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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인천 국제 재난 복원력 지도자 포럼
2022년 9월 28일과 29일, 인천시, 인천연구원 그리고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소 (UNDRR)는 대한민국 인천에서 '2022 인천 국
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한중일협력사무국 그리고 아세안 사무국과 협력 하에
진행되었으며, 25개국 50여 명의 국가·지방정부 대표들과 대한민국 지자체 대표, 기술전문가 및 시민사회 관계자, 지역 및 국제기
구 대표 등이 모였다. 포럼의 목적은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랍 국가 및 중남미의 국가 및 도시 간 도시 재난 위
험 경감 분야에 대한 지식, 경험 및 혁신적 실천 사례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었다. 또한 재난위험 경감과 지방 복원력 강화에 있
어 도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재난 위험 예방과 감소를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정책 의제를 지원하는
지자체의 수를 확대하기 위한 권고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 졌다.

유정복 인천광역시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초 Resilience Hub 인증을 받은 인천광역시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번 회의의 주제인 복합리스크 경감에 있어 도시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마미 미즈토리 유엔
재난위험경감 사무총장 특별대표는 개막식에서 "도시와 지방 지도자들은 점점 증가하는 복합적 위험을 줄이고 지방 복원력을 강
화해야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결국, 재난의 영향이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고, 위험 경감 노력이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
은 곳은 지방 차원이다." 이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2015-2030년 센다이강령 채택 이후 재난 위험 경감 및 복원력 계획 및 이행에 대한 국가 및 지방 차원에서의 성
과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주요 세션에서 복원력 중심지로서의 역할과 지방 차원에서 혁신적인 관행과 포괄적인 정부 구조를 발
전시키는 데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들이 공유되었다.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오는 2023년 센다이강령
중간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센다이강령 후반기 기간 동안 사회 모든 부문과 수준에 걸친 더 큰 협력, 지방 수준 조치에 대한
더 많은 투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합적 위험들을 감소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들을 요구했다. 이번 포럼에서 제안
된 권고안들은 센다이재난위험경감강령 중간 검토 과정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IDRLF 2022 에 대한 더 많은 기사: https://www.undrr.org/news/no-boundaries-between-cities-road-resilience
https://mcr2030.undrr.org/news/local-leaders-share-sendai-recommendations

https://www.idrlf.kr/
https://www.undrr.org/news/no-boundaries-between-cities-road-resilience
https://mcr2030.undrr.org/news/local-leaders-share-sendai-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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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주제적 표시 채권을 통한 하위 국가의 지속
가능 금융 규모 확대'를 주제로 대한민국 인천에서 개최되었다. UNDRR과 협
력하여 기후 결합 이니셔티브 (Climate Bonds Initiative, CBI)의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이 교육은 도시의 금융 관례를 보다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으로 전환
하는 데 있어 표시 채권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장려하는 동시에 이러
한 채권이 지속 가능성을 인식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요인들이
투자자들의 녹색 채권 시장에 대한  관심을 이끌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창출하
는 것을 목표로 했다. UNDRR ONEA & GETI 산자야 바티아 소장은 "이번 훈
련은 지자체가 재난 및 기후 복원력을 위해 재정 접근 및 관리 역량을 향상시
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MCR2030의 약속을 이행한 명백한 사례" 라고 말
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재난 및 기후 복원 조치를 위해 혁신적인 재정을 모색
하는 지방 정부를 보조하기 위해 역사상 처음으로 주제적 표시 채권 교육을 실
시하였다.  

