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만들기 2030 (MCR2030)
제가 사는 도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도시는 어떤가요?
당신이 사는 도시는 복원력(재난을 예방하거나 재난이 발생해도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시민들은 도시의 번영을 위해 이러한 복원력을 활용할 수 있나요?
도시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 위험을 예방하며,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는 복원력 구현을 위해 다른
도시 및 참여 단체들과 함께하세요.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만들기 2030 이란?
지역 복원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입니다.
MCR2030 은 2030 년까지 도시들을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MCR2030 은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통한 하나의 고유한 계획으로서 인식 제고, 지식과 경험 공유,
도시 간 학습 네트워크 강화, 기술적 전문 지식 제공, 다층적 정부 기관 간 연계, 파트너십 확보를
통한 지역 복원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도시 복원력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의 보급, 방법적인 도구의
제공, 관련 지식에 대한 접근성 마련, 모니터링 및 보고를 위한 도구의 준비를 통해, MCR2030 은
도시들의 위험 경감과 복원력 구축 여정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전 세계 도시들은 증가하는 재난, 기후 변화, 기타 코로나 19 같은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위험요인별로 각각 대응하는 위험경감 방식으로는 더 이상 위험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위험은
부서별로 나눌 수 없고 한 사람의 공공 서비스 제공자나 관리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
부문으로 구성된 지역의 기획 전담 조직들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표들이 관여해야 합니다. 도시들은
시스템, 서비스 그리고 사람들이 위기에 대응하고 충격과 스트레스에 대처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위험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복원력 구축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MCR2030 은 위험경감과 복원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위험경감∙복원력 구축을 위한 전략적인
기획역량을 강화하면서 복원력 로드맵을 따라 행동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합니다.
MCR2030 은 총괄사무국 역할을 하는 유엔재난위험경감 사무국(UNDRR)과 함께 C40 회원 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이클레이(ICLEI –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국제
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복원력을 갖춘
도시네트워크(R-Cities, Resilient Cities Network),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유엔 해비타트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 프로젝트 조달기구(UNOPS,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세계은행그룹(the World Bank Group), 세계도시정보화 위원회(WCCD, World Council on City
Data) 등 핵심 파트너들에 의해 공동으로 수립되었습니다. MCR2030 은 2020 년 10 월 28 일에
공표되었으며, 2021 년 1 월 1 일부터 2030 년 말까지, 총 10 년 동안의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CR2030 의 목표
MCR2030의 궁극적 목표는 도시들을 2030년까지 포용적이고(inclusive), 안전하고(safe), 복원력을
갖추고(resilience) 지속 가능한 (sustainable) 곳으로 만들어, 지속가능개발목표11(SDG11,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1)인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과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강령(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새로운도시의제(New Urban Agenda) 등을 포함한 여러 글로벌 규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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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는데 직접 기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MCR2030 의 목표는 (1) 재난위험경감, 기후변화적응, 복원력 계획과 복원력 강화를 위한
실행을 통해 자체 지속 가능성을 분명하게 높이는 도시의 수가 많아짐으로써 지역의 재난/기후
위험을 줄이고 복원력을 구축하는 도시의 수를 늘리는 것과 (2) 국제적으로 대륙별로 복원력
로드맵에 따르는 도시들을 지원하고, 시너지 있는 협업을 구현해 줄 복원력에 중점을 둔 동반자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MCR2030 의 전략 목표

전략 목표 1. 도시의 위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의 재난위험경감과 복원력 구축을 위한 도시의
약속을 확보한다.
▪ 도시의 복원력과 지속 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해 재난과 기후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이유에 대한 근거 있는 정보와 자료의 제공
▪ 인식의 제고를 통해 지역에서 일어나며 그 지역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위험에 대한
이해도 증진

전략 목표 2. 도시의 복원력 향상을 위해 지역의 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
▪

자체 평가 및 진단 기술 향상
재난과 기후위험을 경감하는 전략적 계획수립과 위험정보를
관련 교육과 도구 제공

고려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전략 목표 3. 도시의 복원력 향상을 위해 지역의 전략/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
▪

재난위험경감, 기후변화적응 그리고 복원력 추진을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한 접근방안 제공
복원력을 갖춘 인프라를 계획∙ 설계∙ 구축∙관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능력 함양
복원력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지역 복원력을 다루기 위한 혁신적 접근법을 모색하고 자연에 기반한 해결방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범분야의 목표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
•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전국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등 사이의 수직적 연계 강화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 협력단체 간 수평적 연계 강화
도시 상호 간 학습 및 공유를 위한 연계

MCR2030 은 어떻게 만들어 졌을까요?
MCR2030 은 2010 년에 시작해 2020 년 말에 종료한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만들기(MCR,
Making Cities Resilient) 캠페인이 10 년 동안 성공적으로 추진한 인식 제고 활동을 기반으로
수립되었습니다. UNDRR)이 주도하고 파트너들과 함께 추진한 MCR 캠페인은 여러 지방정부를 통해
도시의 재난 복원력 활성화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MCR 캠페인은 분석과 행동 계획을 통해
위험경감 및 도시 복원력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고, 지역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과 사안 간의 연관성에 관한 도시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과정을 통해 지방의 역량을 키우고
경각심과 관심 고취 및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강화하였습니다.
MCR 캠페인은 도시 정부들의 복원력 계획 수립과 의사 결정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만들기를 위한 10 가지 필수요소(the Ten Essentials for Making Cities Resilient)를
활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지난 10 년간 4,350 곳이 넘는 도시들이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만들기 캠페인에 가입하였고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만들기를 위한 10 가지 필수요소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도시들은, 재난 위험 인식
제고 활동과 유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도시들에 비해 재난 위험 경감에서 매우 큰 진전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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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이 지나고 앞으로 10 년간의 활동(Decade of Action)에 접어들면서 도시들은 인식 제고와
전략적 계획 수립으로부터 위험정보를 고려한 도시개발계획의 효과적 이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더 많은 지도와 함께 역량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캠페인 파트너들과
도시들은 재난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인식 제고를 넘어 도시들의 자체 복원력 수준을 평가 (센다이
강령 목표 E 에 대응해), 지역의 재난위험경감 전략 개발 가속화 및 재난위험경감, 기후변화적응,
지속 가능한 개발의 통합을 통하여 지역 파트너, 대륙별 파트너 및 글로벌 파트너들의 지원을 받아
위험정보를 바탕으로 한 전략을 이행할 수 있는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요청하였습니다.

