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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1. 단기체류성 기후변화 유발물질 감축 동향
가. 기후 및 청정대기연합(CCAC)
국제사회는 미국의 주도하에 단기체류성 기후변화 유발물질(Short Lived Climate
Pollutants, SLCP)의 배출량을 저감하여 기후, 공공 보건, 식량 및 에너지 안보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기후 및 청정대기연합(Climate and Clean Air
Coalition, CCAC)을 설립하였다(‘12.02).
특히, 미국은 국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활동을 보완할
수 있는 기후 및 청정대기연합의 설립을 지원하였다. 당시 Todd Stern 미국 기후
특사, Achim Steiner UNEP 사무국장 및 6개국 대표(미국 환경청장, 캐나다, 스웨덴,
멕시코, 방글라데시 환경부 장관, 주미가나대사 등)가 CCAC 출범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출범된 CCAC는 현재 UNEP이 사무국을 맡아 운영 및 감독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비정부기구, 민간부문, 환경단체, 기타 시민단체 등 111개 공식
파트너들의 자발적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 단기체류성 기후변화 유발물질(SLCP)
각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널리 알려진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단기체류성 기후
변화 유발물질(Short Lived Climate Pollutants, SLCP) 또한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중요한 물질로 제시되고 있다. SLCP는 상대적으로 대기 중 체류시간이 짧지만
영향력은 매우 큰 기후변화 유발물질을 의미한다. 블랙카본(검댕), 메탄, 대류권 오존,
HFC 등이 주요 물질로 정의되고 있다.

<표 1> SLCP 발생원인 및 영향
물질

체류
시간

블랙
카본

화석연료 및 바이오매스의 불완전
3-8일

(검댕)

메탄

배출원

연소, 디젤 엔진, 노천소각, 산업
연소 등

12년

축산업(소), 농업(쌀), 매립지,
화석연료 등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

대류권 오존

4-18일

(HC),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 일산화 탄소(CO)의
광화학 반응으로 생성

HFCs

15년

공기조화기, 자동차 에어컨,
소화기 소화제

영

향

⦁ 자외선을 흡수하여 열로 전환하여 지구
온난화 유발
⦁ 얼음이나 눈 위에 쌓여 빛 흡수량을 증가
시켜 얼음과 빙하의 녹는 속도를 증가시킴
⦁ 대류권 오존의 전구물질로서 간접적인 영향
⦁ 지구온난화지수가 이산화탄소의 GWP의 21배로
직접적인 기후 시스템에 영향
⦁ 인간의 건강(천식, 기관지염 등의 폐 관
련 질환)과 식물 생산량에 영향
⦁ 지구 온난화 유발

⦁ 지구온난화지수가 매년 8% 이상씩 증가

블랙카본은 초미세먼지(PM2.5)의 형태로 대기에 직접 배출되며, 체류시간 3~8일
이다. 주로 연소 반응에 의해 배출되며, 히말라야나 안데스 산맥의 눈 위에 쌓여 빛
흡수량을 증가시켜 얼음과 빙하의 녹는 속도를 증가시킨다. 또한, 인간의 건강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메탄은 농업(축산업, 벼농사), 쓰레기 매립지, 유전 등에서 발생하며, 체류시간은
12년가량으로 추정된다. 메탄은 기후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인체 건강
및 생태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조기기 및 자동차 등의 냉매로 사용되는 HFC는 높은 지구 온난화지수(이하 GWP)를
갖는다. 이산화탄소에 비해 체류시간은 짧지만 수천 배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대류권 오존은 직접적인 배출원 없이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HC),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 일산화탄소(CO)의 광화학 반응으로 생성되며 체류시간은 4-18일이다.
이는 지구온난화 및 월경성 오염문제를 일으키며, 식물의 CO2 흡수량을 줄이고, 농작물의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천식, 기관지염 등의 폐와 관련된 질환을 유발한다.
다른 기후변화 유발물질과 SLCP의 영향력은 복사강제력1)의 크기로 비교해 볼
수 있다. 장기체류 기후변화물질(LLCP)의 복사강제력은 2.16, SLCP의 복사강제력은
1.13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약 1/3 정도가 SLCP에 의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SLCP 복사강제력의 불확실성은 온실가스에 비해 매우 크다.
따라서 미래 기후변화 예측의 정확성 향상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관리해야 할 주요
1) 기후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인자의 영향력을 복사강제력으로 평가하는데, 이는 산업시대의 시작 시점(약
1750년)의 값을 기준으로 2005년의 기준강제력을 보여주고 있다. 복사강제력이 양(+)이면 지구-대기
시스템의 에너지는 결국 증가하여 온난화를 야기할 것이다. 반대로 음(-)의 값을 가지면 이 에너지는
궁극적으로 감소하고 지구-대기 시스템은 냉각될 것임을 말한다.

