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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APRIL, 2014, TUESDAY

Time Program Speaker

0830-0900 Arrival of Guests and Registration

0900-0930
Opening Ceremony

Keynote Speech

President of KIHASA;
Dr. Nasir Hassan 

(World Health Organization Western Pacific 
Office)

0930-1000 HIA technical issues Michaela Pfeiffer(WHO)

1000-1030 HIA Guidelines in ADB 
Patricia Moser  

(Asian Development Bank)

1030-1100 HIA guidelines for developing countries
Peter Furu

(University of Copenhagen, Denmark)

1100-1130
IAIA perspectives on HIA practice   

presented by 
Richard Morgan

(University of Otago, New Zealand)

1130-1200 HIA in Pacific region
Jeffrey Spicket

(Curtin University, Australia)

1200-1300 Photo time & Lunch Break

1300-1330 To be decided Robert Bos(Former WHO)

1330-1400 Air quality and HIA Brian Cole(UCLA, USA)

1400-1430 Health Risk Assessment
Gabriel Gulis

(University of Southern Denmark)

제1절 건강영향평가 국제컨퍼런스 개요

❑ 주제: 건강영향평가의 현안과 정책과제

❑ 일시: 2014년 4월 29일-30일

❑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 주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기술협력기관 :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World Health Organization 

Western Pacific Region) 

⧠ 프로그램

건강영향평가 국제컨퍼런스 개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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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830

Country report

Cambodia

China

Indonesia

Lao PDR

Mongolia

Philippines

Republic of Korea

Thailand

Vietnam

HIA institutionalization and examples of 
HIA in relation to health equity in 

selected EU countries

To be decided

TWG members and Partners

Peter Gry
(Healthy cities network, Denmark)

Helen Brown
(Curtin University, Australia)

1900 Dinner

30 APRIL, 2014,   WEDNESDAY

Time Program Speaker

0900-0920
Opening remarks and presentation on 
reports of previous business meeting

Dr. Eun Jin Choi(KIHASA)

0920-1015 TWG Business meeting Ms. Siriwan Chandanachulaka

1030-1230
Recommendations and Comments of the 

Workplan of the TWG on HIA

Michaela Pfeiffer(WHO), 
Patricia Moser(ADB),

Peter Furu
(University of Copenhagen, Denmark),

Robert Bos(Former WHO),
Richard Morgan 

(University of Otago, New Zealand),
Jeffrey Spicket

(Curtin University, Australia),
Gabriel Gulis

(University of Southern Denmark)

1230 Closing and L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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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제목: 환경과 건강관련 지역 포럼 소개 및 제 3차 환경보건포럼의 성과

❑ 발표자: Nasir Hassan 

❑ 소속: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직위: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소 환경보건팀 팀장 (WHO 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 Environmental Health Unit)

❑ 국가: 말레이시아  

제2절 세계보건기구 지역환경보건포럼과 건강영향평가

1. 제 3차 환경보건포럼 개요

○ 참여국가(회원국 14개국) : (1) Brunei Darussalam, (2) Cambodia, (3) 

China, (4)Indonesia, (5)Japan, (6)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7) Malaysia, (8) Mongolia, (9) Myanmar, (10) the Philippines, (11) 

Republic of Korea, (12) Singapore, (13) Thailand, and (14) Viet Nam.  

○ 개최장소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 개최일시 : 2013년 9월 9일-10일

○ 주요 발표자

－ Wilfried Kreisel, PhD, Former Executive Director, Health and 

Environment, WHO/HQ, Geneva, Switzerland

 “The Strategic Alliance of Health and Environment - the 

cornerstone of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 Dr Maria Neira,  Director, Protection of the Human Environment, 

WHO Headquarters, Geneva, Switzerland

 “Global Updates on Environmental Health"

－ Prof Emeritus Dato' Dr Zakri Bin Abdul Hamid, Science Advisor 

to the Prime Minister of Malaysia

 "Why do Ecosystems Matter to Human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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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Srđan Matić, Coordinator, European Centre for Environment 

and Health,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Experience of European Environment and Health Process“

2. 쿠알라룸푸 회의결과

○ 거버넌스, 협력방식, 지속가능한 재정지원의 매커니즘에 대한 보고서 승인

－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전지구적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을 지향함

－ 전략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정책개발

－ 협력적인 액션을 위한 기반

－ 융통성과 대응성 구축

－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회원확대를 위한 여건마련

－ 회원국들이 인적자원과 기술적 자원과 재정적 자원에 기여할 수 있는 매커

니즘 개발

○ 기존의 헌장(Charter)을 협력방식(Framework for Cooperation)으로 명명함

－ 새로운 조직과 기능 구성

－ 과학패널 운영 및 별도의 지식네트워크 운영

－ 지역포럼(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의 회원을 증가시키는 매커니즘 도입

○ 쿠알라룸푸 선언문채택

－ 회원국들이 환경보건계획의 정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함

－ 환경보건포럼의 새로운 조직체계를 승인함기관간, 국가간, 지역간, 국제적 

협력을 강화함

－ 정부기관,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청년단체, 여성단체 등이 협력하여 주체

성과 공약을 주도함

－ UNEP와 WHO가 협력적인 지역사무국을 운영하는 것을 지속하도록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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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포럼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회원국과 단체에 요

청함

－ 지역환경보건포럼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기구 및 단체들이 연구 및 훈련센

터와 협력함

－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고 새로운 방향과 우선순위를 위해 협력함

○ 2016년 개최되는 제4차 장관포럼 주관을 필리핀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함

3. 환경보건포럼 개요

○ 환경보건포럼의 비전

－ 환경과 보건을 경제개발의 핵심에 두는 것을 지향함

－ 환경과 건강을 보호 및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시킴

○ 환경보건포럼의 목표

－ 건강과 환경문제의 우선순위를 발굴함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의사소통, 지식 및 우수사례공유

－ 연합적인 액션을 위한 매커니즘 개발

－ 환경과 건강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는 인적 물적 자원 활성화

○ 환경과 건강문제의 우선순위의 기준

－ 문제의 크기

－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

－ 근거기반 개입의 가용성

－ 사회경제적 개발에 주는 함의

－ 정치적인 민감도

○ 핵심과제 

－ 각 회원 국가들의 환경보건계획(National Environmental Health Action 

Plan) 개발

－ 환경보건국가프로화일(Environmental Health Country profiles)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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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데이터 시트(Environmental Health Data Sheets) 개발

－ 환경보건역량강화 : 연구, 훈련, 기술 및 자원의 공유

－ 지역적 국제적 협력강화, 파트너쉽 구축

○ 환경보건포럼의 조직도

〔그림 1-1〕 환경보건포럼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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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포럼의 협력모델

〔그림 1-2〕 환경보건포럼 협력모델

4. 2013년-2016년 환경보건추진계획

○ 국가별 환경보건정책을 쿠알라룸푸 선언문제 맞추어 조정함.

○ 국가별 환경보건프로화일개발, 환경보건 데이터 시트 개발

－ 국가별 상황에 따른 우선순위 반영

－ 역량강화 및 인지도 증대를 위한 우선순위

○ 위험요인 파악

－ 위해성평가 : 부루나이, 필리핀, 호주 등이 주도하여 연구함.

－ 건강영향평가 : 태국, 대한민국 등이 주도하여 연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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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응급상황에 대한 실험실 지원 : 태국, 일본, 대한민국 등이 협력하

고 ASEAN, EU 등과 협력함.

○ 환경노출에 관한 연구

－ 공기 질 : EANET ASEAN CAI 등 국제적인 네트워크 활용, 부루나이가 중

심이 되어 지역회의 개최

－ 물 위생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주도적으로 회의를 개최함.

－ 환경적인  방사선 : 말레이시아 및 일본이 주도하도록 함.

○ 산업보건 

－ 작업장에서 환경에 노출에 대한 연구를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에서 주도함.

－ 광산업과 관련된 독성학 : 몽고 및 중국에서 주도함.