MCR2030 은 도시들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나요?
MCR2030 은 도시의 위험이 어떻게 변해왔고 현재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러한 변화가 도시와 시민에게 미칠 영향에 대하여 대응합니다. 또한, 도시 지도자들이 위험정보를
바탕으로 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MCR2030 은 알고 있습니다.
2010 년부터 2020 년까지 진행된 MCR 캠페인 기간 동안 습득한 교훈을 바탕으로 수립된
MCR2030 은 이러한 필요성에 맞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도시들의 복원력 구축 여정은 도시마다 고유한 특징을 가집니다: 복원력 구축 여정을 걷고
있는 도시들은 각각 다른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 도시들이 있는 반면, 보다
앞선 도시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들은 복원력 구축이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시들에는 가장 적절한 시점에 복원력 구축의 여정을 시작하고 특정한
순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프로그램 접근 방식이 요구됩니다.
MCR2030 은 다양한 시작점과 종료점을 제시하는 명확한 복원력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

파트너들 간의 시너지 효과는 도시들이 복원력을 달성하는 데 보다 크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
기관, 네트워크, 단체들이 복원력 구축과 관련하여 도시들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들이 이렇게 다양한 제안을 파악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도시들은 파트너들과의 협력적 접근을 통해 단편적인 지원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MCR2030 은 파트너들의 연결을 통해 도시들의 복원력 구축 여정에서
강력한 협력과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

재난위험경감과 복원력 전략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다른 글로벌 규범과 함께
일관성 있게 개발되어야 합니다: 도시들이 직면한 복합적이고 다양한 규모의 시스템적
속성을 가진 위험을 해결하고 도시의 계획 수립, 자금(재원) 확보, 보고 관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난위험경감 및 복원력 전략이 파리협정의 기후변화 적응과 감축 계획을 포함한
여러 정책 프레임워크와 함께 작용하고, 새로운 도시 의제와 더불어 시너지를 발휘하고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Agenda 2030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달성에 기여해야
합니다. MCR2030 은 전체적 복원력, 위험 정보를 고려한 개발, 지속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일관성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

도시들은 복원력 구축 여정의 단계별로 다른 도구, 파트너,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도시의
복원력 구축 여정 초기에는 피해와 손실 데이터를 평가 모델에 통합할 줄 아는 전문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복원력 구축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각종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획자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도시들이 이행할 준비가 되는
시점에 자금 및 파트너십 중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MCR2030 은 도시들에게 평가와 계획
수립 과정을 지원하고 기술적으로 특화된 지식을 제공하고 이행과 모니터링을 뒷받침 수
있는 기술 파트너와 서비스 제공자를 연결하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

도시의 복원력 구축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자금 조달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도시들이
해야 할 일을 파악했더라도 자금 조달 방법 및 관계자를 확보할 수 있는 접근성이 없습니다.
MCR2030 은 도시들이 자금 흐름 및 혁신적인 자금 조달 방식을 확보하고 복원력을 위한
자금에 접근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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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도시들이 최고의 스승입니다: 복원력 구축 여정을 이미 시작한 도시들은 다른 도시들을
멘토링하고 조언을 제시하고 지원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도시들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도시들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도시들은 다른 도시들에게 자연스러운 동료 학습
파트너이자 책임 파트너가 됩니다. 도시들은 소규모 기술 자문단이 가지는 한계를 뛰어넘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MCR2030 은 도시들이 사례를 통해 주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도시와 도시 간 수평적인 지식 교류와 동료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직적 통합은 지속 가능성에 기여합니다: 국가기관은 지방정부에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예산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
복원력 추진을 위한 새로운 계획의 지속가능한 이행과 국가적 전략과 지역적 전략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과 전국 자치단체장협의회가 파트너로서 협업하여
도시계획과 개발을 담당하는 국가적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MCR2030 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강화합니다.

•

민간 부문이 가진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초기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도시 복원력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강점과 기여를 활용하여 구축됩니다. 민간 부문은 견고한 인프라, 서비스
제공, 인적 자원의 역량에 의존합니다. 사업의 연속성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민간 부문은
도시의 성공에 있어서 수익자이며 이해관계자입니다. 민간부문은 중요한 혁신가이자
투자자로서 복원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MCR2030 은
복원력에 투자하기 위해 도시들이 민간 부문과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복원력 로드맵이란 무엇인가요?
위험을 경감하고 복원력을 구축하는 것은 하나의 여정입니다. MCR2030 프로그램 접근법은 시기에
따라 복원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도시들에게 안내하는 3 단계로 구성된 ‘복원력 로드맵’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복원력 로드맵은 유연하고 반복적이어서, 도시들은 어느 단계에서든 MCR2030 에
가입하고 다양한 파트너가 제공하는 각종 도구와 전문적인 기술 자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도시들은 복원력 로드맵에 따라 진전되는 과정을 확인하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3 단계로 구성된 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단계 – 도시의 이해 증대
B 단계 – 도시의 계획 개선
C 단계 – 도시의 실행 향상
정해진 기준과 공약한 약속에 근거하여, 도시들은 시간에 따라 진전되는 MCR2030 의 이행상황과
필요사항에 따라 목표를 달성해나가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MCR2030 의 목표는
도시들이 재난위험경감/복원력을 큰 흐름으로 하는 C 단계의 종착점에 이르도록 하고, 모니터링과
평가에 중점을 두어 도시들이 달성한 복원력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원력 로드맵은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복원력 로드맵은 복원력 구축이 하나의 과정이고 도시마다 복원력 구축 여정이 각기 고유하다는
우리의 이해를 뒷받침합니다. 도시들은 이 복원력 구축과정에서 각자 다른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도시들이 있는 반면 훨씬 앞선 도시들도 있습니다. 도시들은 단계마다 다른 종류의
도구 등 수단의 지원과 각기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복원력 로드맵은 도시들이 각각
복원력 구축 여정에서 어느 시점에 도달했는지 이해하고, 위험경감과 복원력 개선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파악하고, 더욱 발전시켜 안전하고 복원력을 갖춘 지속가능한도시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도시들은 복원력 로드맵을 활용해 어느 단계에서든 MCR2030 에 가입하고 각 도시의 진전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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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력 로드맵은 도시들이 복원력 구축 과정을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파트너들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도구, 지침을 파악하여 도시를 지원하고, 복원력 로드맵에서 각기
다른 단계를 거치고 있는 도시들의 필요사항과 관련된 12 개 주제별 분야로 도시를 분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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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력 로드맵에서 도시들이 거치는 다양한 단계와 각 단계에 있는 도시들에게 지원되는
주제별 분야는 무엇인가요?
A 단계: 도시의 이해 증대
복원력 로드맵 A 단계는 위험경감과 복원력에 대한 도시의 이해를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단계에서 MCR2030 에 가입하는 도시들은 복원력 구축 여정에서 아주 초기인 상태로
재난위험경감/복원력 구축 전략의 수립과 관련된 지식이나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이 도시들은 대부분
MCR2030 메커니즘에 처음 입문한 도시들입니다.
A 단계 도시들은 먼저 재난위험경감과 복원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된 도시의 활동가들과 일반
대중을 도시의 재난위험경감 및 복원력 계획에 참여시켜 재난위험경감과 복원력을 개발하고 이행하기
위한 복원력 구축과정을 실행하는 데 주력합니다.

