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인천광역시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UN 인증 MCR2030 복원력 허브로 선정되며 국제안전도
시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았다. 인천시는 또한 MCR2030의 전신인 MCR 2010-2020 캠페인의 한국 최초 롤
모델 도시로 선정되었던 바 있다. 한국 정부 및 국내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활발한 협력을 통해 복원력 추진 역
량을 인증받은 인천시는 타 도시들의 재난복원력 증진 방안을 담은 3개년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스마트 시
티 조성 및 코로나19 등 재난관리 경험들을 국내외 다른 도시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
시는 한국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초의 MCR2030 복원력 허브가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재난위험경감 및 복원력 여정을 통해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전 세계 다른 도시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고 밝
혔다. 인천시의 이번 인증을 필두로 한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MCR2030 복원력 허브 인증에 관심을
보인 상태다.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아시아-태평양 최초 UN 복원력 허브 인증

인천시의 복원력 도시 인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 더 보기:
https://www.undrr.org/news/incheon-city-first-resilience-hub-asia-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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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UNDRR이 공동 주최하는 “2020-2022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재난위험경감 연수”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공무원 21명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3주간 진행된 이번 연수
에는 한국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 진행을 맡아 한국의 정책계획, 홍보
분야에서의 재난관리 경험과 산사태, 홍수 등의 재난에 대응한 노력이 공유되
었다. 또한 UNDRR에서도 참여하여 이틀동안 통합적 기후 및 재난관리
(CRM), 위험인지 정책 계획, 지방 재난복원력 증진을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 강연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Ankur Rakesh 박사가 연사로 초청되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얻은 교훈
과 MCR2030의 공중보건분야 재난복원력 스코어카드와 연결되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및 재난위험관리(EDRM)의 10가지 구성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참
가자들은 연수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국가 KOICA
사무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KOICA-UNDRR: 중앙아시아 공무원 대상 한국의 재난위험관리
사례 공유 연수 개최

행정안전부 지원을 통해 한국 도시들이 MCR2030에 참여하다

행정안전부는 UNDRR 동북아사무소의 지원과 함께 한국 도시들을 대상으로
재난위험경감과 복원력 강화를 위한 MCR2030 프로그램을 개최하였다. 이번
에 처음 실시한 MCR2030 가입 방법 설명회는 2021년 10월에 진행되었고,
30개 이상의 국내 지자체들이 C 단계 도시로 가입하였다. 이는 한국 지자체들
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 C 단계 도시들은 이미 비교적
강력한 재난위험경감, 복원력 및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부
문들에 대해 보다 복원력 있는 투자를 통하여 재난위험경감을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C 단계 도시들은 자신들의 경험 사례를 MCR2030 대시보
드를 통한 공유를 통해 전세계 다양한 도시들에게 재난위험경감 정보와 좋은
사례들을 전파한다. 

UNDRR GETI는 기후 채권 이니셔티브(Climate Bond Initiative, CBI)와 협력
하여 “복원력의 파워: 지역의 지속 가능한 금융 개발" 을 중심주제로 라운드 테
이블 웹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21년 10월 7일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 되었
고 도시와 지자체를 지원해주는 주요 기구들인 MCR2030의 파트너와 유엔
재난경감사무국, 도시개발을 위한 글로벌 금융 (FMDV), 기후정책 이니셔티브
와 국제환경개발기관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세미나에서는 도시들의 지속가
능발전으로 이행을 위한 근본적인 요소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도시들이
세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과 도구들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는
주요 문제이 논의되었다. 모든 종류의 위험에 대한 경감을 보장하고, 적절한
자금을 전달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다루
어졌다. 여기에는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재원마련을 위한 도시 역량의
이해, 투자 가능한 프로젝트, 시장/도시 상태 (규범, 개혁, 지침 등)가 포함되었
으며, 정책과 혁신적인 자금마련 사이의 갈등을 허물 수 있는 기관간의 장벽에
대한 인식과 새로운 도구 사용에 대한 이해 등이 다루어졌다. 이번 웹 세미나
에는 66개 국가/지역에서 156명이 참가하였다. 