○ 인구집단 및 건강영향

－ 기후변화와 건강 : 대한민국의 협조로 인도네시아에서 2013년 12월 

Thematic Working Group회의 개최

－ 어린이 환경보건 : 대한민국과 일본이 주도하여 회의개최

○ 다른 지역 및 국제기구와 협력

－ 사무국에서 European Environment and Health Conference, African 

Regional Environment and Health Conference 등과 연계

－ 사무국에서 연구협력지원

○ 이후의 일정

－ 2014년 8월 임시고위공무원회의개최 : 추진계획의 승인

－ 2015년 중 제8차고위공무원회의

－ 2016년 필리핀에서 제9차고위공무원회의 및 제4차 장관포럼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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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제목: HIA Technical Issues 

❑ 발표자: Michaela Pfeiffer 

❑ 소속: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 직위: Technical Officer, Department of Public Health, Environmental 

and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 국가: 제네바, 스위스 

제1절 건강영향평가(HIA) 기술적 이슈 논의

⧠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의 배경 및 목표

○ 건강영향평가(HIA)를 한 나라의 국가적 환경에서 활용하고 권장할 수 있는 근

거를 제공할 수 있음.

○ 특히 석유, 가스 및 광업 개발과 같은 채취 산업 국가에 적용됨.

○ HIA 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음 3가지 질문이 선행되어야 함.

－ HIA가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는? 

－ 의사결정 과정과 맞물려 HIA의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활용방법은?

－ 위의 상황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 체계 및 역량은?

○ 채취 산업 활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의 유입, 비공식적 경제의 활성

화, 토지사용의 변화, 환경파괴/오염, 강제 이주 등 환경적, 사회적, 조직적 요

인과 직결되어 있음.

○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중 누적된 결과 및 상승효과가 건강에 영향을 미침.

○ 국가보건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문가 발표 〈〈2



14 건강영향평가 국제 컨퍼런스 보고서

－ 서비스 수요의 갑작스러운 또는 일시적 변화(프로젝트 공사 단계, 이주노동자)

－ 보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 부족(핵심 역량, 시설/의약품/실험실, 예산)

－ 신규 서비스의 수요(화학사고 대응, 산업재해)

－ 채취산업분야 의사결정 과정 및 거버넌스에서의 참여 확대

⧠ 보건 지표 달성의 궁극적 목표

○ 프로젝트와 정책 단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건 (건강 형평성 포함) 이슈가 

충분 고려되는 것

○ HIA는 이를 위해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 건강영향평가(HIA) 의 효과적 사용

○ 건강영향평가를 정책 단위에서 다음과 같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특정 산업/분야의 개발에 관련한 보건 영향을 조감할 수 있음(인구 집단에 

미치는 영향). 

－ 필요한 개입 프로그램, 시스템 및 역량 진단

－ 산업, 정부, 지역사회 관계자들 및 파트너의 참여 유발

－ 고위급 전략 (광업과 보건 이슈) 의 성과물로 활용

○ HIA 은 전략적으로 정책 및 프로젝트 단위에서 활용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환경 조사 시, 전략적 환경평가(정책) + 환경 영향평가(프로젝트)로 

나뉘어 도입될 수 있음

⧠ 사례: Alaska Oil Fields (National audubon Society v. Kempthorne 2006)

○ 2006년 알래스카 유전 개발 시, 환경영향평가에 더불어 건강영향평가를 통합

적으로 실시함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에게 미칠 환경 및 건강 영향에 

대해 분석함.

○ 소수민족의 자급자족 문화가 주민의 50% 이상의 식생활이 수렵, 낚시,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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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잡이로부터 오며, 유전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가 지역 주민

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함.

○ 건강영향평가의 결과로 미국 상소법원에서 추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지역의 유전 및 가스 개발을 10년 후로 연기하였음.

⧠ HIA를 위해 필요한 조직 및 역량

○ 정책적 요건

○ 탄탄한 정보 및 근거 기반 (연구)

○ 수행 절차

○ 지속적 역량 개발

○ 기준/HIA 질적 기준

○ 주요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 구조 

○ 독립적 모니터링 평가 기능

○ 자격을 갖춘 실무자 그룹

⧠ HIA를 의 한계점

○ 환경영향평가의 지침에 건강에 대한 조항이 분명히 있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건강이슈가 언급되지 않음.

○ 건강영향평가가 근무 조건, 재정착 이슈와 같은 사회 이슈와 별개로 고려가 됨

○ 질적 평가에 건강영향이 포함되어야 함.

⧠ HIA 정책적 시사점

○ HIA 가 잘 활용될 수 있는 요인들을 국가, 지역,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하여서 

시스템적인 지원이 요구됨.

○ 예를 들어, 학계와 연구기관과 필요한 근거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 시스템 안에 

공중보건의 기능을 포함하여 HIA를 공식적 학과과정 (석사) 에 포함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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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제목: Risk Assessment from Policy to Impact Dimension (RAPID) 

❑ 발표자: Gabriel Gulis

❑ 소속: 남부 덴마크 대학(University of Southern Denmark) 

❑ 직위: Associate Professor, Unit for Health Promotion Research 

❑ 국가: 덴마크

제2절 정책에서 영향까지의 위험 평가

   

⧠ Risk Assessment from Policy to Impact Dimension (RAPID) 배경 

○ 건강영향평가 (Health Impact Assessment) 는 통상적으로 심사/조사, 검사, 

위험 평가, 의사 결정, 모니터링 평가의 단계를 포함하며 프로젝트의 위험 요

소를 찾아내는 과정에 용이하게 쓰임.

○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정량적 정성적 접근을 통합한 방법으로 위험 평

가를 실시하는 것이 각종 위험을 예측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됨.

○ HIA가 정책의 영역에서 활용될 때 위험 요소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신생 국가 및 EU 근접국가 대상 건강영향평가 (HIA NMAC)” 프로젝트 수행 

중 정책의 건강영향의 위험 요소를 평가 하는 방법과 노하우가 결여되어 있다

는 점에서 RAPID 가 도입됨.

⧠ APID 의 목표

○ RAPID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정책 관련 보건 위험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방

법론적 지침을 개발하여 사례 연구나 유럽공동체 정책에 활용하는 것

○ 정책, 건강영향요인, 건강성과를 아우르는 건강 영향의 “전체 사슬 (Full 

Chain)”의 원인 통로를 분석하여 위험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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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l Chain Methodology (전체 사슬 방법)

  

〔그림 2-1〕 Full Chain Methodology 방법

⧠ 방법

○ 각 파트너는 한 나라의 정책을 선택하여 다음의 두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함.

－ Top-down Approach(햐향식 접근법): 정책이 건강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위험 요소의 발생율과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추가로 검토함.

－ Bottom-up Approach(상향식 접근법): 건강영향으로부터 시작하여 정책

까지의 영향을 분석함.

○ 경험을 토대로 취합된 평가지침서를 개발하여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정책 (유럽연합 (EU) 보건 정책) 에 시험 적용

○ 개발된 평가 방법을 국가 전문가들 대상으로 훈련 워크샵을 실시함.

○ 프로젝트 수행 시 다음의 방법을 주로 사용함: 정책 분석, 프로젝트 회의, 표적

집단면접(Focus Group Discussion), 데이터베이스 조사, 워크샵  

Policy(정책)

Social Determinants 
(사회적 요인)

Alcohol Consumption
(음주)

Liver Cirrhosis
(간경화증)

Different Sectors and Policies
(다른 분야 및 정책)

Different Determinants
(다른 요인들)

Different Population
(다른 인구 집단)

Risk Assessment, Perception, 
Communication, Management

(위험 평가, 인식, 전달, 관리)

Risk Assessment, Perception, 
Communication, Management

(위험 평가, 인식, 전달, 관리)

Risk Assessment, Perception, 
Communication, Management

(위험 평가, 인식, 전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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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 정책과 건강영향 전체 사슬의 범위를 포괄하는 상향식, 하향식 위험평가를 위

한 시험 테스트(Pilot test) 방법을 개발하고 보편적으로 활용 가능한 평가 방

법을 도출함.

○ 전체 사슬 접근법

－ Top-down Approach(햐향식 접근법): 정책 레벨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영향평가에 해당됨.

－ Bottom-up Approach(상향식 접근법): 특정한 건강/보건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시작하여 의제에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됨.

○ EU 보건 전략의 정책 평가 사례 연구를 개발함.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국가 단위에서 정책입안자들은 정량적 결과 및 지표를 중요시 함.