지원 주제 분야 1: 재난위험경감과 복원력에 대한 인식 제고
A 단계 도시들은 도시 전체와 시민들에게 복원력과 복원력을 갖춘 도시를 만들려는 도시의 의도에
대하여 공통된 이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MCR2030 의 인식 제고를 위한 도구, 지침, 소통체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도구와 자산은 공공부문부터 (다양한 규모의) 민간 부문, 미디어, 시민 사회, 관심
있는 시민단체, 학교 등 대상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소통체계에는 복원력을 갖춘 도시를 위한
10 가지 필수요소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므로 도시가 어떻게 위험을 경감하고 복원력을 구축하는지
광범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도구와 프로그램 예시:
•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만들기 를 위한 10 가지 필수요소 (10 가지 필수 요소) 는 복원력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이행되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만들기
캠페인(Making Cities Resilient Campaign: MCR2030 의 전신)의 일환으로서 지방 차원에서 효고
행동 강령(Hyogo Framework for Action)의 이행과 이후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강령(20152030)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10 가지 필수요소는 센다이 강령의 행동 순위와
재난위험경감에 관한 모니터링 행동지표를 직접 반영합니다. 많은 도시들이 10 가지 필수 요소가
재난위험경감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핵심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10 가지 필수 요소는
도시들이 복잡하고, 여러 시스템들이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시스템(system of systems)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도시들이 복원력 구축 과정의 결정적인 요소인 위험경감과 복원력에
관하여 부문 간 소통 및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

지방정부 지도자들을 위한 핸드북 [2017 년 판]
이 핸드북 제 2 판(2017)은 자연적 위험요인과 기후변화의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
지식, 자원, 도구에 대하여 보다 쉽게 접근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핸드북에서는 전반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핵심 전략과 행동에 관한 개요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핸드북은 지방 차원의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강령 2015-2030 이행을 지지하며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만들기: “내가 사는 도시는 준비되어 있다! (“My City is Getting Ready!”)
캠페인의 일부로 개발된 것입니다.

•

UCLG 학습 – 글로벌 의제 현지화 교육과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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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화(localizing)는 지방의 목표와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와 국가에서 글로벌 의제를
이행하기 위한 현지의 기회, 우선순위, 아이디어의 활용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적 과정입니다.
UCLG 학습(UCLG Learning)은 어려운 현지화의 과정에서 지방 및 지역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B 단계: 도시의 계획 개선
복원력 로드맵의 B 단계에서는 도시의 전략적 위험경감과 복원력 계획 수립의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 해당하는 도시들은 보통 재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보유하고 있지만,
위험경감이나 예방조치가 아직 통합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경감, 지속 가능성,
복원력 향상을 일부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탄력이 붙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들은
재난위험경감과 복원력 구축 전략을 마무리 짓기 위한 지원과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이러한
도시들은 처음에는 평가 및 진단 기술을 개선하고 지방전략이 중앙정부의 전략 및 지역적인 전략에
부합하도록 하며, 초기 단계의 전략과 정책 발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들 도시는 복원력
구축 경험과 노력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단계의 도시들은 재난위험경감과 복원력 전략을 개발하거나 개선하겠다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하며,
개발 계획이 위험 정보를 바탕으로 수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제 분야 2: 위험 분석력 향상
도시들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특성과 복원력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인식시키고 숙지시켜 보다 잘 예방하고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분석력을 향상하려면 도시들이 위험 분석 도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도구 및 프로그램 예시:
• 빠른 위험도 평가 도구 (Quick Risk Estimation Tool)
• 취약성 및 역량 평가 (Vulnerability and Capacity Assessment)
• 강화된 취약성 및 역량 평가 (EVCA, Enhanced Vulnerability and Capacity Assessment)
• 국제 국가 인프라 시스템 모델 (NISMOD-Int, National Infrastructure Model International) 시스템 오브 시스템즈 모델(system of systems model)을 통해 인프라 시스템의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모델임. 이 모델을 활용해 특정 지역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노출을 바탕으로 중대한 인프라
자산을 파악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시나리오에 입각한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음.
• WCCD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위한 도시 데이터 (City Data for 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주제 분야 3: 계획 수립을 위한 진단 기술 개선
도시에서 이전에 발생했던 손실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거나
기본적인 복원력 구축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도시의 실제 필요사항과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한 재난위험경감, 복원력 구축 및 위험정보를 고려한 개발 전략과 활동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이 단계의 도시들은 도시 복원력 프로파일링 도구(CRPT, City Resilient Profiling Tool), 도시 재난
복원력 스코어카드(Disaster Resilience Scorecard for Cities, 스코어카드), 도시 정밀 검사 도구(City
Scan Tool) 등과 같은 진단 도구가 필요합니다. 도시와 도시를 연계시키면서 도시 자체적으로 적절한
복원력 평가를 진행하도록 도와준다면 해당 도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위험과 취약성의
광범위한 의미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취약성, 노출, 기타 변수를 해결하는 도시의 재난위험경감 및 복원력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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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도구와 프로그램 예시:
• 도시 재난 복원력 스코어 카드 (Disaster Resilience Scorecard for Cities) (UNDRR)
• 도시 재난 복원력 스코어 카드: 공중 보건 시스템의 복원력 – 부록 (Disaster Resilience
Scorecard for Cities – Public Health System Resilience Addendum) (UNDRR)
• USCORE2: 도시 간 재난 위험 경감 상호 평가 (City-to-City Peer Reviews for Disaster Risk
Reduction (UNDRR)
• 도시 복원력 프로파일링 도구(City Resilience Profiling Tool) (UN-HABITAT)
• 도시 정밀 검사 도구 (City Scan Tool) (World Bank)
• 도시 정보화 강화 (ECWD, Impowering Cities with Data) 프로그램 (C40)
• 도시 복원력 프레임워크 (City esilience Framework) (Resilient Cities Network)
• 도시 복원력 인식 평가 (City Resilience Perceptions Assessment) (Resilient Cities Network)
• 도시 복원력 행동 목록 (City Resilience Actions Inventory) (Resilient Cities Network)
•
ISO 37120 S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 of Communities): 도시