MCR2030 도시 및 이해관계자 대상 지방정부를 위한 주제적
표시 채권 교육의 시작이 인천에서 개최되었다

자세히:
https://mcr2030.undrr.org/news/finance-
final-frontier-local-climate-resilience

쿨후드후푸시市가 몰디브 최초로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2030’ (MCR2030)에 참여했다

자세히:
https://www.undrr.org/news/maldives-
launches-mcr2030-pathway-resilient-cities

2022년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도시 복원력 전문훈련에는 지방정부
의원을 비롯해 각 부처, 학교, 공공인프라, 보건시설 대표 등 19개 국가 및 지
방기관·단체 대표 43명이 참가했다. 교육 결과, 쿨후드후푸시市는 기후 및 재
해 복구에 대한 현재의 접근 방식, 특히 복구 가속화 및 구축 개선, 제도 역량
강화, 인프라 복원력 향상, 인식 제고 등의 역량과 격차를 식별하는 기준에 대
한 복원력 평가를 완료했고 더 넓은 범위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재난위험에 대
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각 시설 대표들은 5월부터 온라인에서 시행
하고있는 검증된 도시 재난 복원력 스코어카드를 사용했다. 쿨후드후푸시市
의 경험은 몰디브의 지역 복원력 안건에 대한 국가적 이행과 국가 계획에서 위
험 관리 탈중앙화의 필요성에 대한 토대를 제공하였다. 이번 3일간의 훈련은
UNDRR와 몰디브에 있는 UN 상주조정관사무소의  협력하에  국가재난관리
청(National Disaster Management Authority, NDMA)과  지방정부청
(Local government Authority, LGA)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위험 정보에 기반한 계획에서 혁신적인 거버넌스 및 재무 메
커니즘으로 지방 복원력을 구축하다
UNDRR GETI는 유엔 경제사무국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 DESA), 유엔거버넌스센터 (United
Nations Project Office on Governance,  UNPOG) 및 유엔훈련연구소
(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UNITAR) CIFAL
Jeju와 함께 위험 정보에 기반한 거버넌스, 기후 행동 및 지방 복원력을 위한
재무 메커니즘에 대한 연례 온라인 역량 개발 워크숍에 참여했다. 온라인 워크
숍은 2022년 7월 5일, 7일, 12일 그리고 14일 총 4개의 세션으로 개최되었으
며 혁신적인 재무 메커니즘, 위험 정보에 기반한 거버넌스를 위한 디지털 도
구, 도시 재난 위험 및 복원력 계획과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도시 만들기
2030’ (MCR 2030)에 대한 다중이해관계자 주도의 일환으로 도시가 이용할
수 있는 도구 및 서비스에 초점을 맞췄다. 총 18개국 248명의 참가자들은 함
께 주요 문제들 탐색하며 전 세계의 사례 연구 및 토론 그리고 전문가 주도의
프레젠테이션을 바탕으로 2030 지속 가능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 복원
력 및 재난위험경감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주요 계획과 도구를
탐구하는 기회를 가졌다. 

https://mcr2030.undrr.org/news/finance-final-frontier-local-climate-resilience
https://www.undrr.org/news/maldives-launches-mcr2030-pathway-resilient-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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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8일, ICLEI 동아시아 사무국 (ICLEI East Asia Secretariat,
ICLEI-EAS) 베이징 사무소와 UNDRR UNDRR ONEA & GETI는 중국의 도시
재난 관리 수준, 기후 적응성 및 도시 복원력을 더욱 향상하기 위해 "기후변화
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2030 (MCR2030)’ 협의회의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UNDRR의 지원으로 시행된
중국 지방정부 역량강화 사업의 2단계 사업으로2022년 4월에 시작된 '기후
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2030: 중국 지방 재난 복원력 강화' 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협의회의의 주목적은 중국의 주요 이해 관계자들을 참
여시키고 중국에서의 MCR 2030 구현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하는 것이다. 

이번 행사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비상경영부, 국가기후변화전
략 국제협력센터, 중국사회과학원, UNDP, 칭화대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 발전
연구소 뿐만 아니라 베이징, 청두, 상하이 창닝 구, 리수이, 쿤밍, 톈진, 난징, 옌
청, 샹양, 후저우, 둥잉, 광저우, 포산 및 기타 지자체들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
석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중국 도시 복원력 건설의 도전과 기회, 전망 등을
논의했다. 또한 1단계 프로젝트에 참여한 중국 도시들의 진행 상황, 필요성,
피드백 등을 개관한 후, MCR2030 캠페인을 소개와 함께 2단계 프로그램
(2022-2023)을 중국 도시들에 공식 출범시켰다.