○ 정량적 결과는 정책-요인, 요인-위험요소를 분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됨.

○ 정량적 결과를 포함하여 지침서를 시험 테스트 해보는 것은 필수적

○ 참고: “Population Health Impact of Policies” 

                   http://link.spinger.com/book/10.1007/978-1-4614-8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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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제목: HIA Guidelines for Developing Countries

❑ 발표자: Peter Furu

❑ 소속: 코펜하겐 대학교(University of Copenhagen) 

❑ 직위: Senior Advisor, Environmental Health and Health Impact 

Assessment, Department of International Health

❑ 국가: 덴마크

제3절 개발도상국을 위한 건강영향평가 지침사항

⧠ Health Impact Assessment Guideline 배경

○ 2014년 건강영향평가의 25주년을 기념

○ 1989년-1993년 WHO/FAO/UNEP/UNCHS 전문가 패널의 “벡터제어를 위

한 환경관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된 지침서로부터 유래

○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의 방법 및 접근법을 

시초로 1960년대 말부터 건강영향평가 및 각종 영향평가 분야의 발전으로 이

어짐.

⧠ 도전과제

○ 25년의 건강영향평가의 수행 이래, 공통된 기준 및 지침을 가지고 활용되는 표

준화된 지침서가 없음.

○ 지침의 다양성이 영향평가의 효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건강의 악영향

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가? 

○ 다양한 지침이 지속적인 영향평가의 역량강화 노력에 장애물이 됨.

○ 영향평가 업무를 간소화하며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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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영향평가에서 고려되어야 할 특징

○ 건강영향평가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HIA 절차와 방법을 숙지한 숙련된 관

리자 및 실무자가 필요함.

○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용자들 (잠재적 훈련 대상) 을 참여시켜야 함

－ 관리자 (다양한 분야 포함)

－ 발의자/발제자 (프로젝트 발제자)

－ 대출자 (후원자, 자금 제공자, 은행)

－ 평가자 (컨설턴트)

－ 지역사회 그룹

○ 건강영향평가의 다양한 범위

－ 급속 (미니) - 책상 업무 (일 단위)

－ 표준 – 중간 (주 단위)

－ 포괄적 – 전면 조사 (월 단위)

○ 수행 단위

－ 전략적 단위 (정책; 전략; 계획)

－ 프로젝트 단위 (프로그램; 프로젝트)

○ 법적 근거

－ 독립적 / 통합적

－ 필수적 / 의무적

○ 사용 행정 범위

－ 국경을 초월한 / 지역적인

－ 국가의

－ 주/지방

－ 시/군/구 등의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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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자치제 (지역)

○ 지리적/사회경제적인 초점

－ 고소득 국가 vs 저소득/중간소득 국가 (선진국 vs 개발도상국)

○ 주제/테마별 초점 (예시)

－ 기후변화

－ 채취산업

－ 수자원개발

－ 운송

－ 농업

－ 건강/보건

－ 재생 (e.g. 도시개발)

⧠ 건강영향평가의 향후 접근성/방향

○ 포괄적인 건강영향평가의 지침서는 다음과 같은 초점을 포함해야 함.

－ 절차(프로젝트 스크리닝/검진, 분류, 범위 설정, 건강영향평가 전면 조사, 

보고, 협상, 디자인 조정/조율, 공중보건 실천계획)

－ 방법론(재난 판정, 취약계층 발견, 위험요소 분석, 건강/보건 성과의 변화, 

보건 위기 관리)

－ 방법(질적, 양적)

○ 현대화된 지침서는 전자 책 (E-book) 과 WIKI를 활용할 수 있음.

○ 스마트폰이나 타블렛 앱을 통해 필드에서의 활용할 수 있음.

○ 훈련 과정을 개발하는 사람들과 지침서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협력해야 함.

○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이 문제해결 혼합형 수업 (Problem-based Blended   

Learning) 또는 문제해결 E-학습 (Problem-based E-Learning) 의 방법을 

포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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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 강의, 가상 현장 학습, 교실 접근법, 사례 중심 학습법을 활용할 것을 권장

⧠ 결론

○ 전 세계적으로 활용 가능한 일반적이고 표준화된 국제평가기준/지침(국제적인 

인가와 허가를 획득한)을 사용하여 현대적인 역량강화 방법을 보편화시키는 

것이 영향평가의 향후 방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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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제목: Impact Assessment Capacity Building: Lessons from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IAIA)

❑ 발표자: Richard Morgan

❑ 소속: 오타고 대학(University of Otago, New Zealand)

❑ 직위: Professor of Geography 

❑ 국가: 뉴질랜드  

제4절 영향평가 역량개발: IAIA에서의 교훈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IAIA) 소개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IAIA) 는 미국에서 교

육자선단체로 등록되어 다음의 역할을 함

－ 각종 영향평가를 지원하고 홍보

－ 영향평가의 표본 및 성공 사례를 공유함으로 주요 원칙, 지원 자료를 제공

－ 국내,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실무자를 지원

－ 영향평가의 수준을 향상시킴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IAIA) 와 역량개발

○ 1990년대부터 IAIA에서 역량개발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 정기적인 역량개발 활동:

－ 컨퍼런스 사전 훈련 (1-2일 일정)

－ 통상적으로 15-30명을 대상으로 8-12 과목 수강 가능

○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외부 지원금에 의존

○ 제휴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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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프로그램

○ 역량개발 수당 (Capacity Building Stipend)

－ 광범위한 프로그램, 다양한 자금 출처(e.g. “네덜란드 보조금 (1998- 

2002),” 스웨덴 지원 보조금, “개발을 위한 석유” NORAD(North American 

Aerospace Defense Command 북미 항공 우주 방위 사령부) 지원 보조

금, 기타 정부 산하기구 지원금(GTZ; NZAID), 개인 후원금)

○ CBBIA-IAIA 프로그램: 생물 다양성 영향 평가 

○ China SEA 과목: 원격 학습 코스, 전략적 환경평가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및 

자원

⧠ IAIA 의 장점

○ 중립적이지만 국제기구/국내단체들과의 연계가 긴밀한 비정부기구 (NGO) 로

서의 장점

○ 경영 전문 지식: 검증된 프로그램 관리/경영

○ 향후 강사로의 접근성: 학계, 실무자, 역량평가 전 영역, 이론/연구 및 실무 경

험 기반, 실제 예제로의 접근성

○ 미래의 역할: 조정자 역할, 다양한 기관들의 정보공유 센터로 활용가능, 중복

을 피하고 다양한 노력을 조율할 수 있음.

⧠ 건강영향평가 역량개발 함의점

○ 다양한 지역에 훈련/역량개발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 훈련 및 자원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중복을 최소화하는 것의 어려움.

－ 중앙에서의 관리, 최선의 자원 (인력, 재원) 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제언함.

－ IAIA 방식의 기관만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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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필요를 채우기 위한 다양한 모델

－ 정기적 훈련에 외부 강사 초빙: 저렴하지만 옵션이 제한적임.

－ 외부 자원 활용 고려 (원격 학습, 강사 훈련, 공통 교육과정): 고비용, 대상 

집중적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훈련, 기관 개발, 정보 생성/보관): 고비용, 전체 시

스템적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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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제목: The Challenge of Establishing Health Impact Assessment 

for the Improvement of Global Health 

❑ 발표자: Jeffery Spickett 

❑ 소속: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직위

 - Professor, Department of 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Health 

School of Public Health in Curtin University

 - Director, WHO Collaborating Centre for Environmental Health Impact 

Assessment

❑ 국가: 호주  

제5절 건강영향평가(HIA)의 국제적 적용 및 당면과제   

⧠ 건강영향평가(HIA) 도입 필요성

○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는 개발 및 발전과 

관련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측하는 평가과정이며, 많은 국가

에서 법제화되어 개발 및 발전 사업 착수 시 환경영향평가(EIA)를 수행하고 있음.  

○ 건강영향평가(HIA)의 도입

－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및 발전 사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대로 평

가하지 못함.

