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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공감을 위한 당신의 생각을 보여주세요!
- 기상청, 숫자를 활용한 ‘기후위기 홍보 아이디어‧공연 공모전’ 개최 □ 기상청 (청장 박광석)과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최동진)는

’

‘기후위기!

숫자로 소통하고 공감하기 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공동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로써 앞으로 수년간 전 세계에서
활용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1실무그룹 보고서」
발간 (8월 9일 잠정)에 맞춰 개최한다.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이번 공모전은 2030년 1.5℃ 도달, 2050년 탄소중립(0) 필요 등 기후
위기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숫자를 활용한 홍보 아이디어 및

(

)

홍보 공연 퍼포먼스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방법은

기상청 누리집 및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받아 6월

7 일(월)부터 7 월 4 일(일)까지 이메일

(iccakorea@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 수상발표는 7월 13일(화) 이후 기상청 및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누리집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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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된 작품은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각 부문에 대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시상한다 .

○

총상금은

620만

원으로,

△아이디어

부문 120만 원(5명 또는 5개 팀)

△공연 부문 500만 원(4개 팀)을 시상한다.

□ 특히, 공연 분야 수상자들은

」 발간

제1실무그룹 보고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기념 길거리 문화 행사(8월 9일 잠정)에서

직접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 박광석 기상청장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함께 가는 것이 필요
합니다.”라며 , “이번 공모전으로 많은 국민이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후행동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밝혔다.

□ 붙임: 1. 2021 기후위기 홍보 아이디어&공연(공모전) 공모전 포스터

2.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설명자료
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AR6 제1실무그룹 평가보고서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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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1 기후위기 홍보 아이디어&공연(퍼포먼스) 공모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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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설명자료

(설립배경)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
(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88년)한 국제기구

(역할)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등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되는
IPCC 평가보고서(AR: Assessment Report)를 5~7년 평가주기로 발간
※ 주요 국제협약이 채택되는 데 기여, 관련 공로로 노벨 평화상 수상(’07)

1차 평가보고서(’90)
⇓
유엔기후변화협약(’92)

▷

2차 평가보고서(’95)
⇓
교토의정서(’97)

▷

5차 평가보고서(’14)
⇓
파리협정(’15)

□ (성격)
- 스스로 연구하는 대신 기후변화 연구를 수집·평가하는 기구
- IPCC 보고서는 정책 관련성을 띠지만 권고·의무 사항은 아님.
- 전 세계 과학자가 자발적으로 IPCC 활동에 참여
- 195개 회원국 정부가 보고서 작성 및 승인에 직접 참여
□

(구조) 195개 회원국의 총회, 의장단*, 3개의 실무그룹(WG:
Working Group)과 1개의 태스크 포스(Task Force), 사무국으로 구성
* 현재 제6대 IPCC 의장으로 고려대 이회성 교수가 재임 중(’15.10.∼)

총회

총회에서 선출
(의장 1인 포함 총 34인), →
보고서 작성 총괄

제1실무그룹

제2실무그룹

(과학적 근거)

(기후변화 영향,
적응, 취약성)

← 195개 국가 정부대표단이 참석하는 최고 의결 기구,
평균 연 2회 개최

의장단

사무국

제3실무그룹
(기후변화 완화
(온실가스 감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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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CC 행정 담당,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

태스크 포스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선정된 전세계
← 전문가들이 보고서
작성

붙임 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AR6 제1실무그룹 평가보고서 설명자료

□ IPCC 보고서 종류

○ (평가보고서) 기후변화 관련 최신 연구들을 수집하여 그 내용을 평가하는
보고서로, 일반적인 IPCC 보고서가 이에 해당
- 평가보고서는 총 4종이며, 3종의 실무그룹(WG)별 보고서, 실무그룹별 보
고서와 특별보고서를 아우르는 종합보고서가 있음.
○ (특별보고서)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등과 연계하거나 특정 이슈
(토지, 해양 등)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되는 보고서
※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18)’가 대표적인 예시

○ (방법론보고서)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지침

□ IPCC AR6 제1실무그룹 평가보고서
○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로 전 세계에서 수년간 활용할 「제6차
평가보고서(AR6: 6 th Assessment Report)」가 2021~2022년 발간 예정
- 제1실무그룹 평가보고서는 과학적 근거 분야를 다루며, 평가보고서 4
종 중 가장 먼저 발간(’21년 8월)되는 보고서
- △과거~미래의 전 지구 규모의 변화와 전망 △기후 과정 이해
△전 지구~지역 연계 및 극한기후 평가 등 수록 예정

-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