서비스 및 삶의 질 지표 인증 시스템(Indicators for City Services and Quality of Life
certification system), ISO 37122 (Smart Cities indicators) 및 ISO 37123 (Resilient Cities
indicators)
주제 분야 4: 전략 및 계획 개선
MCR2030 은 적절한 근거에 기반한 연구와 지식, 역량 강화 프로그램, 모범 사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시들이 도시 간 (C2C, city-to-city) 학습을 통해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들은
현지의 재난위험경감 및 복원력 구축 전략에 통합될 수 있는 비용면에서 효율이 높고 실용적이며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재난위험경감 및 복원력 구축 전략은 활동 자금 조달을 위한
방안과 재원을 제시해야 하고 미래의 시나리오 예측과 함께 과거의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센다이 강령 목표 E 및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직접 관련된 지방의 재난위험경감 전략을 포함한
전략을 지방정부의 입법기관이 인식함으로써 이행 약속과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국가 전략과 일관되며 도시개발계획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의 개념이
전략에 반영되어야 하며, 적용가능한 입증된 근거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은 도시가
복원력 로드맵에 따라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관련 도구와 프로그램 예시:
• C40 기후 행동 계획 수립 프로그램(Climate Action Planning Programme)
• JICA 현지 재난위험경감 전략/계획 개발을 위한 8 단계 실용법 (8 Steps Practical Method for
Developing Local DRR Strategies/Plans) 및 관련 교육
• UN-HABITAT 도시 복원력 프로파일링 프로그램 (Cities Resilience Profiling Programme)
• 세계은행/GFDRR’s 도시 복원력 프로그램 (City Resilience Programme)
• UNDRR 재난위험경감 및 위험정보를 고려한 계획수립에 대한 역량 개발 프로그램 (Capacity
Building Programme)
• ICLEI 도시 복원력 방법론 (Urban Resilience Methodology)
• ICLEI 녹색 기후 도시 (GCC, Green Climate Cities) 프로그램
• IFRC 지역 사회 복원력을 위한 로드맵 (Roadmap to Community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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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단계: 도시의 실행 향상
복원력 로드맵의 C 단계에서는 도시의 위험경감 및 복원력 행동을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단계의 도시들은 비교적 견고한 재난위험경감, 복원력 구축, 지속가능성 계획을 갖추고
이행하는 초기 단계에 있거나 정부조직 전반에 걸쳐 재난위험경감/복원력 구축 전략과 활동의 주류화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인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우선 범 부문 간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하고,
자금 조달력을 증대시키며 복원력을 갖춘 인프라를 설계∙개발하는 역량의 향상과 함께 자연기반의
솔루션을 개발하고 포괄적 개선에 중점을 둘 것이며, 전 부문에 걸친 재난위험경감 및 복원력 구축
이행과 확산에 대한 약속을 입증해야 하고, 또한, 다른 도시들과 함께 경험을 공유하여야 합니다.
ISO37123 – 지속 가능한 도시와 지역 사회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es)로 인증된 도시들은
자동으로 이 단계에 진입합니다.

주제 분야 5: 자금에 대한 접근 확대 (자금 조달 접근성 확대)
도시들의 계획 수립부터 이행까지의 과정을 지원하려면 재정 조달에 대한 접근 기회가 필요합니다.
도시들은 이를 통해 복원력 구축 거버넌스 구조, 상황에 맞는 계획, 경감전략, 재난 및 기후 복원력을
갖춘 인프라 등과 같은 활동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MCR2030은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재난위험경감 및
복원력 구축 활동을 위한 금융지원을 위해 자금 조달이 가능한 프로젝트(bankable projects)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관련한 도구와 프로그램 예시:
•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금융(FSCI, Financing Sustainable Cities Initiative)
• C40 도시 재정 기구(CFF, Cities Finance Facility)
• 전환 행동 프로그램 (Transformative Action Program) – 프로젝트 진행 및 프로젝트 준비 기관
• 도시 복원력 프로그램 (City Resilience Programme)

주제 분야 6: 복원력을 갖춘 사회기반시설 확보
도시의 복원력은 해당 도시의 인프라가 재난과 기후 위험요인에 대한 복원력을 갖췄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중요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발생했던 손실 및 피해 수치와 더불어 예상되는
기후 변화 및 위험/노출/위험요인 시나리오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도구와 프로그램 예시:
• 인프라 역량 평가 도구 (CAT-I, Capacity Assessment Tool for Infrastructure)
• 도시 전환 연맹 이니셔티브 (The Urban Transitions Alliance initiative)
• 이클레이 아프리카(ICLEI Africa)의 도시 반영 프로젝트 (Reflecting Cities project)
• 건물 효율성 가속화 프로그램 (BEA, The Building Efficiency Accelerator)
• 안전한 주거지 인식을 위한 참여적 접근법 (PASSA, Participatory Approach for Safe Shelter
Awareness)
• 안전한 학교를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 (Global Program for Safer Schools)

주제 분야 7: 자연 기반 솔루션 채택
인프라 복원력과 도시환경은 과잉 설계된 인위적 솔루션(over-engineered solutions)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도시의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자연적 특징을 최대한 고려하는 방식으로 복원력 구축 과정에
자연 자산을 결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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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도구와 프로그램 예시:
•

•

자연 기반 개발 과정 (Nature-based development pathway)은 우리의 새로운 도시 세계에서
자연을 되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자연에 기반한 솔루션을 적용하고 블루 인프라(호수,
하천, 강 등)와 그린 인프라(공원, 녹지, 수목 등)를 활용하며 녹지 지대를 활성화하는 방식을
지지합니다.
녹색 기후 도시 (GCC, GreenClimateCities) 프로그램은 최일선에서 도시 성장의 과제와 기회를
다루고 녹색 경제와 그린/블루 인프라의 잠재력에 대해 연구하며, 저탄소, 기후에 대하여
복원력을 갖춘 개발 전략을 추구하는 지역 공동체를 지지합니다.