중국 베이징에서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도시 만들기
2030”에 대한 협의회의를 개최하다

UNDRR ONEA & GETI,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2년 6월 28
일 UNDRR 국제교육훈련연수원에서 재난위험경감의 교육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안전프로그램을 확산하기 위한 교사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였
다. 이번 교육에는 인천지역 10개의 초등학교에서 10명의 교사들이 참석해
학교안전프로그램을 기존의 학생 교육과정에 어떻게 적용하고 보완할 수 있
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 교사들은 수업에서 학교안전 프로그램
을 통해 청소년들의 재난에 대한 이해와 안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
이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궁극적으로 인천지역 재난위험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교사들은 교육 후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에서 얻은 소감을 공유했다. 한
참가자는 "위험 요인과 재난의 차이를 이해했고 수업시간에 아이들의 교육자
료로 활용할 수 있는 리스크랜드 게임을 소개받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다른 참가자는, "학교 안전 프로그램은 화재와 지진에 대한 대피 훈련과 같은
대응중심 재난교육과  달리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매우 흥미롭고 아이들
의 참여를 촉진한다." 는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교사는 "학교안전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주변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자신이 파악한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대
책을 고민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한다"고 언급했다. 학교안전프로그
램에 대한 교사 연수는 인천지역 중고등학교 교사를 포함하여  보다 더 많은
교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2022년 10월과 11월에 각각
2일간의 일정으로 연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의 재난위험경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안전프로
그램 교사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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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COVID-19 대유행 대응과 2021년 COVID-19 이후 회복에 초점을 맞
춘 두 번의 성공적인 공동 교육훈련에 이어, 2022년 8월 23일 제3회 열린
UNDRR GETI, 유엔남남협력사무소(UNOSSC), 국제보건기구(WHO) 그리고
범미보건기구 (Pan-American Health Organization, PAHO)의 공동 교육훈
련이 시작되었다. 오프닝에서 Loretta Hieber Giradet, UNDRR 위험 지식, 모
니터링, 역량 개발 부(RKB) 국장은 개막 연설을 통해 "올해의 교육은 참가자들
이 어떻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COVID-19 경험에서 배우고, 시정 조치를 식별
하고, 복잡한 위험 상황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좀 더 적
극적으로 생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며 "오늘날 우리는 재난 예방을 향한 결
정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체계적이고 복잡
한 위험을 이해하기 위해 모든 분야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복잡한 리스크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학교와 병원 뿐만 아니라 도시, 사회 기반 시설,
전력 공급, 수도, 교통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할 때 이러한 위험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잡한 위험 관리 및 복원력 있는 도시 미래로의 전환: 남-남 협력 활용과 코로
나19를 통한 학습’ 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동교육훈련은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4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되으며 140개국 590개 도시
및 지자체 약 1,300명의 참가자들이 교육훈련의 혜택을 받았다. 재난위험경감,
보건 비상 대비, 남·남·삼각협력(SSTC)에 등의 재난 위험 경감 기초 소개에 초
점을 맞춘 1차 세션에는 140여개 국가와 지역에서 1,070여명이 참석했다. 이
교육은 UNDR GETI, UNOSC, PAHO 및 WHO에 의해 준비되었으며, 지방 당
국과 도시 개발 실무자들이 복합위험관리와 복원력을 갖춘 미래로의 전환에
대해 상호 학습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
다. 교육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6개의 언어로 동시통역 또한 제공되었다.

