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GCF launches Simplified Approvals Process for faster, simpler approval of small-scale

projects

GCF, 소규모 사업의 신속한 승인을 위한 간소화된 승인절차 개시
2017.11.11.본 – 녹색기후기금(GCF)이 지난 달 GCF 이사회 결정에 따라 지역의 기후 행동력
촉진을 위한 간소화된 승인절차(SAP)를 오늘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절차는 천만 달러 이하의
GCF 자금을 지원 받는 일부 소규모 사업에 적용되는 간소화 절차로, 특히 직접접근 기구의 사업
제안서를 지원하고자 한다.
GCF 이사회에서 군소도서국(SIDS)를 대표하는 페투리 에리사이아 사모아 대사는 “GCF 운영지침
요구에서처럼, GCF가 소규모 사업 재원접근을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오랫동안 지지해왔
다. 다른 모든 이사진과 GCF 사무국이 이를 현실화하는 데 보여준 신뢰와 지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대사는 SAP 운영개시가 발표된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3)
‘직접접근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GCF는 지난 1년동안 26.5억 달러의 GCF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으며, 그 중 6억 달러 이상의 사업은 이미 시행 중이다. 하지만 간소화된 승인절차는
특히 직접접근기구의 소규모 사업에 대한 빠른 승인을 위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SAP는 구비 서류 종류가 적고, 검토 및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어 감축・적응행동을 위한 GCF
재원 접근이 더 쉽고 빨라졌다.
이 절차에 해당하는 사업은 △변혁 잠재력과 함께 규모 확대가 용이해야 하며, △GCF 요청자금은
1천만 달러 미만이고, △환경・사회 위험 및 영향이 최소 수준이어야 한다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
해야 한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 GCF 이사회는 SAP에서 집행되는 GCF 자금의 50%를 직접접근기구에 할당
해야 한다
GCF 이사회 결정, 지원서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ESS) 가이드라인 등 SAP의 자세한 내용은
SAP 전용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sap@gcfund.or로 문의하면 된다.
UNFCCC COP23에서 이루어졌던 SAP 운영 개시는 COP23 의장이나 피지 총리안 프랭크
베니마라마, UNFCCC 사무총장 페트리샤 에스피노사가 지지를 표명한 가운데, GCF 이사진으로
자히르 파키르(남아공) 및 페투리 대사(사모아), 지구환경기금(GEF) 프로그램 과장 구스타포
알베르토 폰세카, 적응기금 매니저 미코 올리카이넨, GCF 사무총장 하워드 뱀지가 배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페투리 대사는 “SAP 개시는 나의 지역인 SIDS 국가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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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존의 GCF 승인 절차의 무결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GCF 자금지원 확보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원문출처= http://www.greenclimate.fund/-/gcf-launches-simplified-approvals-process-for-faster-simpler-approval-of-smallscale-projects?inheritRedirect=true&redirect=%2Fwhat-we-do%2Fnewsroom%2Fnewsstories%3Fp_p_id%3D101_INSTANCE_tLw79zWwerZZ%26p_p_lifecycle%3D0%26p_p_state%3Dnormal%26p_p_mode%3Dview
%26p_p_col_id%3Dcolumn2%26p_p_col_count%3D1%26_101_INSTANCE_tLw79zWwerZZ_delta%3D30%26_101_INSTANCE_tLw79zWwerZZ_keywords%3
D%26_101_INSTANCE_tLw79zWwerZZ_advancedSearch%3Dfalse%26_101_INSTANCE_tLw79zWwerZZ_andOperator%3Dtrue%
26p_r_p_564233524_resetCur%3Dfalse%26_101_INSTANCE_tLw79zWwerZZ_cur%3D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