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대의 글

올해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1.5°C 특별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C로 제한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정부 또한 재생에너지 3020 에너지 전환 정책을 비롯하여,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보완하고 국내 감축분을 32.5%로 상향조정 하였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와 더딘 에너지 전환 정책 이행으로 인해 국내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여전히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후 기후행동 파트너십 라운드테이블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방법론으로의 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참여를 제안하는 자리입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 모두가 참여하여 기후행동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협력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각 주체가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전환에 있어 현실적

인 문제점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를 위한 재생

에너지 확산의 과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이번 기후행동 파트너십 라운드테이블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참석등록 :  https://goo.gl/forms/AytEfFamKJLSf9z43

감사합니다. 

Climate Action 
Round Table



날짜: 2018월 9월 4일 화요일 14:00 - 18:00

장소: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실, 서울시 종로구 종로 38

주관: WWF(세계자연기금)

공동주최: CDP,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후원: 한국씨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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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14:00 ~ 14:15 개회사: WWF, CDP,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14:15 ~ 14:20 축사: 환경부

[발표 일정]

14:25 ~ 14:40 환경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방안

14:40 ~ 14:55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와 기업의 기후행동

14:55 ~ 15:10 WWF: 온실가스 감축 전략으로의 SBTi 

15:10 ~ 15:35 삼성전자: 삼성의 재생 에너지 선언까지의 여정

15:35 ~ 15:50 CDP: 국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현황 및 국내외 법•제도 동향

15:50 ~ 16:10 질의응답

16:10 ~ 16:25 다과

[토론]

16:25 ~ 17:45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 및 기후행동 주도를 위한 자유 토론

[폐회]

17:45 ~ 18:00 WWF Wrap-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