물질이다. 이에 따라, 유럽과 미국 등의 기후변화 연구기관들은 미래 기후 변화를
예측함에 있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뿐만 아니라 SLCP의 배출량 변화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자료 : ,IPCC, “IPCC Climate Change”, 2013

<그림 1> 기후 복사강제력

이에 따라 UNEP 등 국제기구들은 다양한 연구를 시도하고 있으며, 미국과학진흥회
(A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에서는 기후변화 유발
물질에 따른 지구의 온도 상승 곡선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곡선에 따르면,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BC+CH4+CO2 대책) 수행 시나리오에 의해 2070년까지
2°C 이내 기온 상승 억제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자료 : ,IGSD, “Primer on Short-Lived Climate Pollutants”, 2012

<그림 2> 저감 시나리오에 따른 온도 상승 예측 곡선

또한 SLCP 배출을 저감시킴으로써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실내외 PM2.5 배출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으로 연간 240만명의 조기사망 방지 및 만성질병의 발병률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2030년까지 매년 5천만톤의 곡물 생산량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식량 안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Ⅱ. 동향 분석
1. CCAC 운영현황
가. CCAC 이니셔티브
CCAC는 SLCP 감축사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이니셔티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이니셔티브는 총 1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 특성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SLCP 배출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저감 활동 수행 이니셔티브와 저감
활동 수행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이니셔티브로 구분된다.

<그림 3> CCAC 이니셔티브 운영현황

각 이니셔티브는 CCAC 가입 국가 및 기관들이 공통 운영규정에 따라 리드파트너,
파트너, 실무자, 시행자 등을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해당 이니셔티브의 세부사업은
CCAC 신탁기금을 할당 받아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이니셔티브는 작업반(Working
Group, WG) 회의 및 고위급총회(High Level Assembly, HLA) 등 CCAC 공식 회의에서
이니셔티브 별 수행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게 된다.
나. 재원규모
신탁기금은 미국의 공식적인 요청에 의해 UN 규정, 규칙, 절차 및 연합의 규칙, 규정에
따라 UNEP에 설립되었다(‘12.4). 이 기금은 SLCP 저감을 위해 승인된 사업, 사무국
운영, 행정적 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다. UNEP은 정부와 비정부 참여자로부터
기금을 받고 있는데, 정부의 기부금은 UNEP 절차에 따라, 비정부참여자의 기부금은

기여자 합의와 UN 규정, 규칙, 절차에 따라 신탁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신탁기금은 UNEP을 통해 승인된 자금조달 제안서의 활동계획 및 예산에 따라 할당되며,
즉시 필요하지 않은 기부금은 별도로 기여자와 합의된 사항이 없으면, UN의 재량대로
투자 및 운용된다.
2016년 제2차 작업반회의에서 발표한 총 기금규모는 공여를 약속한 금액을 포함
하여 총 $72,043,000이다. 기금은 캐나다, 노르웨이, 미국 등 14개 국가들이 기탁
하여 조성되었다(표 2). 또한, 초기(2012~2013년)에 비해 기금 규모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CCAC의 국제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표 2> CCAC 파트너 국가/기구의 신탁기금 공여 현황(’16.9월 기준)
(단위 : 1000USD)
회원국/기구

공여액

회원국/기구

공여액

회원국/기구

공여
예정액

노르웨이

16,480

네덜란드

509

캐나다

미국

15,208

프랑스

500

노르웨이

캐나다

12,933

독일

360

스위스

1,000

스웨덴

5,038

호주(신규)

141

일본

4,917

핀란드(신규)

111

유럽연합

3,526

이탈리아(신규)

490

덴마크

1,817

합 계

합 계

8,984

스위스

1,029

63,059

총

계

7,184
800

72,043

<표 3> CCAC 이니셔티브 별 기금 사용 현황(’16.9월 기준)
(단위 : 1000USD)

구 분

이니셔티브

예산

구 분

이니셔티브

예산

디젤

5,649

산업

농업

4,026

폐기물

5,886

분야

조명

-

산업

벽돌

3,522

분야

HFCs

3,199

범

국가저감계획

5,290

석유 및 가스

2,150

분야

지역평가체제

1,025

가정요리·난방

2,791
총

계

자금조달

도시보건

420

570
34,532

2. CCAC 운영체계
가. 운영조직
CCAC는 고위급총회(High Level Assembly, HLA), 작업반(Working Group) 등의 운영
조직을 구성하여 사업제안서 승인, 신규 파트너 가입 승인, 주요 의제 발굴 및 논의 등
을 위한 공식회의를 운영한다. 각 운영조직의 참여조건 및 세부 역할은 다음과 같다.
<표 4> CCAC 주요 조직별 참여 요건
주요 조직

