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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재난 복원력이 강한 도시: 재난위험도 경감와  

지역 수준의 센다이강령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 

2016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대한민국 일산 킨텍스, 2016 년 11 월 17 일 

 

 

과학기술: 재난 위험도 경감의 미래인가?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의 발달은 자연적인 재난위험과 인간이 야기한 재난위험에 대해 

세계가 고삐를 쥘 수 있도록 도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도시의 위험도를 저지하는데에 

있어서 더욱 그렇다. 복원력 강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연례행사인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의 

부대행사로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와 협력한 특별한 세미나 ‘재난 위험도 경감을 위한 기술’가 

개최되어 총 176 개 지역 222 명의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재난 예방과 예보, 대응책 그리고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건물 복원력을 지원하기 위해 고도의 

기술을 활용하는 문제는 국민안전처에서 개최하는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의 중점사항이었다.    

 



 
 

기술의 필요성  

 

혁신은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의 17 가지 개발목표 중 하나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라는 

목표에 포함되어 있다. 센다이강령은 재난위험도 경감을 위한 국가, 지역, 도시, 기업, 민간 

기관과 단체들 간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특히 지역 간 기술 원조와 기술 이전의 강화에 

중점을 둔다. 

 

 

워크숍에 대해서 

 

이 워크숍은 대한민국의 지자체들과 기술개발자들이 재난위험도 경감을 위한 핵심 기술을 

공유하는 장을 제공하고, 도시 재난위험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새로운 위험요소의 예방과 

경감 및 발생 방지에 도움이 되는 기술개발 촉진을 목표로 한다. 

  

지난 목요일, 세번의 세션 동안 한국과 일본에서의 재난 위험도 경감을 위한 기술과 요소 

이해를 위해,  176 개의 지역에서 222 명의 지자체관계자들이 모였다.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심재현 원장이 이 행사의 축사를 

하고, UNSIDR ONEA-GATI 의 

산자야 바티아 소장이 뒤이어 ‘왜 

재난을 경감해야 하는가? 재난 

위험도와 동향’ 이라는 주제로 개회사를 했다. 

 



 
왼쪽부터 심재현 원장, 심진홍 단장, 박희경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재난학연구소장 박희경 박사가 ‘재난관리기술과 재난위험도, 재난 연구를 위한 

사회적 기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첫번째 세션인 도시와 기술에 관한 세션에서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한국 사무소의 

김하나 담당관이 ‘우리의 도시들은 위험에 놓여 있을까? 복원력 있는 도시’를 주제로 연설을 

진행했고, 국민안전처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단의 심진홍 단장이 한국의 PS-

LTE 진행상황을 소개했다.  

 

 
왼쪽부터 김하나 담당관, 김영석 교수, 이정호 CEO, 카와와키 박사 

 

이어진 세 차례의 ‘기술에 관한 세션’ 에서는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재난안전융합기술 

연구소 소장이자 미래 IT 융합연구원(POSTECH i-Lab) 부원장인 김영석 교수의 ‘재난위험도 

경감을 위한 스마트 컴퓨팅과 시스템’에 대한 연설과 POSTECH 재난안전융합기술 연구소, 

미래 IT 융합연구원의 신기영 연구원의 ‘소설 네트워킹 분석-데이터 마이닝 기술과 분석’이 

이어졌다. 그 후  Rainbow 사의 이정호 CEO 의 ‘DARPA Robotics Challenge에 대한 기술적 

검토: 카이스트 연구팀’에 대한 연설, 일본 효고현 고베시의 EMECS 담당자인 야스오 카와와키 

박사의 ‘효고로부터의 교훈: 홍수 대응 기술’을 마지막으로 세션이 끝났다. 

 

‘대한민국의 도시들은 어떻게 복원력을 강화하고 있나?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는 복원력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을 강조하며 폐회연설로 끝을 맺었다. 



 
폐회식에서 8 개의 대한민국 도시들이 UNISDR 의 “2016 년 복원력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에 서명하고 증명서를 교부받았다. 

 

 

“복원력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에 대하여  

 

 “복원력 강한 도시 만들기(Making Cities Resilient, 약자로 MCR)” 캠페인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2015-2030 지역 수준의 재난위험도 경감을 위한 센다이강령의 이행을 돕기 위한 

안내와 필요 요소들을 제공하는 캠페인이다.  

 

 

결과 

 

- 도시 관계자들은 재난위험도를 다루는데 도움을 주는 현재와 미래의 기술에 대해 

배웠다. 

- 기술 개발자들은 재난 경감을 위한 도전과제들과 기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 “복원력 강한 도시”를 위해 대한민국의 도시와 일본의 효고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도시, 기술, 그리고 재난기관 간의 연계를 구축했다. 



 

이 행사는 UNSIDR ONEA-GETI 에서 주최하는 일련의 재난위험도 경감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행사 중 하나로 2015 년 말에 시작되었다. 일련의 행사들은 국민안전처와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뉴욕주립대학교 등 여러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한 대한민국의 도시와 

개발자 및 민간기관 간 국내 및 국제 기술 공유에 그 목적을 둔다.  

 

 

뉴스의 내용을 보시려면 http://www.unisdr.org/archive/51043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UNISDR ONEA-GETI: http://www.unisdr.org/inche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