더 많은 정보 및 녹화 영상: 
https://www.undrr.org/event/mcr2030-undrr-
cbi-power-resilience-developing-local-
sustainable-finance 

도시들의 지역 지속가능 금융을 위한 역량개발

https://www.undrr.org/event/mcr2030-undrr-cbi-power-resilience-developing-local-sustainable-finance
https://www.undrr.org/event/mcr2030-undrr-cbi-power-resilience-developing-local-sustainable-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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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RR 아랍 국가,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소와 함께 UNDRR
GETI는 UN 상주 조정 사무소 (RCO), 프로그램 관리팀 (PMT), 유엔국가팀
(UNCT) 대표들이 재난위험경감과 기후변화적응을 지속가능개발협력 프레임
워크 (UNSDCFs)에 통합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온라인 훈련을 진행하였다. 훈련 패키지에는 다양한 단계의 협력 프레
임워크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10월 6일 네팔과 마다가스카르
의 고위급 프로그램 관리팀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재난위험경감 통합 및 누구
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Leave No One Behind)의 내용을 담은 세션이 2회
진행되었다. 네팔 상주 조정 사무소장은 “이런 전문 세션을 통해 기술적인 이
해를 넘어 그 이상으로 변화가 올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네팔에 위치한 13개
유엔기관들 중 32명의 대표들은 변화에 대한 이론 (theories of change)에
관심을 두었고 마다가스카르에 위치한 11개 유엔기관들 중 25명의 대표들은
다방면 위험 분석 (multi-dimensional risk analysis)에 집중을 하였다. 10월
26일, 요르단 유엔국가팀 맞춤형 훈련 세션에서 9개 유엔 기구 대표 22명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식별하는 기후와 재난위험 대응 협력 프레임워
크 설계에 대해 배웠다. 

요르단, 마다가스카르와 네팔의 유엔 국가 사무소, 정부와 협력
하여 재난위험경감 및 기후변화적응을 개발협력 프레임워크에
통합하기에 집중

2021년 11월 16일, 제8차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아프리카 지역 포럼의 준비
세션에서는 유엔대표단, 각국 정부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유엔 지속가능발
전 협력 프레임워크(UNSDCFs)에 재난위험경감 및 기후변화 통합하는 방안
에 대해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다. 해당 세션에는 카메룬, 케냐,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나미비아, 니제르, 남아프리카 등의 국가 대
표단이 참석하여 협력 프레임워크의 발전 및 이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참가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다차원적 위험요인 분석에 기반한 유엔
공동국가분석보고서(CCA) 작성 시 재난위험경감 및 기후변화적응에 대해 분
석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Leave No One
Behind)”라는 유엔의 원칙을 협력 프레임워크 안에 통합시키는 방안에 대해
서 논의하였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의 결과물들은 각 국가 내에서 향후 계획될
연수 사업 등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프리카 지역 포럼, 유엔 지속가능발전 협력 프레임워크에
재난위험경감 및 기후변화적응 통합 방안 모색

집중 조명: 협력 프레임워크

UN지속가능발전목표(UNSDG) 자료실: 

UNDRR 출판물: 

유엔 협력 프레임워크 (UNSDCFs)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unsdg.un.org/resource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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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dg.un.org/resource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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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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출시된 센다이 재난위험경감강령의 지역화, 다른 글로벌 강령과의 연
관성 그리고 복원력 거버넌스와 개발의 핵심에 대해 다루었던 첫번째 교육과
정에 뒤이어, UNDRR GETI는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유엔 인간정주계획
(UN-HABITAT)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전략과 행동에 대한 두 번째 교육과
정을 개발하였다. 10월에 열린 Innovate4Cities 행사에서 진행된 두 번째 교
육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위험정보를 반영한 도시개발전략 이행을 증진시
키는 지침을 소개하였다. 이번 교육은 포괄적이며 복원력을 갖춘 사회를 만들
고, 복원력 향상을 위한 자연 기반 솔루션 채택에 관한 별도의 내용이 있다.
UCLG, UN-HABITAT 그리고 UNDRR GETI는 중국 정저우시가 주최한 제8차
아시아태평양 지방정부연합총회 (UCLG ASPAC Congress)에서 지방정부
및 전국 자치단체 대표들과 함께 지역 론칭 및 전문가 교육을 공동 주관하였
다. 교육생들은 복원력 구축 계획 수립과 의사결정을 직접 해보는 등의 다양한
그룹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번 교육을 통해 재난위험경감과 복원력에 대한 인
식을 높이고,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재난위험경감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
를 높이고 복원력 계획 및 위험정보를 반영한 개발을 위한 행동을 취하는데 촉
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략과 행동에 대한 두번째 복원력 구축 교육 모듈이
Innovate4Cities에서 론칭되었다