참여조건

비

고

고위급총회

파트너 국가‧기관

작업반

파트너 국가‧기관

운영위원회

파트너 국가‧기관

⦁ 파트너의 동의하에 선출 및 구성

과학자문단

과학전문가

⦁ 파트너와 참여 여부와 상관없음

사무국

-

⦁ UN의 규칙에 따라 파트너가 고용한 인력을 활
용 가능(자원본사 기반)

1) 고위급총회(High Level Assembly, HLA)
고위급총회는 파트너의 고위급 관계자 회담으로 CCAC의 결정에 따라 최소 연1회
이상 개최한다. 고위급총회를 통해 연합 운영의 전략적 지침을 제공하고 기존 혹은
신규 이니셔티브 구성 관련 인식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한다.
2) 작업반(Working Group, WG)
작업반은 고위급총회 구성원을 포함한 CCAC의 파트너로 구성되며, 연합의 협력
활동을 감독한다. 작업반의 공동의장으로 연합의 결정에 의해 국가와 지역경제통합
기구 파트너의 대표 2인이 선출되며, 2년의 임기로 운영된다. 작업반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활동계획 및 자금조달 요청이 승인된다.
3)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SC)
운영위원회는 작업반 공동의장 2인, 연합의 결정에 따라 선출된 국가 및 지역경제
통합기구에서 선출된 여섯 명의 대표, 연합의 국제기구 파트너에 의해 선출된 두명의
국제기구 대표(의결권 없음, 2년 임기), 연합의 비정부 기구 파트너에 의해 선출된
2명의 비정부 기구 대표(의결권 없음, 2년 임기)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CCAC
사무국이 운영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4) 과학자문단(Scientific Advisory Panel, SAP)
과학자문단은 SLCP, 대기오염, 단기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이슈에 대해 연합의
결정으로 요청이 있을 경우,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해당 분야에서 가장 최근 발생한
과학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새로운 정보가 연합의 정책 혹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양한 완화방안에
따르는 비용 및 편익과 관련된 정보, 다양한 방식으로 SLCP를 감축하는 방안,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실무관련 질문에 자문을 제공한다. 과학자문
단은 최대 15명의 SLCP 전문가로 구성되며, 연합의 결정으로 선정된 후, 2년간의
임기를 갖는다. 연합의 결정에 따라 과학전문가가 추가로 선정되어 연합의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다.
5) 사무국(Secretariat)
UNEP는 CCAC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며, 연합이 결정한 다음에서 제시한 아홉
가지의 기능을 수행한다.
<표 5> CCAC 사무국의 역할
① 화상회의 및 워크샵 등 특별 활동 마련
② CCAC 관련 회의 주관 및 지원
③ 웹사이트, 기사 및 기타 수단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및 지원 활동 관리
④ 연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센터 역할
⑤ 연합의 결정으로 승인된 프로그램 및 기타 활동 수행
⑥ 파트너들과의 협의에 의해 연합의 승인을 위한 연합 활동 연간 예산 준비
⑦ 파트너들과의 협의에 의해 연합의 승인을 위한 연합 활동 연간 실무 계획 준비
⑧ CCAC 신탁 기금 및 연합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기타 자원 관리
⑨ UNEP와의 협의에 따라 연합이 결정한 기타 활동 수행

나. 이니셔티브 참여주체
CCAC 이니셔티브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크게 파트너, 실무자로 구분된다.
먼저 파트너(Partner)는 이니셔티브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 기획,
예산 관리 등 이니셔티브 활동을 총괄하는 리드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 실무자
(Actor)는 특정 이니셔티브의 세부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따라서 특정 기술 또는
경험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 또는 기관이 실무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 두 주체는
공식적인 승인절차를 통해 해당 이니셔티브의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권한을 갖는
시행자(Implementer)가 될 수 있다.

