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한 행동(조치)• 빠른 결과 • 다양한 유익

잘 관리된 도시는 기후와 건강 유익을 
누리며 폐기물 처리
이니셔티브

CCAC의 지방단위 고체 폐기물 이니셔티브(Municipal Solid Waste 
Initiative)는, 지역 및 국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생명이 짧은 기후 오염 물질
(SLCPs)을 포함한, 대기 오염 및 기후 배출의 감소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지역의 환경, 경제 및 건강상의 유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단기적으로 
온난화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CCAC가 이 엄무를 수행하는 이유
지방단위 고체 폐기물은 전 세계적으로 세번째로 가장 큰 인위적인 메탄 
배출 원천입니다. 이것은 또한 검은 탄소의 상당한 원천이며, 지역 대기 
오염에 기여합니다. 

많은 도시에서, 증가하는 폐기물 부담은 관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인간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폐기물 문제는 쓰레기 수거 및 폐기처리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거나 증가하는 
폐기물에 대처할 수 없는 도시화 지역 및 개발 도상국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CCAC의 엄무 수행 방법
전문가 및 정치 결정자들로 구성된 CCAC 그룹은 정부기관이 폐기물 
관리 계획, 평가, 타당성 조사를 개발하고 자금 조달 옵션을 식별하도록 
지원합니다. CCAC는 다음과 같은 조합으로 도시 요구에 대한 시도를 
조정합니다:

• 기술 지원, 교육 및 역량 구축
• 현지에서 적합한 솔루션을 식별하고 배출량을 추적하는 툴
• 피어 투 피어 학습 및 도시 멘토링.
• 모범 사례와 성공을 공유하기 위한 정보 교환

CCAC의 개방형 "Knowledge Platform"은 사례 연구 및 지침 문서와 같은 
자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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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로비의 케냐에서의 CCAC 업무 수행 사례 
케냐에서는, 국가 프레임 워크를 
활성화하고 국가 차원의 폐기물 규제 
및 관행을 용이하게 하는 국가 고체 
폐기물 관리(National Solid Waste 
Management)의 개발을 CCAC는 
지원했습니다.

귀하가 도울 수 있는 방법
많은 도시들이 이 작업을 복제하기 
위해 CCAC의 지원을 찾고 있습니다. 
귀하의 기부금으로 CCAC는 더 많은 
도시와 국가들이 SLCP 완화 폐기물 
관리 계획을 개발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기부자들과 조직은 또한 CCAC가 개발 
협력 파트너십의 방법으로 지원하려는 
계획을 구현할 수 있도록 CCAC와 
함께 활약할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상 

폐기물은  오픈  연소되고 ,  유해한 
다이옥신 ,  퓨란  및  검은  탄소를 
대기로  방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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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교환 프로그램:
상파울루(브라질)와 코펜하겐(덴마크)
비냐 델 마르(칠레)과스톡홀름(스웨덴)
칼리(콜롬비아)와 샌디에이고(미국)
나이로비(케냐)와 더반(남아프리카 공화국)
세부 시티(필리핀)과기타큐슈(일본)
뉴 델리(인도)과리우데 자네이루(브라질),
요하네스 버그(남아프리카 공화국)와 퀘존(필리핀)

CCAC 지방단위 고체 폐기물 네트워크
지방단위 고체 폐기물 이니셔티브는 도시, 정부, 조직 및 사적 부문을 통합하여 폐기물 부문에서 SLCP에 대한 조치를 
취합니다.

진보

30 도시 기본 폐기물 평가 및 16 도시 
폐기물 관리 작업 계획 완료

5 교육 및 네트워킹 이벤트에 총 70 도시 
참석

 도시 평가 툴, OrganEcs - 소스 분리 유기 
폐기물 관리를 위한 비용 추정 툴, 고체 
폐기물 배출량 추정 툴, 매립 가스 프로젝트 
스크리닝 툴, 재정 평가 툴 창출

다른 곳에서 채택되고있는 말레이시아 
페낭에 대한 결과에 기반을 둔 자금조달 
메커니즘 창출

나이로비에서 CCAC는 다양한 환경,  
경제 및 공중 보건 유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을 구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eThekwini(Durban, 더반)와 그들의  
폐 기 물  관 리  프 로 그 램 을 
알아보기 위해, 교환 프로그램을 
설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는 커버 자료의 
사용, 통제되지 않은 피커 및 현장 
운영자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는, 
실용적인 단계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오픈 
폐기장를 닫고 재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