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제 안 전 도 시 뉴 스 레 터 67 호
2013년 2월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

1

첫 번째 국제안전병원이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국제안전도시, 학

대만 안전병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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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도시 유튜브 동영상
미국 소식
학회

http://www.phs.ki.se/csp/who_newsletters_en.htm
대표편집장 Lief Svanstrom, 편집자 Koustuv Dalal

스웨덴 오레브로 대학의 새로운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스웨덴 오레브로 대학의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센터(CIPSP)는 카롤린스카 연구소 WHO 지역사회안전증
진협력센터로부터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로 인증받았다. 체결식은 2월 4일 개최되었다. 체결식에는 오레
브로대학 부총장 Jens Schollin, 보건·의학교장 Ann-Britt Ivarsson, 보건·의학부장 Robert Brummer, WHO
지역사회안전증진협력센터장 Leif Svanstrom,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센터장 Koustuv Dalal 가 참가하였다.
스웨덴에서는 첫 번째이며, 북유럽 국가에서는 두 번째로 인증받았다. CIPSP는 손상경제학을 포함하여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에 대한 교육, 높은 수준의 국제 협력 연구, 정책 자문을 제공한다.
자료제공 : Johan Stenegard,, Sweden

보건·의학교장 Ann Britt Ivarsson, 보건·의학부장 Robert Brummer, WHO 지역사회안전증진협력센터장
Leif Svanstrom, 오레브로 대학의 공중보건학 교수 Koustuv Dalal, 오레브로대학 부총장 Jens Schol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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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안전도시 10주년 기념 및 ISC/ISS/ISH 공인식
대만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협회(TIPSPA, WHO CCCSP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및 국제안전학교공인센
터)는 2012년 11월 24일 타이페이 동물원에서 안전도시 10주년, 2012년 안전도시 학회를 개최하였다.
2일 동안 지역사회, 학교, 병원, 보건소, 정부 단위에서 약 500명이 참가하였다.
WHO CCCSP Leif Svanstrom은 대만의 10년간 안전도시 활동의 성과를 축하하였다. 그는 “세계는 대만
의 경험과 지역사회, 학교, 병원 등의 운동으로부터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조준필, 요코 시라이시, Kerstin Seipel, Catherine Wong은 대만의 안전도시 발전을 옹호하였고, 인사하
였다. 중국 광동 지방 포산지역의 대표는 행사에 참가하여 참가자들과 경험을 공유하였다.
세개의 공인식은 10주년 기념과 함께 개최되었다. 알리샨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식(ISC 네트워크 #93),
타이페이 의학대학 국제안전학교 재공인식(ISS 네트워크 #31), 타이페이 대학병원의 국제안전병원 공인
(세계에서 최초).
2012년 안전도시 학회의 주제는 노인안전이었다. 그리고 기조연설 및 프로그램 발표, 노인안전 세미나가
사전에 미리 개최되었다. 노인안전은 안전한 주택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이 개념은 특별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노인에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인 노인안전에 대한 NGO가 만들어질 것을 2013년에 기대
해본다.
자료제공 : Lu Pai, Taipei, Taiwan

국제안전병원

국제안전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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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안전학교