UNDRR GETI, UNOSSC, WHO 및 PAHO 공동 교육훈련이
복합 위험 관리를 위한 다분야 협력을 강화시켰다

https://www.southsouth-galaxy.org/news/undrr-geti-unossc-paho-who-kick-start-joint-online-training-on-
transitioning-to-complex-risk-management-and-resilient-urban-futures/
https://www.undrr.org/news/cities-are-forefront-transitioning-complex-risk-management

공동 교육훈련에 대한 더 많은 정보 및 녹화 영상: https://www.undrr.org/event/undrr-unossc-who-paho2022

공동 교육훈련에 대한 보도 자료: 

공동 교육훈련 하이라이트: https://player.vimeo.com/video/752510023?h=11e0a62eb4

UNDRR, UNOSSC 그리고 WHO/PAHO 공동 교육훈련의 세션 2에서는 "도시
재난복원력 스코어 카드 활용 – 도시의 재난 위험 경감 계획 및 이행을 강화하
기 위한 공중 보건 시스템 복원력 부록"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공중 보건 시스템 복원력 스코어카드 부록에 관한 부가자료 발표에 이어 브라
질 캄피나스市가 공중 보건 스코어카드 평가 결과를 코로나19 대유행 대응 차
원을 넘어 건강위험 관리에 대한 정책과 조치를 확대하고 도시 전체의 재난 위
험 관리 계획 및 구현 과정의 일부인 생물학적 건강 위험 대책을 통합하는 데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Sidnei Furtado 민방위 국
장은 공중 보건 및 다중 위험 관리에서 행동의 전략적 계획을 위해 예상 시나리
오, 시뮬레이션 및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브라질 캄피나스市, 공중 보건 및 위험 관리 강화를 위한
과정을 공유하다

Focus: UNDRR GETI, UNOSSC, WHO/PAHO 공동 교육훈련
복합 위험 관리 및 복원력 있는 도시 미래로의 전환: 남-남 협력 활용과 코로나19를 통한 학습

https://www.southsouth-galaxy.org/news/undrr-geti-unossc-paho-who-kick-start-joint-online-training-on-transitioning-to-complex-risk-management-and-resilient-urban-futures/
https://www.undrr.org/news/cities-are-forefront-transitioning-complex-risk-management
https://www.undrr.org/event/undrr-unossc-who-paho2022
https://player.vimeo.com/video/752510023?h=11e0a62e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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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RR ONEA & GETI는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TCS)과 파트너십을 맺고
한국 중국 및 일본 의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재난위험경감 및 복원력과 관련된
핵심 개념과 이러한 문제에 대한 효과적이고 솔루션 지향적인 보도에 대해 교
육했다. TCS가 '지속 가능한 미래 건설을 위한 해결방한 저널리즘'을 주제로
주최한 제7회 3국 언론인 교류 프로그램(Trilateral Journalist Exchange
Program, TJEP 2022)의 일환으로 2022년 8월 3일 인천 UNDRR GETI 연수
원에서 '재난위험경감 문제의 보도'에 대한 교육훈련 워크숍이 진행됐다. 워크
숍에는 각 국가 출신의 기자 4명이 참석했으며 참가자들에게 위험 요소, 노출
및 취약성 간의 상호 작용과 재난위험경감, 지속 가능한 개발, 기후 변화 및 환
경 파괴 간의 연관성을 포함한 주요 재난위험경감 개념을 소개하였다. 그들은
또한 재난위험경감을 다루는 주요 글로벌 정책 프레임워크와 2030년 지속 가
능한 개발 안건과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강령 및 파리 협약 사이의 연관
성을 탐구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효과적인 소통과 대중의식 일깨움을
통해 재난 위험 경감 강화와 예방 문화 증진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브
레인스토밍하는 기회를 가졌다. 워크숍은 기자들에게 인천시의 혁신적인 홍
수 예방 노력을 소개하는 주요 시설 견학으로 마무리 되었다. 

