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한 조치 • 신속한 결과 • 다양한 유익 

IPCC 1.5˚ C 보고서는 기후 변화로 인해 인류가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온난화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모든 국가와 개인들이 장/단기 체류성 기후 변화 유발 물질 
감소를 위한 행동을 즉각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기후 및 청정 대기 연합(Climate and Clean Air Coalition)의 "1.5˚ C 도전 
달성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은 국가적 차원에서 목표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각 국가에서는 기후와 청정 공기의 두 목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현지에서 당면하는 우선 과제들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파리협정에서 정한 장기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CCAC는 단기 체류성 기후 변화 유발 물질 (SLCP) 을 중심으로 지역 우선 
과제를 정하여 해결하는 것이 지구 기후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국가 차원의 활동을 장려하는 바입니다. 

1. 고위 정치 지도자  
지도자들에게 대기 오염, 건강 및 기타 지역 우선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동시에 어떻게 기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지 보여줍니다. 

2. 기술 지원 및 원조 
각 국가가 기후와 대기 오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감축 
방법을 찾고, 이렇게 찾은 방법이 범정부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CCAC가 지원합니다.  

3. 활동을 장려하는 강력한 사례 제공  
의사결정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데 뒷받침이 될 탄탄한 과학적 
분석 조사 작업을 수행합니다.

 
1.5˚C 도전 달성

보건 
실외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를 
연 240만 명 줄인다. 

식량 안보 
4개 주요 농작물의 
수확량 손실을 연 
5,200만 톤 줄인다. 

지속 가능 개발 목표 
대기 질, 보건 및 식량 
안보에 관련된 SDG 
달성에 기여한다.

기후 
2050년까지 온난화를 
0.60C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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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열린 
기후 및 청정 공기 
조치에 관한 각국 

장관 원탁회의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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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우리의 리더들이 전하는 메시지 

ccacoalition.org/action-programme

도움 주시는 방법 
장관급 대화를 주재하여 귀하의 
접근법을 소개하고 해결책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CCAC 신탁기금에 지정 기부하여 이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십시오. 

에마뉘엘 드 구즈만 
(Emmanuel de Guzman) 
필리핀 기후변화위원회 사무국장 

"CCAC가 제시하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깨끗한 공기를 위한 
25가지 방법은 2030년까지 10
억 명의 사람들이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25가지 
방법을 완전히 이행하면 2050
년까지 지구 온난화를 0.3 C 줄일 수 
있으며, 결국 1.5°C 라는 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캐롤라이나 슈미트
(Carolina Schmidt) 
칠레 환경부 장관 

"IPCC 보고서는 명확합니다. 
바로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온실 가스만 해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블랙 카본 및 메탄과 같이 
단기 체류성 기후 변화 유발 
물질도 해결해야 합니다." 

파트리샤 아피아게이
(Patricia Appiagyei)  
가나 환경과학기술혁신부 차관 

“가나에서는 SLCP 국가 행동 계획을 
완성했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 우리의 
에너지, 물, 농업 부문에서 다양한 
유익이 따르는 보완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메탄과 블랙 
카본을 줄이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레 엘베스투엔
(Ole Elvestuen)  
노르웨이 기후환경부 장관 

"CCAC는 기후 관련 목표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유익이 
따르는 조치를 구하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현재 가용한 
기술로 신속히 실행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들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열린 대안적 습식 

및 건식 농법 
교육에 참가한 
벼농사 농부들 

통합 인벤토리에 
관한 지역 교육에 

참석한코트디부아르의 
정부 대표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