－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87년부터 WHO는 건강에 끼치는 다양한 환경적 요

인들에 대해 평가하는 건강영향평가 개발 착수, 각국에 건강영향평가(HIA) 

도입 촉구

⧠ 건강영향평가(HIA) 수행 사례: 서 호주지역 Esperance 항구의 건강영향평가(HIA)  

○ Esperance 항구에서 2006년 ~ 2007년 사이 수천마리의 새가 떼죽음을 당

함, 이에 지역정부는 즉각 조사에 착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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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영향평가(HIA) 수행 

－ Esperance 항구의 환경조사 결과 항구 주변 마을이 납 먼지로 심각하게 오

염되어 있음을 밝혀냄.

－ 원인: 2005년부터 광산에서 채취한 탄산납(lead carbonate)을 도로로 수

송하고(400km 반경), Esperance 항구를 통해 수출 및 보관해왔던 것이 

주원인이었음.

－ Experance 항구주변 지역사회에 사는 아동들의 혈액에서 5μg/dL의 납이 

검출됨, 납은 아동의 지적발달에 매우 치명적임,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건강영향평가(HIA) 결과

－ Esperance 항구 주변 지역사회 청소 및 정화작업: 항구주변, 우수

(rainwater) 정화조, 공원 및 가정집 청소 및 정화작업 실시 

－ 탄산납 먼지발생 최소화를 위해 탄산납 운반 시 수송 트럭 및 배의 탄산납 

수송공간밀폐 의무화, 항만규정 강화 및 탄산납 저장고 주변 납 배출기준 

강화 

－ 지속적인 아동 건강 검진 및 환경 모니터링 실시 

○ 건강영향평가(HIA)의 중요성 부각

－ 환경영향평가(EIA)가 간과한 중요한 영역: 국민의 건강에 끼칠 주요 영향, 

향후 질병발생 및 건강손실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함.

－ 사전에 건강영향평가(HIA) 수행 및 보건당국의 적절한 대처가 있었다면 충

분히 막을 수 있는 피해였음.

－ 정부의 보건국과 환경국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성, 건강영향평가(HIA)와 관

련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 진행 

⧠ 미래를 위한 예측도구로써의 건강영향평가(HIA)  

○ 신개발계획, 정부 정책 및 계획이 건강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측정도구

임: 사업 및 정책의 계획단계에서 건강에 미칠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예

측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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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요소 및 측정요소가 통합되어 있음, 현재 수행하고 있는 다른 평가들과 통

합 가능

○ 건강형평성에 초점을 둠: 건강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 아젠다 설정

○ 정책 입안자 및 이해관계자를 위하여 예상되는 건강결과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에 기반한 제언 도출

⧠ 건강영향평가의 국제적 적용 예: 적도 원칙(Equator Principles)

○ 개발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을 관리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2003년에 세계 10대 은행들에 의해 

개발됨.

○ World Bank와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의 정책과 가이드

라인에 기반하여 만들어짐, 2013년 현재, 전세계 30여개 , 80여개 금융기관에

서 차용함.

○ 적도원칙(EP)의 목표: 개발 사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환경적으로 끼칠 영

향 및 피해를 적합하게 관리하도록 유도   

○ 적용방식: 개발 사업에 대해 적도원칙을 반영하여 측정하고, 요구사항을 충족

시키지 못했을 때, 투자 및 자금지원 철회 -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해 사전적으

로 평가하고, 사회 및 환경에 미칠 영향력에 따라 개발사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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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적도원칙(10 Equator Principle)

 1. 검토 및 범주화(Review and Categorisation)
 2. 사회적 평가 및 환경적 평가(Social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3. 적용가능한 사회적 기준 및 환경적 기준(Applicable Social and Envi-
    ronmental Standards)
 4. 실행계획 및 관리시스템(Action Plan and Management System)
 5. 자문 및 대외공개(Consultation and Disclosure)
 6. 분쟁 조정(Grievance Mechanism)
 7. 제 3자 검토(Independent Review)
 8. 서면계약(Covenants)
 9. 제 3자 모니터링 및 보고(Independent Monitoring and Reporting)
10. 적도원칙 적용보고서 보고 (EPFI Reporting)

위험순위(Risk Ranking) 관리 기준(Management Criteria)

매우 높음(Extreme) 잠재적으로 수용 불가능함, 개정된 계획안 필요

높음(High) 주요 관리감독 필요

보통(Medium) 관리 필요

낮음(Low) 약간의 관리가 필요함, 일상적 통제 필요

매우 낮음(Very Low/Negligible) 관리가 불필요함

〔그림 2-2〕 10개 적도원칙 

  

⧠ 건강영향평가(HIA)의 위험 평가(Risk Assessment)

○ 건강영향평가(HIA)의 위험평가(Risk Assessment)는 특정 정책이나 개발사업

의 계획단계에 지역사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잠재적인 부정적 요소 및 결과

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정책결정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됨. 

○ 위험평가 기준(Risk Assessment criteria):   

－ 위험요인의 수용가능성

－ 위험 규모의 관리 및 완화 요구 

－ 위험 측정단계에서 건강위험요소들의 세부적 평가

<표 2-1> 위험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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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방식: 특정 정책이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각의 활동들에 대하여 지역사

회에 끼치는 단기적, 장기적 건강영향에 대해 다각적으로 평가(특정질병 발생, 

만성질환 유병률, 사망률 등), 위험도를 측정하고 위험순위를 매김, 발생 가능

성과 합산하여 최종 결과 도출

○ 건강결과에 대해 자세한 분석이 가능, 해당지역의 정책, 시스템, 문화 등 매개

효과에 대한 측정도 동시에 진행하여, 개발계획 자체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방향 및 보건의료 시스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침, 지역사회건강에 가장 긍정적

인 방향으로 개발계획이 수행되도록 함.

⧠ 정책적 제언

○ 건강영향평가(HIA)를 수행을 위한 지역 역량개발이 필요함.

○ 정책결정과정에 건강영향평가(HIA)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높은 수준의 협력(Partnership)이 필요함.

○ 정부 다부처간 소통증진 및 협력이 필요함.

○ 건강영향평가(HIA)의 법제화의 장점을 적극 반영하고, 건강영향평가(HIA) 수

행과정 상 다른 제도와의 통합 부족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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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제목: The Challenge of Establishing Health Impact Assessment 

for the Improvement of Global Health

❑ 발표자: Robert Bos

❑ 소속: International Water Association(IWA)

❑ 직위: Senior Advisor of the International Water Association(IWA)

❑ 국가: 네덜란드  

제6절 건강영향평가(HIA)와 2015년 개발 아젠다  

⧠ MDG(Millenium Development Goal, 새천년 개발목표) 

○ 2000년 9월 UN 새천년 정상회담에서 채택됨

○ 2015년까지 성취 가능한 8개 목표, 18개 세부목표, 48개 측정지표 제시; 정부

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방향성 제시

○ 국제개발과 관련하여 최우선 목표에 대해 천명,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 

○ “건강”이 개발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함의를 이끌음.

○ 새천년 개발목표(MDG) 달성에 있어 일반적인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및 건강영향평가(HIA)부분이 반영되지 못함, 국제개발의 목표 달성여부 측정

에 건강영향평가(HIA) 반영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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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목표 세부 목표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1일 소득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비율 및 기아 인구비율
을 절반으로 줄임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전 세계 아동이 초등교육 과정을 마치도록 함

  양성평등 증진 및 여성권리 신장 모든 교육과정에서 성별 간 차이 박멸

 영유아사망률 감소 5세 이하 영유아 사망률 3분의 2로 감소

 모성건강 증진 산모 사망률을 4분의 3으로 감소

 에이즈(HIV/AIDS), 말라리아 및 
 주요 질병 퇴치 

HIV/AIDS 확산방지 및 확산 감소, 말라리아 및 주요 질병발생 
억제 및 감소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
지속가능한 개발원칙 각 개발국가의 정책 및 프로그램화, 환경자
원 손실 보전, 안전한 식수 및 기본 위생환경에 접근할 수 없는 
인구비율 절반으로 감소, 1억명 슬럼거주자들의 생활여건 개선

 개발을 위한 전세계적 협력관계 
 구축

개방적, 원칙기반, 비차별적 무역시스템 및 금융시스템 발전 및 
선정과 가발, 빈곤 퇴치에 관한 국가적 및 국제적 공약 수립, 최
빈국 및 개도국의 특별 수요 수용, 최빈국 및 개도국 수출품 관제 
및 수량제한조치 면제, 최빈국의 부채경감 및 국가채무 면제, 개
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적극 지원 등

<표 2-2> 새천년 개발목표(MDG) 주요목표 및 세부목표(요약)

자료: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14.11.26. www.undp.org/content/un
dp/en/home/mdgoverview.html.에서 2014.11.26. 인출(재정리)

⧠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설정을 위하여 UN은 Rio+20 국제회의 개최

－ Post-MDG로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 천명

－ MDG가 저소득국가에 집중된 개발의제인 반면, SDG는 지속가능한 발전원

칙을 통해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개발의제임.