주제 분야 8: 기후 위험을 전략과 계획 수립에 반영
위험요소와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것은 여러 부문에 걸친 과제입니다. 이전에 발생했던 재난 손실
데이터로 정책과 계획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기후 변화는 한계점과 예측모델을 급격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기획자들이 미래의 영향을 이해하고 있고 미래의 충격과 스트레스에 대한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모색하려면 과학적인 기후 변화 예측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시 정부들은 미래의
기후 변동성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 연구기관, 과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즉, 기후 위험 예측 정보를
재난위험경감 및 복원력 구축 전략에 반영하려면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 도구와 프로그램 예시:
• 기후 행동을 위한 프레임워크 (Framework for Climate Action)
• 지속 가능한 도구 (sustainABLE tool)

주제 분야 9: 포용력 강화
재난 위험은 위험요소, 노출, 취약성이 결합된 것입니다. 모두가 재난 위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모두가 똑같은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습니다.
재난위험경감 및 복원력 구축 전략은 포용력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즉, 취약한 시민들이 충격과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비용을 개선하고, 자연 재해와 인재로 인한 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도시 서비스의 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도시의 재난위험경감 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
관련한 도구와 프로그램 예시:
• 포용적 기후 행동 (ICA, Inclusive Climate Action) 프로그램
• #MakeTheShift (변화실현) 캠페인 http://www.unhousingrapp.org/the-shift
• UN-HABITAT 5 가지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그램 (global flagship programmes): (1) 열정적인
이웃과 지역 사회 포용, (2) 사람 중심의 스마트 도시, (3) 도시 빈곤층을 위한 복원력을 갖춘
주거지 (RISE-UP: resilient settlements for the urban poor), (4) 도시 이동의 긍정적 효과를
강화한 포용적 도시, (5) SDG 도시
• UNOPS 와 유엔여성기구(UN Women)의 성별을 고려한 인프라 프로젝트 주기 설정 지침
• 인프라의 성 평등 주류화(Mainstreaming Gender Equality in Infrastructure)에 관한 교육 과정
• sustainABLE 툴(sustainABLE tool) https://sustainable.unops.org/

범분야적 영역 (Cross-cutting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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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R2030은 지역 내의 도시들 및 여러 지역 간 도시들 사이의 연계와 더불어 지방정부와 국가기관의
수직적 연계, 도시 내에서 부문 간 및 이해관계자 간 수평적 연계 및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세 단계의
모든 도시들은 중앙정부와 전국 자치단체장협의회와 협력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 실무자 네트워크와 파트너간 연합을 구축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합 구축을
통해 위험을 경감하고 복원력을 높이는 활동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주제 분야 10: 중앙-지방 정부 간 연계 확보 (수직적 연계)
MCR2030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방의 재난위험경감 및 복원력
구축 전략과 복원력 구축 계획이 지역적 및 국가적 재난위험경감 및 복원력 구축 전략과 별개로 개발되어
이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위험에는 경계가 없으며 도시 차원을 넘어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도시의 복원력 구축에 관한 규칙과 규정 역시 지역적 및 국가적 규칙∙규정과 발맞추어 함께 가야
합니다. 유엔과 유엔 파트너들은 각국 정부들과 협력해 지방 정부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 담당 정부 부처에서 도시 위험 경감 및 복원력 구축 프로그램이 더욱 잘 제도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MCR2030은 전국 자치단체협의회 등과도 협력해 지역 및 국가기관, 전문가들과 필요한 관계를 확립하고
조율할 것입니다.

주제 분야 11: 도시 내부의 파트너십 강화 (수평적 연계)
도시의 복원력을 유지하려면 다양한 부문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MCR2030은
관공서부터 시민대표, 취약계층, 학계, 미디어, 민간부문 등에 이르기까지 지역 파트너들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계를 통해 협력관계를 조성하고 정치 지도자가 바뀌더라도
복원력 구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제 분야 12: 도시 간 학습 활성화
동료 간 학습(peer-to-peer learning)은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만들기 캠페인 기간 동안 그리고
유사한 계획의 이행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지방 복원력을 달성하는 방법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CR2030 에서 동료 간 학습문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해나가면 도시들이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재난위험경감 및 복원력 구축 전략을 더욱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MCR2030 은 도시에서 공동의 지식 교류 활동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정기적인
학습기회의
마련을
추진할
것입니다.
도시들은
MCR2030
웹사이트,
예방웹(PreventionWeb), 파트너 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나요?
MCR2030 은 두 개의 차원에서 동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세계조정위원회(GCC,
Global Coordinating Committee)에서 구성된 핵심 파트너(Core Partners)들이 MCR2030 이행 및 달성
전략을 협상하고 합의하고 수립합니다. 세계조정위원회는 MCR2030 국제 사무국(Global
Secretariat)으로 대한민국 인천에 본부를 둔 UNDRR 국제교육훈련연수원(GETI, UNDRR Glob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도시들을 대상으로 MCR2030 의 이행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MCR2030 은
아프리카 지역, 아랍연합지역,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아시아태평양지역, 유럽과 중앙아시아지역 등
5 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지역조정위원회(RCC, Regional Coordinating
Committees)는 도시들이 복원력 로드맵에 따라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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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역 파트너들을 조율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책임을 맡을 것입니다. 지역조정
위원회는 각 지역의 사무국인 UNDRR 지역 사무소의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MCR2030 의 핵심 파트너들은 누구인가요?
C40 도시 (C40 Cities) https://www.c40.org/
C40 도시들은 적극적인 기후 행동을 통해 주도적으로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 정부 이클레이 (ICLEI –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https://www.iclei.org/
ICLEI는 지속 가능성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저탄소, 자연 기반의
공정하고 복원력 있으며 순환적인 개발을 위한 지역의 행동을 선도하는
도시들의 국제적 네트워크입니다

