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한 조치 • 신속한 결과 • 다각적 이익

Climate and Clean Air Coalition(기후 & 청정대기 연합)은 귀하의 기후 재정 
포트폴리오에 대한 현명한 투자입니다. 

우리는 단기 체류성 기후 변화 유발 물질의 감축, 즉 개발도상국을 위한 
결과를 창출하고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를 중점 
추진하는 유일한 글로벌 단체입니다.

투자를 통해 지원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출물을 크게 감축시킬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 정치권의 참여 – 변화를 추진하는 데 필수
• 정책 개발
• 교육 및 역량 구축
• 동료 간 지원
• 프로젝트 사전 계획 및 타당성 검토
• 과학 지원 및 연구

자금 조달 가능한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우리의 새로운 자금 조달 전략에서는 자금 조달 가능한 프로젝트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은행, 지역의 
개발은행, 녹색기후기금 및 지구환경기금과 같은 자금 조달 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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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2050년까지 온난화를  
0.60C 줄입니다.

귀하의 투자로 얻을 수 있는 다각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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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국가	

81

실현된 정책	
변화

130

결과 및 영향

17개 국가에서  
폐기물 관리, 대형 디젤 
차량, 벽돌 생산 등에 대한 

법령 신설 및 개정을 지원
27

70개
도시

폐기물 관리 계획 개선 등, 70개 

도시에서 100개 이상의 
정책 및 계획을 구현

65개 	
공약

인/일의 교육
30,000

120가지  
이상의  
지식 자원 및  
도구

160개 이상의

48개 국가의	제도적	
역량 향상

정치적 인지도 제고 및 의사 결정권자 
현장 지원 행사

왜 투자해야	
하는가	



@CCACoalition
facebook.com/ccacoalition
linkedin.com/company/ccacoalition
ccacoalition.org

CCAC 사무국
secretariat@ccacoalition.org
전화: +33 1.44.37.14.73

자세한 내용:  

투자금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단기에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협력관계를 지원
2012년에 6개 국가 파트너로 출범한 우리는 2018년 현재 60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면서 지구의 모든 지역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 상호 간의 인지도와 행동 역량을 강화하며, 
실행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 지역, 도시 및 지역사회, 
모든 수준에서 SLCP에 대해 집단적이고 상호 조율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투자 – 큰 성과
우리는 대규모로 운영하며, 단일 프로젝트의 성과를 훨씬 넘어서는 정책 및 
정치적 결정의 수준에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 국가
• 개발은행
• NGO
• UN 단체
• 자선단체 
• 민간 부문
• 연구원
• 싱크탱크
• 지역 정부 
• 도시
• 지방 조직

연합 파트너

이니셔티브

농업

벽돌 생산

냉각	&	냉장

대형 차량

가정 부문 에너지

오일	&	가스

폐기물

금융

보건	

국가 계획

지역 평가

IPCC는 1.5°C 목표를 달성하려면 
단기 체류성 기후 변화 유발 
물질에 대한 조치와 상호 협력적인 
플랫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협력적이고 
자발적이며 
유연한 플랫폼 – 
협의보다 실행을 
우선시 

왜 투자해야 하는가	

활동에 할당되는 자금

공공 출자	

5천4백만 달러
근거에 따라 활동에 할당
집행률: 75%

4천 2백 만 달러 
파트너의 공동 출자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
CCAC 신탁기금은 유엔환경계획이 
관리하며 건실한 보고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부자 및 파트너들이 활동을 
주도합니다. 이들은 
• 우선순위와 전략을 결정합니다.
•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제안합니다.
• 자금을 할당합니다.
• 프로젝트 구축을 운영 감독합니다.
• 결과를 제공합니다.

ccacoalition.org/funding

http://facebook.com/ccacoalition
http://linkedin.com/company/ccacoalition
http://ccacoalition.org
http://ccacoalition.org/en/content/fun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