더 많은 정보: 
https://learning.uclg.org/resilience-module-ii/

2021년 세계재난위험경감의날을 맞이하여 필리핀 마카티 시( 市 )가
MCR2030의 전신인 MCR2010-2020 캠페인에 참여한 이래 시행하였던 재
난위험경감을 위한 노력과 성공적인 국제협력의 사례 소개하며 MCR2030을
통해 다른 도시들과 재난위험경감 계획과 노하우를 공유한 경험을 발표하였
다. 마카티 시 재난위험경감 및 관리사무국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UNDRR GETI와 CitiNet 요코하마사무소 담당관 등이 참석하여 전략적인 역
량개발 정책과 파트너십을 통해 위기를 재난복원력 증진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행사는 2021년 10월 27일 페이스북을 통
해 중계 되었으며, 세계 재난위험경감의 달을 맞아 열린 가족 및 지역 단위 재
난복원력 박람회 행사의 한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2021 세계재난위험경감의날 - 
재난복원력 증진 경험을 공유한 필리핀 마카티 시

녹화 영상:
https://www.facebook.com/watch/live/?
ref=watch_permalink&v=946692079262250

덴마크 남부 대학(SDU)의 주도에 따라 UNDRR GETI는 2021년 10월 3일
Innovate4Cities 국제행사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도시 복원력에 대한 이해
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해당 세션은 ‘도시 복원력에 대한 이해’를 연구한 덴마
크 남부 대학교 (SDU),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MIT)와
베네치아 IUAV 대학교 연구원들이 진행한 예비 연구 결과 발표로 시작되었
다. 이 연구는 에드먼턴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회
의와 도시와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연구 및 행동의제의 결과 및 권고에 따라
설계되었다. UNDRR GETI, 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유엔인간
정주계획 (UN-HABITAT)과 이클레이(ICLEI) 참석자들은 Innovate4Cities의
도시 연구 의제에서 나온 4가지 중요 질문 - 도시 복원력에 대한 지식 격차; 도
시 복원력 지식과 실행에 대한 격차; 이들 격차를 연결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운
용을 위한 기회들에 대한 등 의견을 나누었다 - 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논의
하였다.

도시 복원력에 대한 이해: 격차 확인, 역량구축 수요 및 운용 기회
파악

더 많은 정보 및 녹화 영상: 
https://i4c.conference.evey.live/conferences/
innovate-4-cities/stage/parallel-
session/session/205

https://citiesracetoresilience.org/
https://racetozero.unfccc.int/race-to-resilience/
https://learning.uclg.org/resilience-module-ii/
https://www.facebook.com/watch/live/?ref=watch_permalink&v=946692079262250
https://i4c.conference.evey.live/conferences/innovate-4-cities/stage/parallel-session/session/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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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2일 UNDRR ONEA & GETI는 세계 재난위험경감의 날을 기념
하여대한적십자 아시아 태평양 재난복원력센터(IFRC Asia-Pacific Disaster
Resilience Center)가 주최한 제3회 재난회복력 국제포럼에 참여하였다. 개
발도상국들의 재난위험요인 감소를 위한 국제협력이라는 테마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 UNDRR 동북아사무소장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개최를 축하하였으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주제발표를 통해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파리기후협약, 센다이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프레임워크, 유엔 신규사업인 신
도시계획(New Urban Agenda) 등의 국제 협약의 이행을 위해 관련 기관, 정
책가들의 협력을 촉구하였다. 또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팬데믹, 기후변화,
불평등 심화와 같은 국제적 과제들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다자주의로의 회귀
는 필수적”이라고 밝히며 정부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UNDRR 동
북아사무소는 한국방재센터,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녹색기술센터 등의 국내
기관과 함께 이어서 진행된 패널토론에 참가하여 종합적 기후 및 재난위험관
리의 중요성과 도시 재난회복력 증진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이행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패널토론 세션은 전 대한민국 환경부 장관이자 현 기후
변화센터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2021 세계재난위험경감의날 - 
제3회 재난복원력 국제포럼: 기후 위기 및 지역사회 복원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주제발표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
v=9lHHH9sVXyg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에 위치한 유엔기관들은 외교
부와 함께 다자주의의 미래 및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한 정책 대화를 공동 주관
하였다.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
(UNDRR)과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 (ESCAP ENEA), 유엔식
량농업기구 (FAO),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
(WHO ACE), 유엔 지속가능발전센터 (UNOSD)와 유엔 환경계획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 (UNEP NOWPAP)이 인간과 지구를 위한 다자간의 기후 행동
을 포함한 3가지 주제의 패널토론을 공동 주관하였고 환경부 기후변화 정책장
관과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정책장관으로부터 토론이 시작되었다. 인천기후환
경연구센터부터 녹색기술센터 국제 계획 부서, 녹색에너지 전략 연구소를 대
표하는 패널리스트와 해송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모여, 인간과 지구를 보호
하고자 하는 한국의 다자주의적 노력에 자신들의 역할이 어떤 기여를 하는지
그리고 그 노력에 자신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노력으로 인해 어떤 도
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하였다. 유엔재난위험경감-행정안전부-인천
시가 공동개발한 한국 학교 안전 프로그램에 참가하였고, 과거 일본에서 개최
되었던 세계쓰나미인식의날 행사에 참가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주었던 이하진
학생은 지속가능발전과 기후행동에 참여하는 청년 대표로 토론에 참가하였으
며: “청년들은 국제회의와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몇몇
한국 학생들은 Fridays for Future 캠페인 참여를 하였고 세계는 하나가 되어
움직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자주의와 협력의 영향을 잘 알고 있는 저는 한국
학생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국제적으로 캠페인 홍보를 하는 학생과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하였다.  

