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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을 이용하실 경우
· 시청역 (1호선 / 2호선)에서 하차, 6번 출구에서 도보 1~2분 거리

버스를 이용하실 경우
· 시청 앞 정류소 하차 

[인천국제공항]
Kal 리무진
· 노선 : 시청행 / 소요시간 : 70분 / 운행간격 : 20분 / 요금 : 16,000원 (편도)
· 이용시간 : 04:47 ~ 22:35 (공항 → 호텔), 

05:00 / 05:20 / 05:40 / 06:00 / 06:25~18:30 (호텔 → 공항)

지하철
· 공항선 탑승 → 김포공항역 5호선 환승 → 충정로역 2호선 환승 → 시청역 하차

택시
· 소요시간 : 50 ~ 60분 / 요금 : 70,000원 (일반), 90,000원 (모범)

[김포국제공항]
공항리무진
· 노선 : 6001번 / 소요시간 : 50분 / 운행간격 : 30분 / 요금 : 7,000원 (편도) 
· 명동 이비스 호텔 앞에서 하차

지하철
· 김포공항역 5호선 탑승 → 충정로역 2호선 환승 → 시청역 하차

택시
소요시간 : 40분 / 요금 : 30,000원 (일반), 50,000원 (모범)

서울 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

Enhancing global efforts for the Post-2020 era : Towards 2℃ target



09:00-10:00 등  록

10:00-10:20

개회식

·개회사 : 이정섭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사진촬영

10:20-12:00

세  션 1

·신기후체제 (Post-2020)시대의 도전과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

좌장  이회성 (IPCC 부의장) 
패널  Emilio Sempris (파나마 환경부 차관)

Kilaparti Ramakrishna (UNESCAP 동북아사무
소장)
Rolf Schuster (주한 독일 부대사)
Tran Anh Vu (주한 베트남 부대사)
Youba Sokona (아프리카 기후정책센터 코디
네이터)
정태용 (연세대학교 교수)

12:00-13:30 오  찬

13:30-15:10

세  션 2

·지구온도 2℃ 상승억제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좌장  Emilio Sempris (파나마 환경부 차관)

연사  Frances Wood (주한 영국대사관 참사관)

David Mitre (멕시코 국립 생태 및 기후변화

연구소 과장)

Ritu Pantha (네팔 과학기술 및 환경부 과장)

15:10-15:30 휴  식

15:30-17:10

세  션 3

·신기후체제(Post-2020)에서 투명성 강화 및 이행점검 
메커니즘

좌장  김승도 (한림대학교 교수)
연사  정재혁 (GIR 선임연구원)

Li Peng (중국 Sino Carbon Innovation & 
Investment 과장)
Ajeya Bandyopadhyay
(인도 Ernst & Young LLP 부장)

17:10-17:20 폐회식

09:00-10:00 Registration

10:00-10:20

Opening Ceremony
·Opening Speech : Jeong-Seop Lee (Head of 

Environmental Policy office, 
Ministry of Environment)

·Photo Session

10:20-12:00

Session 1
·Challenges of the Post-2020 era and Establishing 

new global governance
Chair  Hoesung Lee (Vice Chair, IPCC)

Panelists  Emilio Sempris (Vice Minister, Ministry 
of Environment, Panama)
Kilaparti Ramakrishna (Head of office, 
UNESCAP)
Rolf Schuster (Deputy Head of Mission, 
German Embassy in Korea)
Tran Anh Vu (Deputy Chief of Mission, 
Vietnamese Embassy in Korea)
Youba Sokona (Special Advisor, South 
Centre, Mali)
Taeyong Jung (Professor, Yonsei University)

12:00-13:30 Luncheon

13:30-15:10

Session 2
·GHG reduction in order to stay below 2℃ of 

global warming
Chair  Emilio Sempris (Vice Minister, Ministry 

of Environment, Panama)
Speakers  Frances Wood (Economic Counsellor, 

British Embassy in Korea)
David Mitre (Chief,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and Climate Change, Mexico)
Ritu Pantha (Director,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 Nepal)

15:10-15:30 Coffee Break

15:30-17:10

Session 3
·Transparency enhancement and Implementation  

& compliance mechanism in the Post-2020
Chair  Seungdo Kim (Professor, Hallym 

University)
Speakers  Jae H. Jung (Senior Researcher, GIR)

Li Peng (Deputy Manager, Sino Carbon 
Innovation & Investment Co.,Ltd., China)
Ajeya Bandyopadhyay (Senior 
Manager, Ernst & Young LLP, India)

17:10-17:20 Closing Ceremony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 2010년 6월 15일 첫 출범 후 

국가ㆍ부문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온실가스 배출 산정과 온실

가스 감축 분석을 위한 싱크탱크로써 온실가스 관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관리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하고

개도국의 능력 제고를 위해「개도국 온실가스 모형분석 협력

포럼 (C2GMF)」,「국제 모형 컨퍼런스 (IMC)」및「국제 온실

가스 전문가 양성과정」등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매년 7월 서울에서 개최되는「국제 모형 컨퍼런스 (IMC)」는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모형 분석 전문가들의 감축모형 분석

방법론, 모범 사례와 한계를 공유하는 장으로 자리매김 하였

습니다.

금번「국제 모형 컨퍼런스 (IMC)」는“2℃ 목표를 향한 신기후

체제 (Post-2020)의 국제적 노력 증진”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신기후체제 (Post-2020)의 도전과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 두 번째 세션은 지구온도 2℃ 상승억제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마지막 세션에서는 신기후체제 (Post-2020)

에서의 투명성 강화 및 이행점검 메커니즘에 대한 심도 있는 논

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모형과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와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이번 논의의 장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유 승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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