국제 적십자사∙적신월사 연맹 (IFR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https://www.ifrc.org/
IFRC는 7가지 기본 원칙인 인류 (humanity), 공평성 (impartiality),
중립성 (neutrality), 독립성 (independence), 자발적 봉사 (voluntary
service), 보편성 (universality), 통일성(unity)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
최대의 인도주의 네트워크입니다.
일본 국제협력기구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ttps://www.jica.go.jp/
세계를 신뢰로 선도하는 JICA는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고
다양한 잠재력을 탐구할 수 있는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발전적인 세상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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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력을 갖춘 도시 네트워크 (R-Cities, Resilient Cities Network)
https://www.resilientcitiesnetwork.org/
RCN은 도시들이 주도하는 조직으로 기후 변화와 기타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도시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취약한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 복원력 행동을 추진합니다.
세계 지방 정부 연합 (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https://www.uclg.org/
UCLG는 도시, 지방, 지역, 대도시 정부와 그 협회들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로 어느 누구도 어느 곳도 제외되지 않도록 지방과 지역 정부를
대표하고 방어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https://unhabitat.org/
유엔 해비타트는 어느 누구도 어느 곳도 제외되지 않도록 지식, 정책
자문, 기술 지원, 협력적 행동을 통해 도시와 사람들의 거주에 있어서
혁신적 변화를 촉진합니다.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 (UNDRR,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https://www.undrr.org/
UNDRR은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
파트너, 지역 사회의 화합을 통해 재난 위험과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유엔 프로젝트 조달 기구 (UNOPS,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https://www.unops.org/
UNOPS는 유엔과 유엔 파트너들이 평화와 안보, 인도주의적 솔루션과
개발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리고 국가들이 평화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세계은행그룹(The World Bank Group) https://www.worldbank.org/
세계은행그룹은 하나의 고유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서 개발 도상국에서
빈곤을 줄이고 공동의 번영을 구축하는 지속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5개 기관의 모임입니다.
세계 도시정보화 위원회 (WCCD, World Council on City Data)
https://www.dataforcities.org/
급격히 도시화되고 있는 지구를 위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WCCD는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하며, 복원력을 갖추고 번영하는 도시를 만드는
표준화된 도시 데이터 분야의 세계적 리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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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MCR2030 에 가입하고 왜 가입해야 하나요?
1. 도시
오직 지방정부들만 ‘도시’로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MCR2030 의 목적에 따라, “지방 정부”는 도시,
지방자치단체, 마을, 시·군·구, 도, 주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는 않으며, 국가 하위 단위에 있는
모든 행정 구역들을 포함합니다.
왜 가입해야 하나요?
복원력 구축은 장기적인 진행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도시가 시민들에게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복원력에 대한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MCR2030 은 위험경감과 복원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위험경감과 복원력 구축을
위한 전략적 계획의 개선, 복원력 로드맵에 따른 조치 및 진행까지의 복원력 여정을 지원하는 명확한
3 단계 복원력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어떤 단계에 있는 도시라도 참여할 수 있으며, 각 도시의
필요에 맞게 도시 복원력 관련 조직으로부터 방법적인 도구와 자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들은
온라인 상호작용 도구인 MCR2030 대시보드를 통해,복원력 로드맵에 따른 자체 진행상황을
추적하고, 참여 단체, 복원력 자원, 도구 및 서비스 같은 지원을 받을 수있을 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다른 도시와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도시와 지방정부들이 MCR2030 회원 도시로 가입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어떻게 가입하나요?
1. 여러분의 도시가 복원력 로드맵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파악하세요 (A, B, C 단계): 도시와
지방정부는 ‘단계평가’ 설문을 완료하여 로드맵 가입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cr2030.undrr.org/resilience-roadmap/stage-assessment
2. 약정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시장, 최고 직위자 또는 그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지방 정부
책임자의 승인을 취득합니다: 설문을 모두 완료하면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3. https://mcr2030dashboard.undrr.org 에서 MCR2030 대시보드에 등록합니다.
4. MCR2030 대시보드에 도시 프로필을 만듭니다.
5. 서명된 약정서를 업로드 합니다: 서류를 업로드 해야 MCR2030 가입이 확정됩니다.
6. 복원력 로드맵을 따라 여정을 시작하세요: 가입이 확정되면 MCR2030 대시보드의 도구와
지침을 사용할 수 있고 복원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회원
증명서를 다운 받으세요.
지방정부를 위한 자세한 가이드는 https://mcr2030.undrr.org/how-join-mcr2030-localgovernment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MCR 캠페인 (2010~2020 년)에 참여했던 이전 참여자들과 ISO37123 인증을 받은 지방
정부들은 가입 시 서명된 서한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참여 단체
왜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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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의 도시들이 복원력 로드맵에 따라 발전하려면 경험이 많은 단체들로부터 단계별로 마련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단체들은 각 단계의 도시가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복원력 로드맵에 따라 발전하고 있는 도시들을 지원할 수 있다면 국가기관, 전국
자치단체장협의회, 개발단체, 비정부조직(NGO), 시민사회조직(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학계 및 연구 기관, 민간 부문 조직, 유엔단체 또는 조직, 특정 지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네트워크 또는
이해관계자 등 누구라도 MCR2030 의 참여 단체로서 가입을 권장합니다.
누가 참여단체로 가입할 수 있나요?
MCR2030 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

핵심 파트너 (Core Partners) 또는 MCR2030 세계조정위원회 (Global Coordinating
Committee)의 구성원: C40 회원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이클레이(ICLEI –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국제 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복원력을 갖춘 도시네트워크(R-Cities, Resilient Cities
Network),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유엔 해비타트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 프로젝트
조달기구(UNOPS,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세계은행그룹(the World
Bank Group), 그리고 세계도시정보화 위원회(WCCD, World Council on City Data)가
MCR2030 세계조정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으며, MCR2030 의 구현에 대한 전략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

지원 단체 (Supporting Entities) 또는 무료의 기술적 전문지식 제공단체는 MCR2030 과
연계된 임무를 가지거나 활동을 하는,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해당지역의
비영리단체로, 도시들이 MCR2030 의 12 가지 주제별 분야를 이행하고 복원력 로드맵에
따라 발전할 수 있도록 무료로 구체적인 기술지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개발기관,
비정부조직(NGO), 시민사회조직(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학계 및 연구기관,
미디어, 국가기관, 전국 자치단체장협의회 등이 지원 파트너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들은 MCR2030 에서 멘토로 활약하고 기술 분야에 대해 조언하며 MCR2030 의 원칙과
목적을 지지하는 활동을 합니다. 해당 단체들은 MCR2030 에 대한 비금전적인 현물 지원의
일환으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들은 비금전적인 현물 지원 및 약속
외에도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조정위원회(RCC) 관할 도시들과 관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지역 네트워킹, 역량 강화 및 지역행사를 주최함으로써 MCR2030 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전문 서비스 제공자(SSP, Specialist Service Providers)는 민간 부문에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단체로서 기술분야에서 일대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원력 구축과 복원력
행동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 서비스 제공자들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것이며 도시나 지방정부의 조달 과정에서 도시 및 지방정부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절차는 서비스 이용 도시와 전문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체결해야 하며 MCR2030 과는
무관합니다. MCR2030 세계조정위원회의 구성원, 무료의 기술적 전문지식 제공단체 및
UNDRR 의 자문 기구에 속한 단체나 개인은 이해 상충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문
서비스 제공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참여 단체는 반드시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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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합법적인 (즉, 법인화된) 단체여야 합니다.
2. 위에 열거된 참여 단체의 세 가지 역할 중 하나를 맡아야 합니다.
3. 지속가능개발목표,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강령의 행동 순위, 파리협정, 새로운도시의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어떻게 가입하나요?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관심이 있는 단체는 https://mcr2030dashboard.undrr.org 의 MCR2030
대시보드 등록 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자체 신고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됩니다.
참여 단체로 참가하기 위한 자세한 가이드는 https://mcr2030.undrr.org/how-join-mcr2030participating-entity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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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도시는 어느 단계입니까?
설문을 완료해 여러분의 도시가 어느 단계인지 알아보세요. 각 질문에 ‘예’나 ‘아니오’로 답하세요.
(https://mcr2030.undrr.org/resilience-roadmap/stage-assessment)에서 온라인 설문을 완료하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

질문

답변

1

우리 지방정부는 복원력과 지속 가능성을 향상하려는 비전과 목표에 대하여
명백한 의사를 밝혔다.