○ Rio+20 회의의 주요 의제

－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고 빈곤을 완화하는 녹색경제(green economy) 

실현 가능성 탐색

－ 지속가능한 개발(SDG)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국제적 협력을 유도하

기 위한 지원기관의 설립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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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o+20 회의 주요 의제와 관련된 주요 목표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치적 노력 및 헌신 재개 

－ MDG의 개발목표의 진척상황과 수행사업 간 간극 측정

－ 새롭게 제시된 도전과제 파악

○ 보고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 발간

－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대한 192개 국가의 정치적 참여 및 헌신 결의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강 및 보건의 중요성 강조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상 및 강조

 개발의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

성을 언급

 건강 자체가 의사결정이 기준이 되지는 못함, 건강영향평가 반영 누락

○ UN 고위급 회담(High-level Panel) “향후 2015 개발 의제(Post-2015 

Development Agenda)”  보고서 발간

－ 새로운 전 세계적 협력관계 구축, 빈곤 퇴치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끄는 

경제체제로 전환

－ 개발 사업 및 세부 프로그램의 사회적, 환경적 영향의 측정 강조

－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사회․환경적 결정요

인의 관리를 통한 건강 증진 및 보호에 대한 언급 누락

○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에 건강영향평가를 반영하기 위해 다음의 요소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를 달성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및 세부 사업들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고안되게 할 것 

－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를 달성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및 세부 사업들의 

잠재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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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이 모여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 의제에 대해 토론하는 개방적 실무그

룹(Open Working Group)에 지속적인 설득작업 필요, 건강영향평가(HIA)

가 향후 개발목표에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책적 함의

○ 국가적 수준

－ 국가의 보건정책 담당부서가 개발목표에 건강 및 보건목표가 적극 반영되

도록 영향력 행사

－ UN 총회에 참석하는 외교 담당자가 건강영향평가(HIA)를 적극 주창하도록 함.

○ 국제적 수준

－ 아세안(ASEAN)과 같은 국제적 단체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 회

의 의제에 건강영향평가(HIA) 상정 

－ UN의 주요 회의 때 건강영향평가(HIA)를 지지하는 NGO를 참석하도록 하

여 건강영향평가(HIA)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함.

－ 추후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 회의 때, 개발과 협력 담당자를 통해 건강

영향평가가 회의 안건으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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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제목: Air Quality and HIA 

❑ 발표자: Brian L. Cole

❑ 소속: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직위: Project Manager,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in UCLA Fielding School of Public Health

❑ 국가: 미국 

제7절 대기오염에 관한 지역적, 국가적, 전세계적 건강영향평가(HIA): 

연구에서부터 실행 가능한 정책 관련한 정보까지 - UCLA 건강

영향평가 사업을 중심으로  

⧠ 대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사업

○ 대기오염은 건강영향평가(HIA)에서 많이 논의되는 영역 중 하나임.

○ 대기의 질 및 대기오염과 직접적이고 명확한 관련이 있는 사업 및 정책

－ 전기발전 사업(예: 화력 발전소의 화석연료사용)

－ 교통, 수송 관련 사업 및 정책(예: 대중교통 이용 증진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

－ 광산(채굴), 석유, 천연가스 생산 시설의 메탄, 황화수소, 휘발성 유기화합

물(VOC)의 배출 

○ 대기의 질 및 대기오염과 불명확한 관련이 있는 사업 및 정책

－ 도시 재개발 사업 및 정책 및 주택건설 정책(통근거리 확장에 따른 자동차 

사용의 증가, 실내 공기오염)

－ 고형폐기물 관리 사업 및 정책(재활용 공정 시 유독성 오염물질 배출, 디젤

기관 유해물질 배출, 메탄가스 배출, 재생물질의 국제적 교류에 따른 직접

적 혹은 간접적인 대기 오염물질 배출)

－ 농업(대지로부터의 먼지, 축산시설로부터의 메탄가스와 먼지)

－ 수도관리 및 물 관련 정책(도시와 농업지역의 물 관리 정책에 따른 에너지 

사용과 그로 인한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막화 지역으로부터의 황사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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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영향평가(HIA)는 다양한 영역의 프로젝트와 정책들이 대기오염과 대기의 

질에 잠재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밝힘.

○ 건강영향평가(HIA)에서 지정한 일반적인 공기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음.

－ 분진(PM10, PM2.5, UFPs), 산화질소, 오존,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납, 수은, 비소 등, 유독성 가스(H2S 등), 온실가스(CO2, 메탄) 등

⧠ 대기 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폐암 및 호흡기 관련 질환

○ 대기오염 및 대기오염 악화로 인한 심혈관질환 

○ 천식, 폐색성 폐질환 및 호흡기 관련 만성질환

○ 제 2형 당뇨병,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가능성 증가에 기여

○ 대기오염관련 질환 발병으로 인한 2차적 영향: 근무일수 및 학업 손실, 사회적 

고립, 우울 및 불안 등

⧠ 대기의 질 영향평가와 관련한 건강영향평가(HIA) 당면과제

○ 대기오염 노출 여부와 정도 및 건강결과와 관련한 불확실성

○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련 예측모델 및 기타 예측모델의 불확실성

○ 다른 종류의 영향력을 받는 다양한 인구집단에 대한 영향력 정도 파악

○ 다른 종류의 위험요소에 대한 비교

○ 다양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 정책 대안들 간의 비교

⧠ UCLA의 건강영향평가(HIA) 프로젝트

○ 2001년부터 UCLA 보건대학원(Field of Public Health) 산하 건강향상센터

(Center for Health Advancement)에서 다양한 HIA 프로젝트를 수행함. 

○ 평가단 구성: 생태학과 환경보건을 전공한 전문가로 구성됨, 공중보건과 관련

하여 건강영향평가(HIA)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태학적으로 인간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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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생태의 측면 모두를 살펴봄. 

○ LA지역의 지하철 확장공사와 관련된 건강영향평가(HIA)

－ 사업내용: 코리아타운에서 출발하여 UCLA에 도착하는 지하철 확장공사 계

획, 매우 번화한 두 지역을 연결하는 공사였음.

－ 사업 시행 시 문제점

 유전지역을 지나가야 함; 토양에 유기화합물 다량 함유, 대기에 여러 독

성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 게다가 메탄이 농축되어 있어 폭

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터널 공사 중 다량의 슬러리(slurry) 발생: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슬러리 

처리에 대한 안전한 처리방안 모색

○ 캘리포니아 기후변화에 따른 사막화 현상 

－ 물 절약 사업 수행: 다른 수원으로부터 물을 끌어오는데 따른 에너지 절약 

가능 

⧠ 정책적 제언

○ 건강영향평가(HIA)를 전 정책영역에 적용하는 방안 모색

○ 실행 가능하고 개선이 가능한 평가정보에 초점 

○ 건강영향평가 전문가 뿐 만 아니라 정책결정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

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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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캄보디아

제2절  라오스

제3절  몽골

제4절  필리핀

제5절  대한민국

제6절  태국

제7절  베트남

제8절  인도네시아





❑ 발표자: Prak Piseth Raigsey

❑ 소속: 보건부 예방의학국(Ministry of Health,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 직위: 국장(Director)

구분 세부내용

국가명(영문명)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

수도 프놈펜(Phnom Penh)

면적(km2) 181,035

경도, 위도 동경 105 〬00’, 북위 13 〬00’ 

특이사항 입헌군주제, 베트남, 라오스, 태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음  

기대수명 남자 68세, 여자 74세 (2013년 기준)

인구(가구) 14,605,867명 (3,018,303가구)

도시인구(%) 2,848,144명 (19.5%) 

시골인구(%) 11,757,723명 (80.5%)

총 GDP($) 15.642(US Billion Dollar, IMF 2013년 10월 기준)

1인당 GDP($) 1,015.284(US Dollar, IMF 2013년 10월 기준)

제1절 캄보디아 

⧠ 국가정보

<표 3-1> 캄보디아 국가 개괄

⧠ 정책구조

○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산하 예방의료부서(Preventive Medicine 

Department) 내  건강영향평가(HIA) 관할부서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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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영향평가(HIA) 관할부서는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의 환경영

향평가부서(Gener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epartment)

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 건강영향평가(HIA) 과정 

○ 보건부(Ministry of Health)는 3가지 요소로 구성된 건강영향평가(HIA)의 전

략적 계획을 수립함. 

