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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원력강화 실행계획 개발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 지역도시 점검지표 활용” 전문강사단 워크샵   

 

2016. 3.7-3.8,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 - 전문강사단 워크샵은 

국가의 전문강사단/진행자들이 도시 또는 지방정부가 새로운 

센다이프레임워크 지역도시 점검지표를 활용하여 자신의 

현재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 · 제공되었다.  「도시 

복원력강화 실행계획」의 평가 결과는 도시의 재난위험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향상 하는데 이용 될 수 있다.  

2015 년 3 월 제 3 차 UN 세계재난위험경감회의에서, 187 개 

회원국이 2015-2030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 이는 2015 년 효고실행강령이후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국제적 청사진이다.  

2005-2015 효고실행강령을 통해 얻은 교훈으로 센다이프레임워크는 지역 차원의 실행계획을 강조한다. 이는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조치를 보다 구체화시키고 지역별 위험에 대한 표현을 이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공동체들이 가져야 하는 책임을 명확히 하기위해 지도원칙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센다이 

프레임워크는 “기후변화와 재해에 강한 도시만들기 캠페인”과 같은 국제캠페인을 통해 도시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차원에서 도시위험을 해결하고자 하는 긴급한 요구가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UNISDR 은 ‘지역도시 점검지표’가 도시의 재난 복원력을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지역도시 

점검지표’는 2015-32030 센다이프레임워크에  맞춰 업데이트 된  ‘도시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10 가지 필수항목’에 

기초한다. 

2015 년에 UNISDR 은 인도네시아 국립재난관리기관의 전문가들과 함께 전문강사단/진행자를 위한 교육을 제공했다.  

이 교육은 도시의 재난위험경감, 지방정부 공무원 및 다른 이해관계자를 위한 기술 등 도시 및 지방정부의 이해를 

강화하기 위한 9 개의 교육모듈로 구성되었고, ‘지방정부자체평가도구’(local government self-assessment tools, LG-

SAT)와 도시복원력점검카드(City Resilient Scorecard)등 “기후변화와 재해에 강한 도시만들기 캠페인” 자료들이 

사용되었다. 

또한, 이번 전문강사단 워크샵은 참가자의 지방정부 자체평가도구(LG-

SAT) 사용 경험을 통해, 새로운 센다이프레임워크 ‘지역도시 점검지표’ 

향상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도시복원력강화 실행계획을 개발하고 지방정부자체평가를 시행하며 

지방정부와 함께 일하는 전문가들이 깊이있는 이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였다. 이후 이러한 장은 확인된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고 다른 

지방정부의 복합적인 실행대책을 어떻게 만들어 낼지에 대한 해결책과 

접근법을 제공할 것이다.  

 



워크샵은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기관 (BNPB) 과 UNISDR ONEA-GETI 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국가재난관리기관 

직원 및 고위공무원과 주 및 지방 정부의 전문가, 교육기관, DRR 훈련 기관 등 기타 지역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워크샵의 주요결과 및 다음단계를 위한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가 전문강사단/진행자는 센다이프레임워크와 지역도시점검지표를 이해한다. 그들의 평가는 지표향상을 위해 

반영될 것이다 

 센다이프레임워크 지역도시점검지표 기반의 평가와 실행계획도구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전문강사단 

/진행자를 양성하였다. 

 도시/지방정부들이 센다이프레임워크 지역도시점검지표 기반의 평가를 실시하고 도시복원력강화 실행계획을 

개발할수 있도록, 국가재난관리기관(BNBP)은 국가 전문강사단/진행자들이 도시의 재난위험경감에 대한 

도시/지방정부를 위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이끈다.   

 인도네시아 자바지역의 16 개 도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 워크숍을 수행하기위한 계획안을 개발했다. 

 

 

더보기: http://www.preventionweb.net/events/48319  

UNISDR ONEA-GETI: http://www.unisdr.org/incheon  

 

http://www.preventionweb.net/events/view/48316
http://www.unisdr.org/inche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