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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ACTION(도시 행동(조치)) 
건강과 기후를 위해 
이니셔티브

CCAC의 건강 이니셔티브는 정부들이 기후 및 건강 혜택을 신속히 제공하고, 
관련 정책 부문의 연결과 시민들의 참여를 지원합니다.

CCAC는 현지 상황에 맞게 솔루션을 조정하여 현지 공기 질을 개선하고 
이러한 대책을 지구 기후 활동에 연결함으로써, 온난화율을 단기간내에 
감소함에 기여하는 것을 재인식합니다. 
 

CCAC가 이 업무를 수행하는 이유
오염된 공기의 미세입자에 노출되어 매년 7 백만명 사람이 사망합니다. 이들 
사망의 90% 이상이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발생합니다.

이를 유발하는 공기 오염물질과 기후 변화를 초래하는 온실 가스는 동일한 
원천을 가진 여러 곳에서 배출됩니다. 그러나 그 해결에는 기술 및 정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CCAC의 엄무 수행 방법
CCAC의 엄무는 2030년까지 WHO 공기질 가이드라인(WHO Air Quality 
Guidelines)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 지원을 구축하는 한편, 도시정부기관들이 
공기질과 기후 변화 완화를 정책에 통합하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CCAC는 결정권 소유자들에게 오염 물질과 가스가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어떻게 정치에 영향을 주는지 평가하고, 건강 평가를 추정하고, 정책 선택에 
따른 보건 비용과 유익을 계산하는 수단을 제공하여 장비를 갖추게 함으로써 
행동(조치)을 지원합니다.

가장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와 지역 및 국가 차원의 행정 정부를 
동원하여, CCAC의 #BreatheLife Action 플랫폼을 통해 행동(조치)에 
대한 공공 지원을 구축합니다. 

가정용 에너지

운송 시스템

농업에서 발생하는 
오픈 연소의 감소

CCAC는 다음 핵심  
분야에서 건강과 기후  
유익에 대한 도시 행동(조치)
을 지원합니다.

폐기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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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C 사무국
secretariat@ccacoalition.org
전화: +33 1.44.37.14.73

자세한 정보:  

ACCRA에서의 CCAC 사업 사례 
가나의 아크라 도시는 CCAC의 
#BreatheLife Action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폐기물 연소를 줄이고 
녹지 공간 개발을 촉진하도록 
사회공동체에 접근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신 가나 “공기질 관리계획” 
(“Air Quality Management Plan”)
은 연료 및 차량 배출 요구사항과 
더불어 국가 공기질 기준을 엄격히 
강화할 것입니다.

아크라의 노력을 후원하기 위해, 
CCAC는 시 정부와 협력하여 교통, 
폐기물 및 가구 에너지 시스템의 
보다 지속성있는 개발의 이점을 
평가하는데  활약하고  있으며 , 
정치가들에게  보건에  기반을 
둔  수단과  분석에  대한  교육도 
제공합니다.

ccacoalition.org/health

CCAC는 2 도시(아크라와 카트만두)
를 지원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입했으며 2억 7천 7백만 명이나 되는 
성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귀하는 재정적으로 CCAC를 후원하여, 
CCAC가 지원과 네트워크를 
확장하는데 기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호 기금 후원은 CCAC의 
활동과 연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우리 세계 일부에서는, 
심지어는 우리가 
요리하는 방식에서도, 
대기 오염을 건강 문제로 
우선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기에, CCAC는 
사람들을 일깨우고 행동 
(조치)해야 합니다.

모하메드 아드제이 소와 
(Mohammed Adjei Sowah), 

가나의 아크라 시장

귀하가 도울 수 있는 방법

BREATHELIFE 네트워크

63 
도시, 지역 및 국가

271 백만 
시민들이 영향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