－ 우선적 개입(Priority intervention): 환경 및 건강정책에 건강영향평가(HIA)  

적극 반영, 정부 각 부처와의 협력 강화 계획 수립, 신중한 접근 법칙 수립 등

－ 전략적 개입(Strategic intervention): 지속적인 정부 각 부처의 건강영향

평가(HIA) 역량강화, 건강영향평가(HIA) 전문가 육성을 위한 지원 촉구, 건

강영향평가(HIA)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 및 건강영향평가(HIA) 

과정 내 공공부문 및 정부의 적극적 개입, 건강영향평가(HIA) 전문가와 지

역개발사업 담당자와의 협력 강화, 건강영향평가(HIA) 수행 및 법제화 등  

－ 수행 과정(Implement procedures): 이해관계자들에게 건강영향평가

(HIA) 요소 및 가이드라인 설명 및 교육, 지속가능한 개발 및 형평성에 건강

영향평가(HIA) 적용, 보건 적용영역 확장 등

⧠ 건강영향평가(HIA)의 제도화 및 방향설정

○ 건강영향평가(HIA) 및 환경영향평가(EIA)와 관계된 정부의 각 부(Ministry)와 

전략적인 동맹관계를 형성해야 함, 건강영향평가(HIA) 및 환경영향평가(EIA) 

과정에 정부의 여러 부처 개입을 촉진해야 함.

○ 보건부(Ministry of Health)는 건강영향평가 실무단(Health Impact Assessment 

Working Group)과 건강영향평가(HIA) 수행 감시기구의 세부 역할과 권한, 

책임을 부여함.

○  환경영향평가(EIA) 관련 법령, 규칙 제정 및 공표 과정과 건강영향평가(HIA) 

관련 법령 및 규칙제정과정이 동일하도록 해야 함.



제3장 건강영향평가TWG 보고회 43

○ 건강영향평가(HIA) 과정은 환경영향평가(EIA) 과정과 긴밀하게 제휴해야 함.

○ 환경영향평가(EIA) 수행기관은 건강영향평가(HIA)가 효과적인 심사지표 선정

과 질 관리 과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강영향평가(HIA) 제도화 기관과 긴밀

히 협조해야 함.    

⧠ 건강영향평가(HIA) 국가수준 정책수립 및 수행 현황

○ 건강영향평가(HIA) 관련부문

－ 농업부분: 삼림채굴, 벌목, 농공산업단지, 관개 및 배수 시스템, 어업 항구 등  

－ 수력 관련사업 및 기간산업: 전력발전소(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바이오가

스화 발전소 등), 상수도 공급, 도시화 개발사업, 도로 및 다리 건설, 공항 

건설

－ 광산업: 시멘트 산업, 석유 정제, 채굴, 석유 연구소, 윤활유 및 휘발유 제조업, 

기계공업, 철강 산업 

－ 오염물질 처리: 대기오염, 수질오염, 독성화학물질 관리, 상하수도 처리 문제, 

쓰레기 소각 등

－ 말라리아 전염성 문제는 개별 프로젝트로 다루어지고 있음.

⧠ 건강영향평가(HIA)를 위한 역량강화 

○ 현재 공공보건기관과 함께 건강영향평가(HIA) 수행을 전담할 전문가 육성과정

을 준비 중에 있음.

－ 산업역학과 내 석사훈련과정을 개설  

○ 건강영향평가(HIA) 필요성에 대한 대중 및 공공의 인식이 아직 부족함.

⧠ 향후 과제

○ 여러 건강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건강영향평가(HIA)와 연관되지 않은 

부분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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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영향평가(HIA) 전담 부서 및 건강영향평가(HIA) 수행을 담당할 인력 및 

전문가 육성이 필요함.

○ 건강영향평가(HIA)를 정책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여 의사 결정자들이 건강영향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도록 유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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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 Latsamee Inthavongsa 

❑ 소속: 보건부 위생 및 건강증진국 환경 및 산업건강관리과(Ministry of 

Health, Department of Hygiene and Health Promotion, 

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Division)

❑ 직위: HIA 기술적 지원 조력가(Technical Assistant)

구분 세부내용

국가명(영문명)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수도 비엔티엔(Vientiane)

면적(km2) 236,800

경도, 위도 동경 105 〬00’, 북위 18 〬00’,

특이사항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해안선이 부재함

기대수명 평균 64.7세 (남자 62.7세, 여자 66.7세) (2011년 기준)

인구(가구) 6,256,197명 (952,386가구)

총 GDP($) 10.099(US Billion Dollar, IMF 2013년 기준)

1인당 GDP($) 1,490.310(US Dollar, IMF 2013년 10월 기준)

구분 HIA(Health Impact Assessment) 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주관기관 보건국(Ministry of Health)
천연자원 및 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법적 근거
- HIA 국가 정책(2006. 3)
- HIA 실제적 가이드라인 (2010. 9) 

- 환경 보호법 개정(2012. 12) 
- EIA 관련법령 개정(2010. 2/ 2013)

특수기관 컨설팅 회사(민간 ESIA 회사) 컨설팅 회사(민간 ESIA 회사)

제2절 라오스

⧠ 국가정보 

<표 3-2> 라오스 국가 개괄

⧠ 정책구조

<표 3-3> 라오스 정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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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영향평가(HIA) 과정 

○ 개발사업 담당자들이 컨설팅 회사를 고용하여 환경영향평가(HIA)와 건강영향

평가(HIA) 실시 후 영향평가 결과를 환경자원부에 제출

○ 보건부가 건강영향평가(HIA) 전반을 담당함, 유관부서 및 컨설팅기관과도 긴

밀히 협조하여 5단계의 건강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음(HIA).

○ 환경자원부로부터 받은 개발사업 영향평가 보고서 기반 사업의 적성성 평가 

및 환류 

〔그림 3-1〕 라오스 건강영향평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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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도 설명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국가정책

2006. 3.

⚫주관기관: 보건부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보건부의 책임과 역할 명시: 타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및 공조, 건강영향평가의 전반적 적용 유도
⚫내용: 건강영향평가(HIA)의 이유와 필요성, 목적과 정의, 활용범위, 기

대효과, 건강영향평가(HIA)의 원칙과 규칙

건강영향평가의 
실제적 가이드라인

2010. 9.