대한민국 유엔 가입 30주년  정책 대화, 한국 청년들의 재난
위험경감과 기후변화에 대한 계획 강조

더 많은 정보 및 녹화 영상: 
https://un-rok.org/un-rok30/

세션 2 영상: 
https://youtu.be/KJmKLWn_pu8 

https://www.youtube.com/watch?v=9lHHH9sVXyg
https://www.youtube.com/watch?v=9lHHH9sVXyg
https://un-rok.org/un-rok30/
https://youtu.be/KJmKLWn_pu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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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만들기 2030 (MCR2030)은 도시들이 지침과
지원을 받아 위험경감과 복원력에 대한 이해 증진하고, 복원력 강화를 위한 전
략적인 계획을 개선하며, 복원력 로드맵을 따라 행동과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곳이다. MCR2030은 지방정부가 인식 제고 활동, 계획수립 및 이행 역량을 높
이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도시간 학습 네트워크를 실행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전문지식을 가진 지방정부와 기관의 참여를 환영 및 촉
진한다. MCR2030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도시와 참여 기관을 대상으
로 파트너 및 동료 도시와 연결하면서 도구 및 지식 자원에 접근할 때,
MCR2030 온라인 대시보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UNDRR
GETI와 UNDRR 아프리카 지역 사무소는 10월 12일, 11월 16일 재난위험경
감을 위한 아프리카 지역 플랫폼의 부대행사로 2번의 웹 세미나를 마련하였
다. 이 행사는 MCR2030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도시위험경감과 아프리카의
기후 및 재난위험에 대한 도시 복원력 강화에 대한 새로운 파트너십과 주요 이
해 관계자들의 참여 확대를 옹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현재 12월 초까지,
아프리카 18개 도시들이 MCR2030에 가입하였고, 2개의 정부기관(토지주택
도시개발부, 우간다 및 국가재난관리청) 그리고 아프리카 도시에 서비스를 제
공하는 감비아 및 55개의 다양한 기관들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참여하였다. 

아프리카 도시들과 파트너들의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2030 (MCR2030) 참여

더 많은 정보 및 녹화 영상: 
 https://www.undrr.org/event/making-cities-
resilient-2030-mcr2030-engaging-local-
governments-africa