동북아 재난 위험 경감에 대한 해결 방안 중심의 언론 보도 

민간 부문은 도시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 활동과
기회의 중심으로서 번영할 수 있다. 재난 복원력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참여의
두 가지 사례가 소개된 MCR 2030 웹세미나 시리즈는 2022년 9월 7일에 개
최되어 전 세계 43개 국가 및 지역 124명의 참가자들이 참석하였다. 먼저 프
랑스에 본사를 둔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인 REALLIANCE는 도시 인프라의
복원력 성능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이 의사결
정 도구를 통해 도시 및 지방의 복원력 발전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각 프로젝트
또는 정책의 복원력 성과를 추정하기 위한 자세한 권고사항과 비용 및 편익 평
가를 수립할 수 있다. 이어서 Miyamoto International 社 는 USAID
ADVANCE INDONESIA 프로그램을 대표하여 지역사회 재난위험경감에 대
한 민간 부문의 참여를 개선시키는 사업을 소개하였다. 특히 이 사업은 공동체
복원력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복원력 강화와 사업 연속성 계획을 촉진시
킨다. 이 온라인 세미나는 UNDRR의 복원력 갖춘 사회를 위한 민간부문 연합
(ARISE)와 MCR2030이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MCR2030 x ARISE 민간 부문 연합: 도시 복원력에 대한 민
간 부문 참여 강화 

웹세미나 정보 및 녹화영상:
https://www.undrr.org/event/MCR2030-
ARISE-Sep2022

글로벌 금융 및 IT 서비스 허브로 떠오른 인도 구자라트 국제금융테크
(Gujarat International Finance Tech, GIFT)가 위험 입증에 대한 의지를 다
지면서 복원력에 대한 계획을 한 걸음 더 나아갔다. GIFT City의 14개 부서를
이끄는 고위 공무원들은 2022년 8월 25일 UNDRR GETI와 구자라트州 재난
관리연구소(Gujarat Institute of Disaster Management, GIDM)가 주최한
워크숍에서 GIFT의 복원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와 업무 분야에 대
해 상세히 논의했다. GIFT City는 도시 전체의 복원력 평가를 시작하였고 도
시 개발에 위험 경감과 복원력을 통합하기 위한 주요 단계를 식별했다. GIFT
City는 이번 복원력 계획에 대한 지원을 GIDM에서 받을 것이다. 

인도 GIFT City, 위험 입증을 통한 도시의 개발 투자를 위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https://www.undrr.org/event/MCR2030-ARISE-Sep2022


UNDRR ONEA & GETI 뉴스레터: 35 호, 2022년 7 - 9월 PAGE | 06

행전안전부와 인천광역시는 UNDRR  ONEA & GETI 의 지원으로 9월20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2022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아
시아-태평양 각료회의(Asia-Pacific Ministerial Conference on DRR, APMCDRR)에서 예방중심 재난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학교
안전프로그램을 주제로 약 90분 동안 Learning Lab을 개최하였다. 이 Learning Lab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주요국가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NGO 등 50여명의 참석자들과 한국의 학교안전프로그램 및 이를 통한 국내외 협력 사례를 공유하였다. 행정안전부, 국립
재난안전연구원, 교육부 및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 등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재난안전훈련에 학교안전프로그
램을 적용한 사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UNDRR ONEA & GETI 간 3자 협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학교안전프로그램  교
육운영 기반을 마련한 사례 및 울산광역시의 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에 대해 해당 기관 관계자의 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현직 교사의 학교안전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한 사례, UNDRR ONEA & GETI와 안실련과의 협력으로 재난교육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간/도서벽지 학교 및 특수학교에서의 추진사례 등을 공유하였다. 또한 몽골의 국가재난비상관리청(NEMA)
관계자가 참석하여 지난 5월 몽골에 소개된 학교안전프로그램에 대한 소감 및 향후 추진방향과 UNDRR ONEA & GETI등과의 협력
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도에서 온 한 참가자는 “한국의 학교안전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남아시아 지역의 학생교육에 학교안전프로그
램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하는 등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많은 관계 기관에서 학교안전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함
께 이에 대한 향후 협력을 희망했다.