⚫주관기관: 보건부
⚫목적: 국민건강증진 및 환경보호
⚫정책 및 사업 개발 단계에서부터 건강과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자, 
국제적 기구, 개발기관에게 실제적 가이드라인 제시

주제 설명 HIA 수행

대기 질 대기 오염물질 및 악취가 나는 합성물 ○

물, 수질오염 및 위생 지하수 오염 ○

고형 폐기물 및 독성 폐기물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

독성 화학물질 및 유해물질 발암성 화학물질 ○

기후변화, 오존층 감소, 생태계 변화 수인성 질환, 식중독 등 식품 매개성 질환

환경적 위기상황 발생시 대처방안 가뭄, 홍수 ○

감염성 질환 수인성 질환, 식품 매개성 질환 ○

만성질환 암 ○

기타 소음, 진동, 교통사고 ○

⧠ 건강영향평가(HIA)의 제도화 및 방향설정

<표 3-4> 라오스 건강영향평가 제도화 및 정책방향

⧠ 건강영향평가(HIA) 국가수준 정책수립 및 수행 현황

<표 3-5> 라오스 건강영향평가 정책수립 및 수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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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영향평가(HIA)를 위한 역량강화 

○ 건강영향평가(HIA) 담당인력: 보건부 공중보건 및 건강증진과 담당공무원

○ 역량강화를 위한 최근활동: (없음)  

○ 건강영향평가 반영사례 

－ Nam Theun 2 수력발전 프로젝트 건강영향평가(HIA) alc 공공보건 활동

계획: 작업장 내 건강 및 직원들의 건강 보증, 부정적 영향 최소화, 지역사

회 건강증진 

－ Xepian-Xenamnoy 수력발전소 사업: 수질, 위생, 지역사회 환경건강과 

관련하여 해당 수력발전사업의 영향평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중보건 정책계획 제안 

－ Nam Ngiep 2 수력발전소 사업:  중앙 및 지방정부, 사업 수행 팀 간 협력 

및 관리감독 강화, 지역사회 건강 증진 및 노동자 건강 증진 도모

⧠ 향후 과제

○ 당면 과제

－ 건강영향평가(HIA)를 수행하고,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건강활동계획을 구

상할 인력이 부족함, 예산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 정부관계자와 개발담당자가 건강영향평가(HIA)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해결방안 

－ 건강영향평가(HIA)에 관한 조례 제정, 법적 틀 강화, 가이드라인 개선

－ 담당공무원들에게 건강영향평가(HIA) 교육프로그램 제공

－ 건강영향평가(HIA) 관련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 필요

－ 건강영향평가(HIA) 관련 국제적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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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 Tsogzolmaa Nanjaa 

❑ 소속: 보건부 보건정책 수행 및 조정과(Ministry of Health, Department of 

Public Health Policy Implementation and Coordination)

❑ 직위: 건강영향평가 담당관(Officer in charge of HIA)

구분 세부내용

국가명(영문명) 몽골 (Mongolia)

수도 울란바토르 (Ulaanbaatar)

면적(km2) 1,546,116

경도, 위도 동경 105 〬00’, 북위 46 〬00’

특이사항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국가 전체가 고원지대 위치, 해안선이 없음.

기대수명 남자 64.91세, 여자 74.32세 (2011년 기준)

인구 2867.7천명 (2011년 기준)

도시인구(%) 67.2천명 (63.7%)

시골인구(%) 32.8천명 (36.3%)

총 GDP($) 11.139(US Billion Dollar, IMF 2013년 10월 기준)

1인당 GDP($) 3,880.568(US Dollar, IMF 2013년 10월 기준)

제3절 몽골 

⧠ 국가정보

<표 3-6> 몽골 국가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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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HIA(Health Impact Assessment) 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주관기관

-보건부(Ministry of Health)
-환경 및 녹색개발부 (Ministry of Environment 
and Green development)

-지방정부 조사관
-몽골대학의 보건대학

-환경 및 녹색개발부 (Ministry of Environment 
and Green development)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광업부(Ministry of Mining)
-산업 및 노동부(Ministry of Industry and 
Agriculture)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y Development) 

법적 근거

-환경영향평가(EIA) 관련법
-축적된 환경영향평가(EIA) 규제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EIA) 및 건강영향평가(HIA) 
 측정도구   

-환경영향평가(EIA) 관련법
-축적된 환경영향평가(EIA) 규제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EIA) 및 건강영향평가(HIA) 측
정도구  

특수기관 - -

⧠ 정책구조

<표 3-7> 몽골 정책구조 

⧠ 건강영향평가(HIA) 과정 

○ 환경영향평가 내 건강영향평가 반영, 건강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준비 중, 건강

영향평가를 위한 여러 관계부서 공조 유도 중임.

⧠ 건강영향평가(HIA)의 제도화 및 방향설정

○ 환경영향평가(EIA) 매뉴얼(2013): 환경부에 의해 승인됨, 환경영향평가 내 건

강영향평가(HIA) 반영, 건강위험평가와 관련된 기준 제공 

○ 건강도시 국가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 건강도시환경평가 및 건강영향평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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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설명 
HIA 수행 
필요영역

대기 질 대기 오염 ○

물, 수질오염 및 위생
게르지역(Ger district) 오지지역(Remote 

area) 상수도공급 
○

고형 폐기물 및 독성 폐기물

독성 화학물질 및 유해물질 화학중공업, 광업 ○

기후변화, 오존층 감소, 생태계 변화 매개성 질환 변화 ○

환경적 위기상황 발생시 대처방안 

감염성 질환

만성질환 암, 심혈관질환 ○

기타

⧠ 건강영향평가(HIA) 국가수준 정책수립 및 수행 현황

<표 3-8> 몽골 건강영향평가 정책수립 및 수행 현황  

⧠ 건강영향평가(HIA)를 위한 역량강화 

○ 건강영향평가(HIA) 담당인력: 보건부 내 1명의 공무원, 유관부서 2명의 공무

원 배치 

○ 역량강화를 위한 최근활동: (없음)  

○ 건강영향평가 반영사례: 건강영향평가(HIA) 가이드라인 개발 

⧠ 향후 과제

○ 몽골의 건강영향평가(HIA) 수행은 시작단계임,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 중

○ 건강영향평가(HIA) 수행 및 환경영향평가(EIA) 수행을 위한 인적자원, 역량과 

재정 인센티브 모두 제한적인 상황: 기술적 지원 및 자금지원 필요 

○ 건강영향평가(HIA)의 필요성에 대해 정책결정자를 설득하고, 다양한 영역에 

건강영향평가(HIA)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영향력행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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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 Maria Sonabel Anarna 

❑ 소속: 보건국(Department of Health)

❑ 직위: 건강프로그램 감독관(Supervising Health Program Officer)

구분 HIA(Health Impact Assessment) 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주관기관
-보건국(Department of Health)
-보건대학 

-환경관리부 내 환경 및 천연자원국
 (Department of 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s)

-DENR 지역 사무소

법적 근거
-필리핀 위생규정(PD856)  
-필리핀 환경영향평가 체계 및 가이드라인 

-환경영향 발표(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시스템 관련 대통령 조례

-DAO96-37(EIS 시스템 개정)
-공공참여증진 관련법(DAO 2000-05)

특수기관
-환경성 질환 관리 부처 내 질병예방 및 관리부
-학계

-민간 환경영향평가 컨설팅 기업
-학계
-기타 국가기관

구분 세부내용

국가명(영문명) 필리핀 (Philippines)

수도 마닐라 (Manila)

면적(km2) 300,000

경도, 위도 동경 122 〬00’, 북위 13 〬00’,

특이사항 아시아대륙 남동쪽 서태평양 7,000여개의 섬으로 구성

기대수명 남자 69.26세, 여자 75.31세(2010년 기준)

인구(가구) 92,336천명 (20,021,300가구)

총 GDP($) 272.207(US Billion Dollar, IMF 2013년 10월 기준)

1인당 GDP($) 2,792.314(US Dollar, IMF 2013년 10월 기준)

제4절 필리핀 

⧠ 국가정보

<표 3-9> 필리핀 국가 개괄  

⧠ 정책구조

<표 3-10> 필리핀 정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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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도 설명

환경건강영향평가를 위한
국가적 체계 및 가이드라인

1997

⚫주관기관: 보건국
⚫건강영향평가의 스크리닝, 계획 수립, 환경건강영향평가의 준비, 

보고서 검토, 사업 적용, 사업  활동 모니터링, 평가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수록

⧠  건강영향평가(HIA) 과정 

○ 스크리닝: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EIA)/환경건강영향평가(EHIA) 포괄범위 

검증

○ 영향평가 범위 설정: 해당 프로젝트의 공간적 경계 및 잠재적 경계 파악, 관련 

위험 조사의 우선순위 선정 

○ 환경건강영향평가(EHIA) 준비 및 계획: 기초자료 확보(물리적 환경 조사 및 지

역사회 프로파일링), 프로젝트 세부사항 파악, 위험요소 파악, 잠재적 노출에 

대한 예측, 건강결과에 대한 예측, 측정요소 완화, 회복 프로그램 마련

○ 환경건강영향평가(EHIA) 수행 및 보고서 작성, 해당 프로그램의 승인 및 거부 

결정

○ 환경건강영향평가 결과 적합하다고 승인된 프로젝트 도입

○ 해당 프로젝트의 모든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

○ 평가 및 감사(Audit)