2021년 10월 19일 UNDRR GETI,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협의회
이클레이(ICLEI)와 MCR2030이 공동 주관한 MCR2030 웹 세미나: 어느 지
방 자치제도 소외되지 않도록은 도시, 정부기관, 그리고 참여기관이
MCR2030에 대한 의견과 참여 동기를 교환하는 행사였다. 패널리스트들은 
 MCR2030이 도시의 지식 접근성, 자원/시장, 파트너십, 네트워크, 지역 및 글
로벌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유익한 의견을 공유하였
다. Katherine Oldham, 그레이터 맨체스터 연합 기관 (GMCA) 최고복원력책
임자는 “MCR2030은 도시들이 재난 복원력에 대한 공동의 관심으로 서로 연
결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원한다.” 고 단언하였다. 그리고 MCR2030 파트너
십 구축을 위한 10가지 팁을 공유하였다: “1) 공통의 목표에 대한 이해를 공유
하기 위해 명확한 과제를 중심으로 강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2) 각국의 재난
대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른 역할과 구조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를 이해
한다; 3) 유사한 재난 양상을 갖고 있는 도시에서 효과적인 파트너십이 이루어
진다; 4)인구수 규모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5) 하지만 사용 가능한 자원의
규모는 중요하다; 6) 자금에 대해 생각한다; 누구가 무엇을 지원하는지 그리고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충당할지 등을 고려한다; 7)협력 도시를 방문하여 관계
를 돈독히 하고 논의 중인 이슈를 직접 경험한다, 8)각 도시의 복원력 단계는
어디에 있는지도 살펴본다; 9) 언어가 장벽이 되지는 않지만 번역을 하고자하
면 비용이 든다; 10) 대부분의 도시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
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자부심을 갖고 따라 하세요.” 글로벌 기후 에너지 시
장 협약 (GCoM), 도시 복원력과 기후 금융 담당자 Asma Jhina은 “우리에게
MCR2030과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연결
이 수월하여 다른 도시들의 복원력 과정을 더 강화 시킬 수 있고 MCR2030을
통해 도시들이 파트너들부터 기준평가, 재난위험경감과 기후 복원력  개발에
있어 도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MCR2030: 어느 지방 자치제도 소외되지 않도록, 
2021 대담한 도시 세계 총회 (Daring Cities 2021)

더 많은 정보 및 녹화 영상: 
 https://www.undrr.org/event/daring-cities-
2021-side-event-making-cities-resilient-2030-
leaving-no-municipality-behind 

https://www.undrr.org/event/making-cities-resilient-2030-mcr2030-engaging-local-governments-africa
https://www.undrr.org/event/daring-cities-2021-side-event-making-cities-resilient-2030-leaving-no-municipality-behind
https://www.undrr.org/event/daring-cities-2021-side-event-making-cities-resilient-2030-leaving-no-municipality-beh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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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에 대한 위험경감은 지진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해안지역의 지역사회에
서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활동이다. 2021년 세계 쓰나미의 날(World
Tsunami Awareness Day)을 기념하기 위해 UNDRR은 "현지지역 수준에서
쓰나미 위험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국제 협력"을 주제로 웹 세미나를 개최하
여 전 세계적으로 해안에 노출된 모든 지역사회에 쓰나미에 대한 경각심을 불
러일으키는 긴급성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뉴질랜드의 웰링턴, 포르투
갈의 카스카이스, 피지의 수바를 대표하는 연사들은 쓰나미 위험을 줄이기 위
한 지역 혁신과 솔루션을 소개하고 지역사회에서 복원력을 구축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번 웹 세미나는 기후에너지 시장 글로벌규약(GCoM)의 도시
복원력 및 기후 금융 전문가 Asma Jhina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즉각적인
조치로 칠레 쓰나미로부터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 12세 소녀 Martina
Maturana의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이 소개되었다. 

쓰나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시들이 행동하다 

더 많은 정보 및 녹화 영상:
https://www.undrr.org/event/world-tsunami-
awareness-day-making-cities-resilient-2030-
effective-international-cooperation

10월 26일 울산연구원에서 울산시의 MCR2030 전략적 추진, 국제협력 기반
구축 그리고 경험공유를 위해 관계 전문가 12명이 모여 주제발표와 토론을 실
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UNDRR 동북아사무소의 MCR2030 추진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관계 전문가의 주제발표 및 토론을 통해 울산시의
MCR2030 추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세미나에 이어 11월 17
일부터 18일, 2일간 울산시 공무원 및 전문가 등 총 33명이 도시 재난복원력
스코어 카드를 활용하여 분석과 대안마련 등의 평가 워크숍를 가졌다. 워크숍
은 4개 분임으로 나누어 스코어카드 필수사항별 상세평가를 하였으며, 각 분
임 내에 경험 있는 울산연구원 전문 가가 배치되어 함께 평가를 진행한 후 결
과가 이어졌다. 종합평가 결과는 2018년 평가 실시 이후 매년마다 지속적으
로 재난 복원력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필수사항 4의 건축
법규 적용 등 도시 개발 분야, 필수사항 9의 재난대응력 확보, 필수사항 10의
재난 이후 복원을 위한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평가회를 통해 논의되었다. 종
합 평가회 이후 마지막으로 UNDRR 동북아사무소 산자야 바티야 소장과 울산
시 참가자와의 영상회의가 있었으며, MCR2030의 핵심목표에 대한 설명과
울산시의 MCR 캠페인에 이은 MCR2030의 지속적 추진에 대한 감사와 당부
의 말씀을 전했다.

