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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체류성 기후 변화 유발 물질(SLCP)은 지구 온난화에서 이산화탄소
(CO2)보다 몇 배 강력한 기후 변화 유발 물질입니다. 그러나 아주 훨씬 
단기간 동안에만 대기 중에 체류하므로 이 물질을 줄이면 단기 온난화 
현상을 신속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단기 체류성 기후 변화 유발 
물질은 사람, 생태계 및 농업 생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대기 
오염물질이기도 합니다. 

단기 체류성 기후 변화 유발 물질을 대기에서 제거할 수 있는 속도는 
지구 온난화를 다루기 위한 신속하고 상호 조정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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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C02) 최대 60%, 
100년 미만
최대 25%, 
100년 초과

완화�조치에�대한�장기적�대응

이산화탄소�및�기타�장기�체류성 
온실가스의�신속하고�지속적이며�상당한 
감축은�장기적으로�지구�온도의�상승을 
안정화시키는�데�필요합니다.

공중보건 침해

식품 안전성 저해

기온 상승 유발

얼음과 눈의 용해 촉진

기후 패턴의 붕괴

단기 체류성 기후 변화	
유발 물질에 조치를	
취하는 이유

단기적인 영향	
단기 체류성 기후 변화 유발 물질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기여도에서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큰 물질입니다. 
현재 지구 온난화의 최대 45%를 
유발하면서 매년 대기 오염으로 인한 
7백만 명의 조기 사망자, 매년 1억 
1,000만 톤의 수확량 손실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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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해결책
우리에게는 카본 블랙, 메탄, HFC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일련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결책 중에는 많은 것들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 비용 효율적인 기술 
및 관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해결책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는 2050년까지 전 세계 배출물을 다음과 같이 
줄일 수 있습니다.

메탄 카본 블랙 	HFC
(키갈리 개정에 따른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2050년까지 온난화를 0.60C 줄입니다.

개발 관련 이익
단기 체류성 기후 변화 유발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면 
얻을 수 있는 개발 관련 이익도 많습니다. 이 이익은 조치를 
취하면 거의 즉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보건 
옥외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를  
매년 240만 명 줄입니다.

식품 안전성 
매년 4개 주요 농작물의  
수확량 손실을 5,200만 톤  
줄입니다.

지속 가능 개발 목표 
대기질, 보건 및  
식품 안전성에 관련된 SDG를  
달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기후 관련 이익

1.5°C에 관한 2018년도 IPCC 특별 보고서에서는 단기 체류성 기후 변화 
유발 물질과 이산화탄소를 동시에 줄이는 것이야말로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기 체류성 기후 변화 유발 물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즉시 취하면 
2050년까지 온난화의 정도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2050
년까지 북극에서 예상되는 온난화의 정도를 50% 이상 줄일 수 
있으며, 북극 영구 동토층의 해빙에 따른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불가역적인 배출과 같은 위험한 기후 변화 티핑 포인트를 
야기할 위험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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