예

아니오

2

우리 지방정부는 복원력 향상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직원 및 시 의회와 논의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예

아니오

3

우리 지방정부는 지난 12개월 동안 복원력 구축에 관한 공개적 협의와 인식
제고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예

아니오

4

우리 지방정부는 위험 경감/복원력 구축 전략 개발 과정에 착수하기 위한
워크숍이나 회의를 진행했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아니오

5

우리 지방정부는 복원력을 위하여 자체적인 제도적 및 행정적 역량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예

아니오

6

우리 지방정부 및 이해관계자들의 복원력 관련 위임사항과 권한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다.

예

아니오

7

우리 지방정부는 위험 경감/복원력 구축 전략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복합적
위험요인(multi-hazard), 노출, 위험,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예

아니오

8

우리 지방정부는 복원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협력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수 이해관계자 플랫폼(multi-stakeholder platforms)을 구축하였다.

예

아니오

9

복원력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 정치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우리 지방정부가 내린 결정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을 진다.

예

아니오

10

우리 지방정부는 위험경감 책임자인 최고 복원력 책임자(Chief Resilience
Officer)가 지정되어 있으며, 또는 이와 동등하게 구심적 역할을 하는 범분야적
복원력 구축을 위한 위원회가 있다.

예

아니오

11

우리 지방정부는 부서 간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과도 관련한 데이터를
공유하며, 이를 복원력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의사를 결정할 때 활용한다.

예

아니오

12

우리 지방정부는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및 준비 외에도) 위험을 경감하고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순위, 목표/지표를 정하고 실행 사항을 파악하고
책임을 부여하는 위험 경감/복원력 전략이나 그와 동등한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예

아니오

13

우리 도시의 위험 경감/복원력 이행계획을 지방정부나 시 의회가 승인하였다.

예

아니오

14

위험경감/복원력은 범분야적 사안으로 우리 도시의 개발 및 기타 지방 정부
전략과 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예

아니오

15

우리 도시의 위험경감/복원력 구축 전략과 행동계획은 기후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수립되었다.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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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MCR2030 관련 질문
질문
MCR2030이
무엇인가요?

답변
MCR2030(Making Cities Resilient 2030)은 인식 제고, 지식과 경험 공유, 도시
간 학습 네트워크 강화, 전문 기술지식 제공, 다층적 정부 기관 간 연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지역의 복원력을 향상하기 위한 하나의 고유한
이해관계자 간 계획입니다. MCR2030은 도시 복원력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방법상의 도구, 지식에 대한 접근성, 모니터링 및 보고를 위한 도구를
제공하여 복원력 구축과 도시의 위험줄이기 위한 여정을 도울 것입니다.
MCR2030은 지난 10년에 걸친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만들기
캠페인(MCR Campaign, Making Cities Resilient Campaign)의 성공과 교훈을
바탕으로 총괄 사무를 맡고 있는 UNDRR과 함께 C40 회원 도시(C40 Cities),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이클레이(ICLEI –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국제 적십자, 적신월사 연맹 (IFRC,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복원력을 갖춘 도시 네트워크(R-Cities, Resilient
Cities Network),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 프로젝트 조달기구(UNOPS,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세계은행그룹(the World Bank Group), 세계
도시 정보화 위원회(WCCD, World Council on City Data) 등이 공동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복원력 로드맵이
무엇인가요?

MCR2030은 2020년 10월에 시작해 2021년 1월부터 2030년 말까지
운영됩니다.
복원력 로드맵은 MCR2030이 도시의 복원력 구축 과정을 안내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도시들은 복원력 로드맵을 통해 복원력 구축

여정에서 자신들의 진전 상태 (A, B, C 단계)를 파악하고 위험 경감과
복원력 향상을 위한 과제를 파악하며, 도시의 안전, 복원력,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도록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도시들은 어느
단계에서든 MCR2030에 가입할 수 있으며, 진행 과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MCR2030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더 많은 정보는 https://mcr2030.undrr.org/resilience-roadmap를
참고하세요.
MCR2030은 3가지 전략적 목표와 3가지 범분야적 목표가 있습니다.
• 전략적 목표 1. 도시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의 재난위험경감과
복원력 구축에 대한 약속을 확보한다.
• 전략적 목표 2. 도시의 복원력 향상을 위한 역 전략/계획 수립 역량을
강화한다.
• 전략적 목표 3. 도시의 복원력 향상을 위한 지역 전략/계획 이행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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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 범분야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국가와 지방정부 및 전국 자치단체장협의회 등기관 간 수직적 연계를
강화한다.
•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 파트너 간 수평적 연계를 강화한다.
• 도시 간 학습 및 공유를 위해 도시들을 연계한다

MCR2030은 무엇을
달성하고자 합니까?

MCR2030은 도시들을 2030년까지 포용력 있고, 안전하고, 복원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곳으로 만들어 지속가능개발목표11과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강령, 파리기후협정, 새로운도시의제 등 여타 글로벌 규범의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도시와 지방정부는 MCR2030에 참여함으로써 복원력 구축에 매진하게 됩니다.
MCR2030은 다음 사항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위험경감 및 복원력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도시와
지방정부 증가 (A 단계 도시)
• 재난위험경감/복원력 구축 전략 수립하고자 하는 도시와 지방정부
증가 (B 단계 도시)
• 재난위험경감
및
복원력
행동
이행에
전념하고,
재난위험경감/복원력을 확산시켜 도시의 지속가능 발전에 부합하는
도시 증가 (C 단계 도시)
• 인식을 제고하는 단계에서 발전하여 재난위험경감/복원력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의 도시 증가 (A 단계에서 B 단계로 발전하는 도시)

•

MCR2030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나요?

MCR2030
대시보드가
무엇인가요?

계획 수립 단계에서 발전하여 재난위험경감/복원력 행동을
이행하는 단계로의 도시 증가 (B단계에서 C단계로 발전하는
도시)

MCR2030의 목표는 도시와 지방정부의 약속 이행과 파트너들의 지원을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시장과 지방정부의 지도자들은 MCR2030에 가입하고 복원력 구축 과정의
명확하고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여러
분야의 지방정부 공무원들과 다양한 이해관계단체의 운영진은 함께 역량을
강화하여 도시의 재난에 대한 인식 제고에서부터 계획 수립, 복원력 행동 이행,
위험 경감 및 복원력 문제를 확산하여 도시 개발 전반에 걸쳐 통합하는
작업까지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파트너들은 이 여정에서 도시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MCR2030 웹사이트 대시보드는 내부적인 온라인 작업 공간으로, 도시들의
복원력 구축 여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도시들은
대시보드를 이용해 복원력 로드맵과 비교하여 각자 진행 상태를 파악하고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에는 도시들이 복원력 구축을 위한 행동

약속에 대응하여 복원력 진행 상태를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될
것입니다. 도시가 각 복원력 구축 단계에서 요구되는 최소 기준을 달성하면
복원력 로드맵에 따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도시의 진행
상태를 다른 MCR2030 회원국들에게 공개하거나 (현지 재난위험경감 및
복원력 전략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관계자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비공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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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 단체들 중에서 특히, 지역 차원의 파트너들은 MCR2030 대시보드에 각자
보유한 전문 지식, 서비스, 도구를 명시하여 복원력 로드맵에 따라 발전하기
위해 파트너들의 지원이 필요한 도시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MCR2030 참여
단체들과 회원 도시들은 가입이 끝난 후부터 MCR2030 대시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MCR2030 대시보드는 https://mcr2030dashboard.undrr.org에서
확인하세요.