울산광역시 MCR2030 추진 세미나 및 스코어카드 평가 워크숍
개최

UNDRR GETI는 아시아재난대비센터(ADPC)가 주최한 포럼에 참가하여 코로
나19 상황에 국가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험을 공유하
였다. 2021년 10월 28일 “코로나19 상황의 재난 및 기후 복원력 증진을 위한
온라인 연수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
나19 상황을 맞이하여 국제교육훈련연수원 프로그램들의 성공적인 온라인
전환이 주목을 받았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시아재난대비센터, 재난위험경감
역량강화 사무국(CADRI) 등의 기관에서 초청된 연사들이 강연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도 계속되는 재난위험경감 배움의 장

https://www.undrr.org/event/world-tsunami-awareness-day-making-cities-resilient-2030-effective-international-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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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RR ONEA & GETI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을 위
해 2021년 11월부터 2일부터 9일까지 도서·벽지·접적지역의 초등학교 7곳을
방문하여 102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안전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도심
의 일반학교에 비해 재난교육 환경이 열악한 섬과 산간의 학교 등을 찾아가 지
역 내의 위험요인과 지역 밖의 위험요인, 재난예방 등의 중요성에 대해 아이들
이 주도적으로 학교안전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UNDRR ONEA & GETI, 행정안전부, 인천시 그리고 안전생활실천연합은 도심
의 학교와는 환경이 다르고 이해도가 다른 아이들을 위해 섬, 산간 등의 위험
요인 등의 사례를 사전에 연구한 후 이러한 사례를 통해 제한된 환경의 아이들
이 재난개념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도서·벽지·접적지역 아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학교안전프로그램
제공 

필리핀 민방위국은 국가재난위험경감 및 관리위원회, 내무부, 지방자치단체연
합을 비롯한 필리핀 정부부처와 함께 UNDRR GETI 및 UNDRR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와 협력하여 MCR2030 필리핀에 대한 국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론칭하였다. 필리핀 정부는 국가재난위험경감 및 관리위원회를 통해
MCR2030을 국정 과제에 제도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MCR2030을 지방정부
가 참여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MCR2030 필리핀의 국가적인 론칭
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10월, 필리핀 지자체 및 참여기관을 초청하여 사
전행사로 MCR2030 대시보드 가입 워크숍과 공식출범 행사를 마련하였다.
“MCR2030은 지방정부가 지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경험사례를 배우고 공유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라고 Delfin N. Lorenzana 필리핀 국방장관
및 국가재난위험경감 및 관리위원회 의장은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필리핀 내
60개 이상의 도시와 18개의 참여기관이 MCR2030 대시보드에 접속하여 등
록하였다.

필리핀, MCR2030으로 지방 복원력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프로그램 시작

더 많은 정보: 
https://dilg.gov.ph/news/DILG-urges-LGUs-
to-join-Making-Resilient-Cities-2030-
initiative/NC-2021-1204

UNDRR GETI, 대한민국 정부 및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2021년 11월
10일 공동주최한 해양수산 남남협력 온라인 포럼의 기후행동을 위한 역량개
발 세션에 참석하여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전략적 역량개발 관련 경험을 공유
하였다.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이행을 위한 전략적 역량개
발 접근법에 의거하여, UNDRR GETI는 사회적 요구에 기반한 국가적 차원의
역량개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국제협
력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파트너십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또한 해당 세션에서는 인간과 지구를 보호하고자 하는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 중 SDG 14(수생태계 보전) 및 SDG 15(육상생태계 보전) 달성을 위한
자연에 기반한 재난위험경감 방안이 논의되었다. 