<그림 3> CCAC 이니셔티브 참여주체

1) 파트너(Partner)
파트너는 CCAC 협약(Framework for the Climate and Clean Air Coalition to Reduce
Short-Lived Climate Pollutants)에 따른 연합의 목적, 기능 및 활동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 연합의 모든 계획이 파트너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CCAC 측에서는 SLCP의 효과적
감축활동을 위하여 파트너로 자격이 되는 각국 정부, 지역경제통합기구, 정부 간 기구, 비정
부기구, 민간조직의 참여를 요청해오고 있다. 그러나 국가 및 지역경제통합기구가 또는 비
국가 파트너로 참여하는 경우, 절차와 요건상 <표 6>과 같은 차이가 있다.
<표 6> CCAC 파트너 참여 요건
구 분

공통
(국가‧·REIO /
비국가)

준비사항
[제출대상]
UNEP 사무총장(CCAC 사무국장에 사본 제출)
[신청서 내용]
1) 연합의 협약 지지
2) SLCP 해결을 위한 협약에 따른

활동 지지

3) SLCP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이거나 계획한 특정 활동 파악

신
청

[신청서 추가 기재사항]

서

1) SLCP 감축과 관련한 조직의 목표 및 역량
비국가

2) 연합의 임무에 기여하고, 목적과 계획을 수행하는 조직의 의지 및 역량
3) 조직의 국제활동 여부(특정 국에 국한된 활동 여부)
4) UN조직 기구 파견 또는 세계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 회원 혹은
UN 글로벌 콤팩트 참여여부

승

국가‧·REIO

신청서 제출 -> 사무국 신청서 검토 -> 국가·REIO 파트너 동의 (14일 이내의
이의제기) -> 사무국 승인 레터 발송 (문제 발생시 작업반 회의 회부)

인
신청서제출 -> 사무국 신청서 검토 -> 운영위원회에 신청서 배포->상임

절
차

비국가

위원회 권고 및 승인 -> 국가 및 REIO 파트너 동의 (14일 이내의 이의
제기)-> 사무국 승인 레터 발송 (문제 발생시 작업반 회의 회부)

* REIO(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 지역경제통합기구

파트너는 이니셔티브의 참여 수준에 따라 리드파트너(Lead Partner), 이니셔티브
파트너(Initiative Partner)로 구분할 수 있다. 리드파트너는 CCAC 관련 규정
(CCAC Initiative Model, Governance and Process)에 따라 승인 받은 파트너로,
하나 이상의 특정 이니셔티브에 대해 책임을 갖고 해당 이니셔티브 관련 모든 사안의
진행상황에 대해 CCAC를 대신하여 실행상황 및 과정, 보고 등을 조율하고 감독한다.
2) 리드 파트너(Lead Partner)
리드파트너는 CCAC 관련 규정(CCAC Initiative Model, Governance and
Process)에 따라 승인 받은 파트너로, 하나 이상의 특정 이니셔티브에 대해 책임을
갖고 해당 이니셔티브 관련 모든 사안의 진행상황에 대해 CCAC를 대신하여 실행
상황 및 과정, 보고 등을 조율하고 감독한다.
<표 7> 리드파트너의 책임
① 협력
- 사무국과의 연락 및 작업반회의와 고위급총회에서 이니셔티브를 대표하고, 가능한
많은 다른 파트너들과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효율적인 협조를 통해 이니셔티브 프
로세스가 이루어지도록 함
- 외부의 자금/공동자금 조달 성과와 이니셔티브 연계 및 다른 기존의 성과들과
의 시너지를 확보하는 관점을 포함
- 관련 CCAC 국가 전담자들이 그들의 국가에서 이행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을
알리도록 촉구
② 사업개발
- 이니셔티브의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 제시
- WG와 HLA에 의한 승인을 위한 이니셔티브 프레임워크 및 활동계획 제출
③ 모니터링
- 시행자의 CCAC 이니셔티브 프로세스와 CCAC 가시화 지침을 포함한 WG와 HLA
의 결정사항 및 CCAC 규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업무 이행 여부 확인
④ 보고
- 공식적인 보고와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한 WG와 HLA에 진행상황 보고, CCAC
본부나 파트너들의 정보 요청에 대응
⑤ 이행
- 이니셔티브의 시행자로 참여하거나 시행자 선정과 관련된 실사 추진
(이 경우, 리드파트너는 시행자 선정 의사결정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음)

또한, 리드파트너는 사무국과 함께 이니셔티브 기금 신청 및 기타 외부자금을 받아
추진하는 활동, 이니셔티브 추진계획 및 일정 등과 관련한 계획 등을 작업반 및 운영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니셔티브 사업 추진의 승인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리드
파트너가 되는 절차는 <그림 4>와 같다.