안전한 애완견 소유 세미나
빅토리아 안전도시 네트워크는 윈담 도시 위원회와 협력하여 최근 책임있는 애완견 소유에 대한 세미
나를 개최하였다. 이것의 배경은 이웃집 개로부터 공격받은 아이의 사망에 따라 모든 지방정부당국에서
최근 위험한 개 관리와 동물관리계획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논쟁은 강력한 입장으로 법률에 대항하였으며, 빅토리아 안전도시 네트워크는 합의접근을 위한 모
든 측면을 지원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채택하였다.
세미나는 동물 행동의 이해, 개물림 상처의 범위, 개의 공격으로부터 아이들의 심각한 외상, 지방 정부
의 보호의무, 의회가 어떻게 규정준수, 안전솔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하였다.
수의사 및 동물 행동학자 Jacqui Ley는 ‘동물행동에 대한 이해 및 관리’에 대해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는 도덕관념이 없으며, 우발적이고 이기적이다. 2세 어린이의 지적능력을 가지고 판단하지 못한다.
• 개의 지배력은 개와 주인을 불행하게 하고 버려지게 하는 신념이다. 개는 갈등을 피하려고 하지만 싸
움이 가치 있는 경우 고려하지 않고 음식과 같은 것을 양도하지 않는다.
• 의사소통에 실패할 때, 개와 주인은 모두 공격하려는 경향이 있다.
• 주인, 사육자, 훈련사, 수의사에게 개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변화시키기 위한 위험관리교육이
필요하다.
• 개를 만지거나 영역에 들어가기 전에 울타리, 개사슬, 입마개를 보고, 주인에게 먼저 물어본다.
• 개의 음식을 빼앗거나, 새끼를 낳으려는데 공격하거나, 낯선 곳으로 데려가거나, ‘자신의 잘못을 알라’
는 구문을 사용하거나, 집에서 사고를 벌하거나, 아이들과 개를 친구로 같이 자라도록 허락하는 것을 중
지한다.
세계의 개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고, 주인이 가지고 있는 애완견 행동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설명하여
모든 참가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법원이나 의회 임원들의 역할에 내재된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을 알았다.
지방정부의 동물관리계획은 2012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다음단계는 실행으로 더 많은 문제들이
제안된다. 자세한 정보는 VSCN 사무국으로 문의 vscn.vscn@rch.org.au

중국 루자쭈이(Lujiazui) 안전도시 학회
2012년 12월 7일 루자쭈이 지역에서 안전도시학회가 개최되었다. 학회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안전
도시 구축 사업을 요약하였다. 루자쭈이 요양원 10개와 Xu Chang Jun 을 포함한 10명은 훌륭한 성과에
대해 칭찬받았다. 루자쭈이 노인 요양원 대표와 오로라광장 프로젝트팀은 연설을 전달하였다.
루자쭈이 사무실 Zhou Xiaoping은 “안전
도시 구축은 혁신적인 사회 관리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양식이었으며 지역사회 안
전 및 예방 능력을 향상시켰다. 국제안전
도시 공인은 단지 푯말이며, 우리의 안전
도시 구축 방향의 정확성은 입증되었지만
계속 안전도시를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다.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추구는 기본이다. 우리는 지속적
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안
전도시 구축 사업이 실제로 사람들의 생
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
다.
안전도시추진위원회의 모든 구성원, 사무
원, 지역사회 조직 대표를 포함하여 130명
이상이 학회에 참석하였다.
자료제공 : Songhaiyan,LujiazuiSafeCommunityOffice,Shanghai,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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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 유튜브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kZwqRm3-Bn0
https://www.youtube.com/watch?v=ScfoCJ4FsX4&feature=youtube_gdata_player
https://www.youtube.com/watch?v=XaWvAbs6-U8&feature=youtube_gdata_player

아메리카 안전도시 소식
미국 국가안전위원회에서 뉴스레터를 시작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cainfo@nsc.org로 이메일 보내주
십시오.

학회 일정
2013년
‣ 국내 안전도시 학회
National Safe Community Conferences
일
시 : 2013년 10월 15-16일
장
소 : 스웨덴 예테보리
‣ 제21회 국제안전도시 학회
21st International Safe Communities Conference
학회개최 : 2013년 1월 1일부터 개최희망 홈페이지 오픈
주
제 : 예방 문화를 지향하는 안전도시
일
시 : 2013년 10월 21일~23일
장
소 : 멕시코 메리다
신 청 서 : 2013년 6월 1일부터 오픈 http://www.comunidadessegurasmexico.mx
연 락 처 : Mr.SharoAlvarez (comunidadessegurasmexico@yahoo.com.mx)
(cisalva.comunicaciones@gmail.com)
2014년
‣ 제4회
일
장
연 락

유럽 안전도시 학회
시 : 2014년 5월
소 : 노르웨이 하르스타
처 : boergey@online.no / helge.eriksen@harstad.kommune.no

세계보건기구 지역사회안전증진협력센터 (WHO Collaborating Centre for Community Safety Promotion)
카롤린스카연구소 공중보건학 부 사회의학과
Norrback 2nd Floor, SE-171 76, Stockholm, Swenden.
연락처 : 편집자 Koustuv Dalal, PhD. (E-mail : Koustuv.dalal@li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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