UNDRR GETI, 해양수산 남남협력 포럼에서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전략적 역량개발 관련 경험 공유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이행을 위한 전략적 역량개발 접근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
https://www.preventionweb.net/sendai-framework/capacity-development

자연기반 재난방지 방안에 대한 정보: https://www.preventionweb.net/sendai-framework/capacity-development

https://dilg.gov.ph/news/DILG-urges-LGUs-to-join-Making-Resilient-Cities-2030-initiative/NC-2021-1204
https://www.preventionweb.net/sendai-framework/capacity-development
https://www.preventionweb.net/publication/words-action-nature-based-solutions-disaster-risk-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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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R2030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복원력을 증진시키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처(BNPB)는 UNDRR
GETI 및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사무국(UCLG ASPAC)과 함께 인도
네시아의 MCR2030 이행을 위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국가재난관리처의 주도 아래 지방정부들의
MCR2030 로드맵 진행과정 평가를 모두 마친 바 있다. 이 평가 자료와
MCR2030 대시보드를 인도네시아어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국가
재난관리처와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사무국은 인도네시아 도시들
이 MCR2030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2021년 11월에는
MCR2030 오리엔테이션 과정이 인도네시아 지방정부들을 대상으로 개최되
었다. 두 기관은 더 나아가 지방 단체들과 협력하여 MCR2030 관련 로드맵을
개발할 계획에 있으며, 인도네시아 도시 중 웨스트 자바와 발리가 제일 먼저
이 로드맵을 실행할 예정이다. 

지방 재난복원력 증진을 위한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인도네시아
정부

MCR2030 대시보드는 MCR2030 참여도시들에 한해 접근가능한 온라인 플
랫폼으로, 관련 전문기관이 복원력 로드맵 진행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
및 도구들을 공유하는 공간이다. 이와 관련하여 MCR2030 웹사이트에서 열
람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MCR2030 오리엔테이션: 도시 재난복원력
증진을 위한 서비스 및 도구 이용법”을 주제로 한 웹 세미나가 2021년 12월
14일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시보드 기능 탐색, 도시 및
관련 기관 간의 연결, 재난복원력 관련 경험 공유, 도시 단계 로드맵 진행 지원
등을 비롯한 대시보드의 다양한 기능이 소개되었다. 또한 참여 기관이 지원 도
시에 관한 정보를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검색 방법에 대해서도
다뤘다. 영어, 아랍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동시통역이 제공된 이
번 행사에는 전 세계 56개국의 MCR2030 참여 도시 및 기관에서 145명이 참
여, MCR2030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였다.

MCR2030 대시보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도시 복원력 구축
을 위한 도구 및 서비스 이용법

더 많은 정보 및 녹화 영상:
https://www.undrr.org/event/mcr2030-
dashboard-orientation

UNDRR GETI는 국제 NGO인 기후 채권 이니셔티브(CBI)와 협력하여
MCR2030 참여 도시들을 대상으로 환경채권, 사회채권, 지속가능성 채권
(GSS)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 채권 이니셔
티브는 2021년 11월 24일 “지방정부 표시채권 발행에 대한 전 세계 사례연
구"의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두 시간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GSS 채권 발행을 위한 단계 등이 소개 되었으며, 아세안 도시들과 미 샌프란
시스코 공공전력위원회의 사례 등이 발표되었다.

도시들을 위한 지방정부 표시 채권 발행 현황 사례연구

더 많은 정보 및 녹화 영상:
https://www.undrr.org/event/mcr2030-undrr-
cbi-power-resilience-developing-local-
sustainable-finance

http://mcr2030dashboard.undrr.org/
https://mcr2030.undrr.org/dashboard-guide/
https://www.undrr.org/event/mcr2030-dashboard-orientation
https://www.undrr.org/event/mcr2030-undrr-cbi-power-resilience-developing-local-sustainable-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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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0일까지 진행되는 2021 교육훈련 및 웹 세미나 영향력 조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분 가량이 소요되는 이 조사는 UNDRR ONEA & GETI의 사업의 영향력에 대해 모니터 하고 개선시키는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본 조사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2021 UNDRR ONEA & GETI 영향력 조사 (4분 소요)

Français: https://www.surveymonkey.com/r/geti-2021?lang=fr

예정된 UNDRR ONEA & GETI 교육훈련 및 행사:

온라인 교육훈련:

2022년 1월 25-27일

필리핀 교육훈련기관을 위한 재난위험경감에 대한 소개
주최: UNDRR GETI & UNDRR ROAP

2022년 1월 13일 (목) -  10:00 - 11:30 a.m. (GMT+1)

Making Cities Resilient 2030 (MCR2030):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대시보드 오리엔테이션
주최: UNDRR ROECA & MCR2030

자세한 정보: https://www.undrr.org/event/making-cities-resilient-2030-mcr2030-dashboard-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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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https://www.surveymonkey.com/r/geti-2021