리드파트너
희망국/희망기관

요청서
제출

사무국

검토
의견

해당 이니셔티브의
기존 리드파트너
운영위원회

<그림 4> 리드파트너 선정 절차

3) 실무자(Actor)
실무자는 파트너는 아니지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CCAC의 특정 계획 또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별도의 절차에 따라 승인된 정부 및 정부 하위 조직,
비정부 기구 또는 민간 조직을 의미한다. 실무자는 시행자 선정 절차에 따라 이니
셔티브 실행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실무자로 활동하기 위하여 사무국 혹은 리드파트너에
①실무자가 되고자 하는 동기, ②전문분야 상세설명, ③참여 희망 이니셔티브 혹은
세부사업, ④담당자 정보 등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실무자의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실무자

문서제출

리드
파트너

실무자
참여 공지

사무국

파트너 및
사무국
의견수렴

반대시
작업반
회의에 회부

<그림 5> 실무자 선정 절차

4) 시행자(Implementer)
고위급 총회 및 작업반 회의를 통해 승인받은 사업제안서 관련 활동은 이니셔티브
리드파트너, 파트너, 실무자에 의해 수행될 수 있으며,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자를
시행자라 부른다. 시행자는 UNEP 규칙에 따라 선정되어야 하며, 사업제안서를 통해
시행자 선정절차 및 기본원칙(기관 정보, 전문성 및 경험 등)이 설명되어져야 한다.
시행자 선정절차는 사무국에서 검토한다. 작업반 회의에서 사업제안서가 통과된 이후에
시행자가 선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가 시행자를 검토하고 승인하게 된다.
시행자는 사업제안서에 따라 CCAC 신탁기금을 활용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사무국과
법적 계약을 체결하며, 이니셔티브 지지그룹(리드파트너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 시행자는 리드파트너와 사무국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 및 지역경제통합기구 파트너, 비국가 파트너, 실무자 간 이해관계(물질적 이익을
취하는 등)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시행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다. 이러한
경우, 리드파트너는 사무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하며 사무국은 본 서한을 운영위원
회에 송부하고 의사결정을 요청한다. 시행자 중 CCAC 기금을 활용하지 않는 리드파
트너, 파트너, 실무자가 있는 경우, 리드파트너와 사무국에 보고하고 긴밀한 협력관
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국내 CCAC 활동 현황
우리나라는 2012년 기후 및 청정대기연합(CCAC)이 출범한 후, 외교부 주도하에
공식 파트너로 가입하였다.(’12.12) 그리고 2014년 5월부로 환경부를 담당 부처로
등록하여 국가단위 공식 활동 대응 및 국내 참여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연구 주요 내용은 <그림 6>과 같다.
기초조사
CCAC 운영 체계 및 현황 조사
연도별 CCAC 논의동향 분석
우리나라 참여가능 이니셔티브 관련 국내 활동 현황
이니셔티브 별 특성 분석
국내 기술 및 정책·제도 조사
국내 참여가능 이니셔티브 및 기관 선별
CCAC 이니셔티브 국내 사업모델 개발
이니셔티브별 국내 사업모델 개발
국내 CCAC 공식 참여전략 수립

<그림 6> 연구 수행 절차

첫째, 구체적인 과업범위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조사를 실시하였다. 작업반회의,
고위급회담과 같은 주요회의 참석 또는 모니터링을 통해 기금 승인 현황, 이니셔티브
활동계획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고, CCAC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국내 참여가능 이니
셔티브의 업무 추진 현황을 파악하였다.
둘째, CCAC 이니셔티브의 활동 목적 및 성과 검토를 통해 국내 관련 활동 현황을
조사하였다. 활동 현황은 문헌조사, 개별면담, 자문원고 요청 등으로 실시되었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및 설문조사 실시를 통해 5개의 국내
참여가능 이니셔티브를 1차 도출하였다.
셋째, 수행중인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참여가능 이니셔티브와 해당 잠재 참여
기관을 최종 발굴하였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협의를 바탕으로 이니셔티브 별 사업
아이템, 사업유형, 참여모델을 선정하여 우리나라의 CCAC 이니셔티브 공식 참여를
위한 사업모델을 개발하였다.

Ⅲ. 향후 전망
CCAC 이니셔티브 참여를 통한 SLCP 감축사업은 공익성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물론 CCAC 측에서도 산업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수익사업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운영현황 및 성과를 고려해본다면, 공익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정부 또는 기관의 참여가 현시점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론과
진행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국내 일부 기관에서는 CCAC 이니셔티브 참여를
위한 공식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 중인 이니셔티브 및 기관 정보에 대한 세부
정보는 아직 공유될 수 없다. 하지만 공식 협의 후, 본격적인 이니셔티브 활동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국내 최초 참여사례로 소개될 수 있다. 그리고 활동을 통해 창출된
성과는 국내 타 기관들의 추가 참여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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