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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최고의최고의최고의    개발자가개발자가개발자가개발자가    재해위험경감의재해위험경감의재해위험경감의재해위험경감의    사례를사례를사례를사례를    만든다만든다만든다만든다    

GETI 는 필리핀 내 민간부문 60 명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사업사례를 

만들기 위해 세계 선두적인 부동산 개발사업 중 하나의 대표자와 파트너가 되었다.  

자세히 보기: http://www.unisdr.org/archive/37893 

카타르카타르카타르카타르, , , , 기후변화기후변화기후변화기후변화    및및및및    자연재해에자연재해에자연재해에자연재해에    강한강한강한강한    사막사막사막사막    만든다만든다만든다만든다: GETI는 카타르가 재해위험경감과 복구 

주류화를 통해 국가계획 개발하려는 주요 노력들을 계속하도록 돕고있다. 후속지원은 2014년 

8월로 예정되어 있다. 

자세히 보기: www.unisdr.org/archive/37533 

아르메니아아르메니아아르메니아아르메니아, , , , 효고행동강령효고행동강령효고행동강령효고행동강령((((HFA)HFA)HFA)HFA)로로로로    재해재해재해재해    위험위험위험위험    줄여줄여줄여줄여: GETI가 합동 기획한 고위급 포럼에서 

효고행동강령이 재해위험경감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지지 받았다. 

자세히 보기: http://www.unisdr.org/archive/38708 

GETI,,,,    몽골몽골몽골몽골과과과과    남아시아남아시아남아시아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지역협력연합지역협력연합지역협력연합((((SSARC)SSARC)SSARC)SSARC)과의과의과의과의    협력협력협력협력    강화강화강화강화: GETI는 울란바토르와 델리에서 두 

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후변화적응 및 재해위험경감의 주류화”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자세히 보기: http://www.unisdr.org/archive/38899 

http://www.unisdr.org/files/37310_indiasaarcjuly2014workshopfinalrepo.pdf 

최신최신최신최신    GETI 뉴스뉴스뉴스뉴스    보기보기보기보기: http://www.unisdr.org/incheon/news 

최신최신최신최신 GETI 뉴스한국어로뉴스한국어로뉴스한국어로뉴스한국어로    보기보기보기보기: http://www.unisdr.org/incheon/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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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단전문가단전문가단전문가단    개발개발개발개발    

UNISDR 동북아시아 사무소와 국제재해경감교육훈련연수원(GETI)는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사회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재해위험경감과 기후변화적응 분야의 새로운 전문가단 개발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2014 년 4 월 말까지 기준으로, GETI 는 200 개 이상의 도시를 위한 삼개국에서의 포럼들과 20 개 이상이 

국가들의 재해위험경감 전문가들과 정책입안자들과 함께 기후변화 및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계획 

안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2015 년 3 월 일본에서 있을 UN 세계재해위험경감회의에서 기후변화 및 재해대비에 필수요건인 도시와 

국가 역량 발전을 위한 효고행동강령(~2015 년)의 뒤를 잇는 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GETI 의 주요 협력단체는 본 기관을 유치한 한국소방방재청과 인천광역시이다.  정부, 도시 당국자들, 국가 

훈련기관, 개발기관, 국제단체, UN 자매단체들과 권한을 향상시키는 자체역량 구현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향후향후향후향후    계획계획계획계획    
  
자연재해자연재해자연재해자연재해    및및및및    기후변화에기후변화에기후변화에기후변화에    강한강한강한강한    도시도시도시도시    행동계획행동계획행동계획행동계획        한국, 제주  10 월 20 일 - 23 일    

자연재해자연재해자연재해자연재해    및및및및    기후변화에기후변화에기후변화에기후변화에    강한강한강한강한    도시도시도시도시    행동계획행동계획행동계획행동계획  필리핀, 마카티  10 월 27 일– 30 일 

삼자간삼자간삼자간삼자간    자연재해자연재해자연재해자연재해    및및및및    기후변화에기후변화에기후변화에기후변화에    강한강한강한강한    도시도시도시도시    행동계획행동계획행동계획행동계획 한국, 서울  11 월 6 일 –7 일 

자연재해자연재해자연재해자연재해    및및및및    기후변화에기후변화에기후변화에기후변화에    강한강한강한강한    국가국가국가국가    행동계획행동계획행동계획행동계획  아르메니아, 예레반 11 월 24 일 - 28 일 

자연재해자연재해자연재해자연재해    및및및및    기후변화에기후변화에기후변화에기후변화에    강한강한강한강한    국가국가국가국가    행동계획행동계획행동계획행동계획  조지아, 트빌리시 12 월 2 일 –5 일 

도시간자연재해도시간자연재해도시간자연재해도시간자연재해    및및및및    기후변화기후변화기후변화기후변화    대비대비대비대비    교육교육교육교육    포럼포럼포럼포럼  한국, GETI  12월 15일 – 19일 

GETI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팀팀팀팀    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Head of Office: Sanjaya Bhatia    Ph: +82 32 458 6550 Email: bhatia1@un.org 

GETI Coordinator: Yongkyun Kim   Ph: +82 32 458 6580 Email: kim68@un.org 

Programme Office: Armen Rostomyan  Ph: +82 32 458 6552 Email: rostomyan@un.org 

Programme Office: Andy McElroy   Ph: +82 32 458 6558 Email: mcelroy@un.org 

 

UNISDR Office for North-east Asia & the Glob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 (GETI), 4F G-Tower,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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