또한, Market Place를 통해 한국의 학교안전프로그램 및 재난복원력 실천사례를 홍보하였다. 아시아 최초이자 세계에서 여섯번째
로 Resilience hub로 인증 받은 인천광역시의 우수사례와 도시 재난 복원력 스코어카드를 활용한 울산광역시 추진사례 등
MCR2030과 학교안전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강령이 한국에서 어떻게 이행되는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참가자들과 공유하였다. 

한국의 학교안전프로그램과 재난위험경감 활동을 APMCDRR을 통해 공유

Focus: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각료회의 (Asia-Pacific Ministerial Conference on
DRR, APMCDR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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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재난위험경감의 날 2022
International Day for Disaster Risk Reduction (IDDRR) 2022

2022년 10월 13일

2022년 세계 재난위험경감의 날(IDDRR)의 주제는 센다이 강령의 목표 G "2030년까지 사람들에게 다중 위험 조
기 경보 시스템과 재난 위험 정보 및 평가의 가용성과 접근을 상당히 증가 시킨다" 입니다. 

IDDRR에 대한 더 많은 정보 및 참여 방법: https://iddrr.undrr.org/

예정된 UNDRR ONEA & GETI 교육훈련 및 행사:

2022년 10월 17-18일
UNDRR-KOICA DR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Central Asia
주최: UNDRR GETI & KOICA

교육훈련:

#EarlyWarningForAll #DRRDay

2022년 10월 19-20일
Training of Trainers:  Urban Resilience and Making Cities Resilient for the Philippines
주최: UNDRR GETI & Office of Civil Defense, Philippines (OCD)

25-28 October 2022
Training on Urban Resilience and Making Cities Resilient
주최: UNDRR GETI & MCR2030

25-28 October 2022
Thematic labelled bond training for local government - Portuguese edition
주최: UNDRR GETI, Climate Bonds Initiative & MCR2030

https://iddrr.undrr.org/
https://twitter.com/search?q=%23Early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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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82-32-458-6551/6570
F:+82-32-458-6599
E: undrr-incheon@un.org
W: www.undrr.org/incheon

UNDRR Office for Northeast Asia & Glob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 
(UNDRR ONEA & GETI)

4F G-Tower, 
175 Art-Center-Daero, Yeonsu-gu,
22004 Incheon, Republic of Korea

2022년 11월 3일
ARISE Philippines Training Workshop on Understanding the Sendai Framework for DRR
주최: UNDRR GETI & ARISE 

2022년 11월 7-10일
Introduction to Disaster Risk Reduction
주최: UNDRR GETI & Singapore Cooperation Program

2022년 10월 21일
Safe-Net Forum - Public Safety Summit
장소: 대한민국 인천시
주최: UNDRR ONEA, 행정안전부, 공공안전통신망(Safe-Net) 포럼

행사:

2022년 11월 16-18일
Urban Resilience and MCR2030 for Thailand’s university network
주최: UNDRR GETI & UNDRR ROAP

2022년 11월 22일
Introduction to Project Preparation and Development of Bankable Projects
주최: UNDRR GETI, MCR2030 & CCFLA

2022년 11월 1-2일
Making Cities Resilient 2030 Launch and Training for Mongolia
주최: UNDRR ONEA & GETI, MCR2030

2022년 11월 15-16일
Thematic labelled bond training for local government - Spanish edition
주최: UNDRR GETI, Climate Bonds Initiative & MCR2030

2022년 12월 5-9일
Urban Risk Reduction and Resilience for the SAARC Member States
주최: UNDRR GETI, Gujarat Institute of Disaster Management & SSARC Disaster Management Centre

2022년 12월 12-13일
Thematic labelled bond training for local government – English edition
주최: UNDRR GETI, Climate Bonds Initiative & MCR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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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com/unisdr
https://www.youtube.com/channel/UCwf8TmzaW7ukWiMt7xiRs9g/
https://www.twitter.com/undrr
mailto:undrr-incheon@un.org
http://www.undrr.org/incheon
https://www.undrr.org/about-undrr-where-we-work/incheon#CalendarofEv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