102231
https://www.undrr.org/publication/promoting-synergy-and-alignment-between-climate-change-adaptation-and-disaster-risk
https://www.undrr.org/publication/promoting-synergy-and-alignment-between-climate-change-adaptation-and-disaster-risk
https://doi.org/10.1016/j.ijdrr.2021.102231
https://cdri.world/blogs/Strategizing-for-urban-risk-and-resilience-in-Thanes-coastal-settlements
https://cdri.world/blogs/Inclusive-Ecological-Infrastructure-for-Resilience%E2%80%93A-case-study-of-Bonn-Germany
https://cdri.world/blogs/building-resilience-water-infrastructure-lima-peru
https://www.cdri.world/blogs/flood-resilience-assessment-and-possible-solutions-decrease-flood-vulnerability-city
https://doi.org/10.1016/j.ijdrr.2021.102231
https://www.preventionweb.net/experts/oped/view/78244
https://www.preventionweb.net/blog/milan-mcr2030-transforming-streets-tactical-urbanism
https://www.preventionweb.net/blog/observe-predict-predict-prevent-kraljevos-approach-drr
https://www.preventionweb.net/blog/observe-predict-predict-prevent-kraljevos-approach-drr
https://doi.org/10.1016/j.ijdrr.2021.102231
https://doi.org/10.1016/j.ijdrr.2021.102231
https://www.undrr.org/about-undrr-where-we-work/incheon#Calendarof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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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도시 기후 재정 현황 보고서 (2021 State of Cities Climate Finance)

간행물

2021년 도시 기후 재정 현황 보고서는 도시 기후 투자의 현재 상태, 필요한 투자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장벽 및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단계를 조사한다. 도시기후재정리더십연합(Cities Climate Finance Leadership Alliance)이
제작한 이 보고서는 2030년까지 도시의 기후재정을 규모에 따라 동원하겠다는 연합의 임무에 기여하고 있다. 보고서
는 조사결과를 1)도시기후금융의 풍경 2)도시기후금융의 활성화 여건 등 2가지로 나눠 전달한다.

https://www.citiesclimatefinance.org/2021/06/2021-state-of-cities-climate-finance/

2021년 국가도시정책의 세계현황 :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과 기후 행동 이행 (Global State of National Urban
Policy 2021: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Delivering Climate Action)

국가 도시 정책(National Urban Policy, NUP)은 국가, 지역 및 도시에 걸쳐 공동의 책임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코로나-19 위기는 국가의 복구 계획의 일부로 복원력을 갖추고, 친환경적이며, 포괄적인
도시를 형성하는 데 있어 NUP의 잠재력을 증폭시켰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162개국의 NUP를 검토한다. 이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특히 NUP와 도시 관련 글로벌 어젠다 사이에 더 강한 연계를 형성하고 기후 조치를 NUP로 주류화
하는데 있어 국가 정부가 NUP 프로세스를 발전시키는 것을 돕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2016년 해비타트 3차 회의
(Habitat III Conference)에서 시작된 글로벌 파트너십인 국가 도시 정책 프로그램(National Urban Policy
Programme)의 핵심 결과로서 OECD, UN-Habitat 및 도시 연합(Cities Alliance)이 공동 제작했다.
https://www.oecd.org/publications/global-state-of-national-urban-policy-2021-96eee083-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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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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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org/10.1016/j.ijdrr.2021.102231
https://www.citiesclimatefinance.org/2021/06/2021-state-of-cities-climate-finance/
https://www.oecd.org/publications/global-state-of-national-urban-policy-2021-96eee083-en.htm
https://www.undrr.org/drr-and-covid-19/webinars#pastevents
https://www.undrr.org/drr-and-covid-19
https://www.preventionweb.net/collections/coronaviru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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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who.int/docs/default-source/coronaviruse/covid-19-sprp-unct-guidelines.pdf?sfvrsn=81ff43d8_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