Español: https://www.surveymonkey.com/r/geti-2021?lang=es

https://www.surveymonkey.com/r/geti-2021?lang=fr
https://www.undrr.org/event/making-cities-resilient-2030-mcr2030-dashboard-orientation
https://www.undrr.org/about-undrr-where-we-work/incheon#CalendarofEvents
https://www.surveymonkey.com/r/geti-2021
https://www.surveymonkey.com/r/geti-2021?l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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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자료:

MCR2030 대시보드
MCR2030 대시보드 접속: https://mcr2030dashboard.undrr.org/

Making Cities Resilient 2030 - 도시/지방정부 또는 기관으로 MCR2030에 함께하세요
https://mcr2030.undrr.org/

MCR2030 대시보드 이용 가이드: https://mcr2030.undrr.org/dashboard-guide/
MCR2030 대시보드 오리엔테이션: https://www.undrr.org/event/mcr2030-dashboard-orientation

2022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 (Global Platform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22)
5월 23-2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2022 글로벌 플랫폼에 지금 등록하세요: https://globalplatform.undrr.org/

PreventionWeb - 정책 및 계획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지역 플랫폼을 포함한 재난위험, 기후 적응 그리고 복원력에 대한 최신 지역 및 국가 정책 및 계획:
https://www.preventionweb.net/knowledge-base/type-content/policy-plans

개발도상국의 재난 위험 및 재난 손실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력 - 주요 메시지(UNDRR, 2021)

https://www.undrr.org/publication/international-cooperation-developing-countries-reduce-their-disaster-risk-
and-disaster

정책 요약: 재난위험경감 및 기후 변화 (UNDRR, 2021)

https://www.undrr.org/publication/policy-brief-disaster-risk-reduction-and-climate-change

시너지 및 조정 촉진: 국가 적응 계획의 맥락에서 기후 변화 적응과 재난위험경감 (UNDR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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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재난위험경감: 의회 의원을 위한 도구 (UNDRR, 2021) 

https://www.undrr.org/publication/disaster-risk-reduction-achieve-sustainable-development-toolkit-
parliamentarians

프로젝트의 경제 분석에서 기후 변화와 자연 재해 통합: 재난 및 기후 위험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 (세계 은행, 2021)

https://www.preventionweb.net/publication/integrating-climate-change-and-natural-disasters-economic-
analysis-projects-disaster

위험 정보 프로필: UNDRR-ISC 위험요인의 정의 및 분류 검토에 대한 보충 자료 - 기술 보고서 (ISC, UNDRR, 2021) 

https://www.undrr.org/publication/hazard-information-profiles-supplement-undrr-isc-hazard-definition-
classification

2022-2025 UNDRR 사업 전략 프레임워크 (UNDRR, 2021)

https://www.undrr.org/publication/undrr-strategic-framework-2022-2025

PreventionWeb 지식 기반 최신 정보:

https://www.preventionweb.net/knowledge-base/latest-additions

https://mcr2030dashboard.undrr.org/
https://mcr2030.undrr.org/
https://mcr2030.undrr.org/dashboard-guide/
https://www.undrr.org/event/mcr2030-dashboard-orientation
https://globalplatform.undrr.org/
https://www.preventionweb.net/knowledge-base/type-content/policy-plans
https://www.undrr.org/publication/international-cooperation-developing-countries-reduce-their-disaster-risk-and-disaster
https://www.undrr.org/publication/policy-brief-disaster-risk-reduction-and-climate-change
https://www.undrr.org/publication/promoting-synergy-and-alignment-between-climate-change-adaptation-and-disaster-risk
https://www.undrr.org/publication/disaster-risk-reduction-achieve-sustainable-development-toolkit-parliamentarians
https://www.preventionweb.net/publication/integrating-climate-change-and-natural-disasters-economic-analysis-projects-disaster
https://www.undrr.org/publication/hazard-information-profiles-supplement-undrr-isc-hazard-definition-classification
https://www.undrr.org/publication/undrr-strategic-framework-2022-2025
https://www.preventionweb.net/knowledge-base/latest-ad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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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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바이러스 19 (COVID-19) 대중을 위한 조언

코로나 바이러스 19 (COVID-19) 교육: 온라인 교육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한 전략적 준비 및 대응 계획 (SPRP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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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s/i/item/WHO-WHE-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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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s/i/item/WHO-WHE-202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