MCR2030 가입 및 참여 관련 질문
질문
누가 MCR2030에
가입해야 하나요?
왜 MCR2030에
가입해야 하나요?

답변
MCR2030은 도시와 지방정부, 그리고 복원력 로드맵을 실행하는 도시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모든 단체들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s://mcr2030.undrr.org/join를 참고하세요.
도시나 지방정부의 경우:
MCR2030은 2030년까지 도시들을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복원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곳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가입 도시들은 위험경감과

복원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복원력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복원력 로드맵에 따라 행동하고 발전하기 위한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도시와 지방정부들이 MCR2030 회원
도시로 가입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MCR2030에 어떻게
가입하나요?
우리 도시가 어느
단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기존에 MCR

도시와 함께 협업하는 조직이나 개인의 경우:
각 단계의 도시들이 복원력 로드맵을 따라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단체들로부터 각 단계에 해당하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단체들은 각 단계의
도시가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적인 도구들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복원력 로드맵에 따라 발전해 가는 도시들을 지원할 수 있다면 국가기관, 전국
자치단체협의회, 개발단체, 비정부조직(NGO), 시민 사회 조직(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학계 및 연구기관, 민간부문 조직, 유엔 단체 또는 조직,
특정지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네트워크 또는 이해관계자 등 누구라도
MCR2030의 참여 단체로 가입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https://mcr2030.undrr.org/join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설문을 완료해 우리 도시가 복원력 로드맵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아보세요.
https://mcr2030.undrr.org/resilience-roadmap/stage-assessment
도시의 단계(A, B 또는 C)마다 해당 단계에 적합한 산출물, 도구, 파트너와
연계된 지원이 제공됩니다. 설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이 결정되므로
설문에 신중하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MCR2030은 MCR캠페인의 성공과 교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지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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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캠페인에 가입한
회원도 재가입해야
하나요?

답변
캠페인보다 훨씬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계획입니다. 도시들은 이
기회를 통해 각자 복원력 로드맵에서 진전 상태를 파악하고 복원력 구축 여정에
따라 더욱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MCR2030에
가입하는 모든 도시는 첫 번째 단계로 https://mcr2030.undrr.org/resilienceroadmap/stage-assessmentas 의 설문을 완료해야 합니다.
도시의 각 단계(A, B 또는 C)마다 해당 단계에 적합한 산출물, 도구, 파트너와
연계된 지원이 제공됩니다. 설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이 결정되므로
설문에 신중하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단계에서 B단계,
C단계로 어떻게
발전하나요?

도시는 어떤 약속을
해야 하나요?

가입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mcr2030.undrr.org/join 를
참고하세요.
MCR2030에 가입하는 도시는 가입 단계에 적합한 특정 사항을 이행하기로
약속해야 합니다. 도시는 정해진 기준과 공약한 약속에 근거하여, MCR2030에
대한 약속과 필요사항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고 이정표가 되는 기준에
도달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MCR2030의 목표는 도시들이
재난위험경감/복원력을 확립하는 과정을 통해 C단계의 종착점에 이르도록
하고, 모니터링과 평가에 중점을 두어 도시들이 달성한 복원력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A 단계 도시에 제안하는 공약:

•

참여지향적이며 범분야적 재난위험경감 및 복원력 구축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을 따르겠다는 약속

B 단계 도시에 제안하는 공약:

•
•

재난위험경감 및 복원력 구축 전략을 개발하거나 개선하고, 위험
정보를 고려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확실한 약속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지표와 기준을 포함한 명확한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C 단계 도시에 제안하는 공약:

•
•

•
•

A단계에서 B단계,

A단계 및 B단계 도시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약속
도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재난위험경감 및 복원력 구축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이행하고 달성하고 지속해
나가겠다는 약속
재난위험경감 및 복원력 구축 전략과 활동을 도시의 전 부문에
확산하고 제도화
지속적인 재난 복원력을 구축하기 위해 자금 조달이 가능한
프로젝트(bankable projects) 경로(루트) 개발

모든 단계의 도시들은 MCR2030 대시보드에 진행 경과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A단계에서 B단계로 발전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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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B단계에서 C단계로
발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1. 지난 12개월 동안 정부 외부에서 인식 제고를 위한 행사/홍보를 진행함
2. 직원 및 시의회와 오리엔테이션 워크숍을 진행함
3. 복원력 구축을 위한 재난위험경감 및 복원력 구축 전략에 전념할 수 있는
범부문 위원회 구성 (예: 대부분의 부서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전략개발
과정을 감독하여 시의회가 이러한 계획을 이해하고 조기에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함)
B단계에서 C단계로 발전하는 기준:
1. 재난위험경감/복원력 구축 전략, 도시개발계획 또는 기타 위험경감 및
복원력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계획의 개발 완료
2. 통제 기구 (시 의회 등) 가 승인하거나 상정을 하여 이행 준비 완료

우리 도시의 참여
증명서는 어떻게
받나요?
파트너와 서비스
제공자들의 제안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등록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질문사항이
있을때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회원 증명서는 도시의 가입이 확정되면 MCR2030 대시보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는 MCR2030 대시보드에서 참여 단체들과 서비스 제공자들의 제안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등록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자주 묻는 질문에 포함되지 않은 질문이 있으면
해당 지역의 MCR2030 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종합적인 문의사항은 MCR2030 글로벌 사무국에 연락 주세요: mcr2030-global@un.org
도시 회원 또는 참여 단체로서 가입에 관심이 있거나 특정 지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해당 지역의
MCR2030 사무국에 연락주세요:
• 아프리카: mcr2030-africa@un.org
•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mcr2030-amc@un.org
• 아랍 연합: mcr2030-arabstates@un.org
• 아시아 태평양: mcr2030-ap@un.org
• 유럽 및 중앙아시아: mcr2030-europe@u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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