⧠ 건강영향평가(HIA)의 제도화 및 방향설정

<표 3-11> 필리핀 건강영향평가 제도화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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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설명 
HIA 수행 
필요영역

대기 질 대기 오염, 호흡기질환 ○

물, 수질오염 및 위생 수질오염, 수인정질환 ○

고형 폐기물 및 독성 폐기물 침출수 ○

독성 화학물질 및 유해물질 발암성 화학물질 ○

기후변화, 오존층 감소, 생태계 변화

환경적 위기상황 발생시 대처방안 공공보건 위험에 관한 환경관련 건강요소 ○

감염성 질환

만성질환

기타

⧠ 건강영향평가(HIA) 국가수준 정책수립 및 수행 현황

<표 3-12> 필리핀 건강영향평가 국가 정책수립 및 수행현황

⧠ 건강영향평가(HIA)를 위한 역량강화 

○ 건강영향평가(HIA) 관련자원

－ 인적자원: 정부의 기술전문가, 학계 및 민간부분 전문가

－ 기관자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보건부, 학계

○ 역량강화를 위한 최근활동: 보건대학 커리큘럼에 건강영향평가 포함

○ 건강영향평가 반영사례: 필리핀에 무연휘발유 도입관련 영향평가

－ 무연휘발유 도입과 관련된 긍정적 건강영향 결과 발견

－ 제언점 도출: 무연휘발유 사용을 위한 촉매전환장치 도입 필요, 오염물질 

배출시험 프로그램 마련, 무연휘발유 관련 정보 및 사용 증진관련 캠페인 

전개 필요 

－ 건강영향평가 결과: 무연휘발유 도입 캠페인 활성화, 자동차 부품을 무연휘

발유 사용이 가능하도록 전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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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과제

○ 건강영향평가(HIA)를 환경영향평가(EIA)의 일부 영역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 중; 환경부와의 협조 및 의회 승인 필요 

○ 건강영향평가(HIA)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 제고 필요: 정책 담당자 및 관계 공

무원 대상 교육 필요

○ 건강영향평가의 안정적 도입 및 정착을 위한 WHO,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

기관의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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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 이영수   

❑ 소속: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 연구실(Korea Environment 

Institute, Environmental Assessment Group)

❑ 직위: 실장(Director)

구분 HIA(Health Impact Assessment) 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주관기관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법적 근거 -환경보건법 -환경영향평가법 

특수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

-민간 건강영향평가 컨설팅 기관

구분 세부내용

국가명(영문명)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수도 서울(Seoul)

면적(km2) 99,720

경도, 위도 동경 127 〬30’, 북위 37 〬00’

특이사항 중국, 러시아, 일본(해안)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반도국가(삼면이 바다)

기대수명 남자 77세, 여자 84세 (2011년 기준)

인구(가구) 50,734천명 (17,339,422가구) (2010년 기준)

총 GDP($) 1,197.506(US Billion Dollar, IMF 2013년 10월 기준)

1인당 GDP($) 23,837,706(US Dollar, IMF 2013년 10월 기준)

제5절 대한민국 

  

⧠ 국가정보

<표 3-13> 대한민국 국가개괄 

  

⧠ 정책구조

<표 3-14> 대한민국 정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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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설명 
HIA 수행 
필요영역

대기 질 대기 오염, 악취가 나는 화합물 ○

물, 수질오염 및 위생 수질오염 ○

고형 폐기물 및 독성 폐기물

독성 화학물질 및 유해물질 발암성 화학물질, 비발암성 화학물질 ○

기후변화, 오존층 감소, 생태계 변화

환경적 위기상황 발생시 대처방안 

감염성 질환

만성질환 암 ○

기타 소음 및 진동 ○

제목 연도 설명

건강영향 평가를 위한 
매뉴얼

2011
⚫주관기관: 환경부
⚫건강영향평가 과정 및 보고서 작성 과정에 대한 매뉴얼, 건강위험

평가의 기준 제공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2014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영향평가를 포함한 건강도시 도입 가이드라인 기획 

⧠ 건강영향평가(HIA) 과정 

○ 스크리닝 → 평가범주 설정 → 평가 → 제언점 도출 → 모니터링

⧠ 건강영향평가(HIA)의 제도화 및 방향설정

<표 3-15> 대한민국 건강영향평가 제도화 및 정책방향 

⧠ 건강영향평가(HIA) 국가수준 정책수립 및 수행 현황

<표 3-16> 대한민국 건강영향평가 국가정책 및 수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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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영향평가(HIA)를 위한 역량강화 

○ 건강영향평가(HIA) 관련자원

－ 인적자원: 민간부분 전문가(대학 교수, 학계 전문가 등)

－ 기관자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역량강화를 위한 최근활동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실시한 건강영향평가 일반인 온라인 교육 

○ 건강영향평가 반영사례: 창원건강도시 자전거정책(2009년)

－ 자전거를 이용해 건강을 증진하고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정책 수립을 위

한 건강영향평가 실시

－ 건강불평등 완화 평가를 포함하는 등 건강 및 환경 뿐만 아니라 복지의 영

역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평가 수행

－ 제언점 도출: 자전거 사용자 안전교육, 노인과 여성에게 적합한 자전거 개

발, 자전거 도로 옆 도로의 자동차 속도 제한 등

⧠ 향후 과제

○ 건강영향평가에 있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검토에 

치중해있고, 환경부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요인 검토에 치중해 있는 경향이 있

음, 두 가지 사안을 융합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환경부에서 지정한 5가지 평가영역 기준에 속하지 않으면 건강영향평가를 수

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평가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 및 보건복지부 외 관계기관과의 상호협조가 필요함.

○ 정책의 기획 및 초기집행단계에 건강영향평가를 반영하여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나 건강영향평가(HIA)에 대한 필요성 인지도가 낮은 상태임, 건강영향평가

(HIA)를 도입하려고 해도 타 부서의 강력한 반발을 직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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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기 위한 다부처간 협력 유도 및 역량강화활

동 필요

○ 환경영향평가 내 건강영향평가가 아닌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별도법 제정이 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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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국가명(영문명) 타이 왕국 (Kingdom of Thailand)

수도 방콕 (Bangkok)

면적(km2) 513,120

경도, 위도 동경 100 〬00’, 북위 15 〬00’

특이사항
입헌군주제, 동남아시아 국가 중 유럽국가의 식민지배를 받지 않음, 북서쪽 미얀마, 
북동쪽 라오스, 동쪽 캄보디아, 남쪽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함  

기대수명 남자 71.3세, 여자 78.2세 (2013년 기준)

인구(가구) 65,981,659명 (20,523,470가구)

도시인구(%) 29,133,829명 (44.15%)

시골인구(%) 36,847,830명 (55.85%)

총 GDP($) 400.916(US Billion Dollar, IMF 2013년 10월 기준)

1인당 GDP($) 5,878.751(US Dollar, IMF 2013년 10월 기준)

❑ 발표자: Siriwan Chandanachulaka 

❑ 소속: 공공보건부 보건국 건강영향평가부서(Ministry of Public Health, 

Department of Health, Health Imact Assessment Division)

❑ 직위: 국장(Dirctor)  

제6절 태국 

⧠ 국가정보 

<표 3-17> 태국 국가 개괄 

⧠ 정책구조

○ 의무화된 건강영향평가(HIA): 환경영향평가(EIA) 과정 중의 일부로 건강영향

평가(HIA) 수행(1997년 발효) 

○ 자율적/선택적 건강영향평가(HIA) 수행

－ 국가 건강조례와 같은 정책의 입안, 지역사회의 참여적 교육과정 개설 등에 

사용



제3장 건강영향평가TWG 보고회 61

구분 HIA(Health Impact Assessment) 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주관기관

-보건부 보건국
 (Ministry of Health, Department of Health)
 국가 건강위원회 사무국 
 (National Health Commission)

-자원 및 환경부(Ministry of Resources 
and Environment)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위원회
-독립적인 환경보건 위원회

법적 근거 - 2007 국가 건강 활동 
-태국 헌법(2007년)
-국가 환경 질 보존 및 향상 관련 법(1992년) 

특수기관

-보건부 보건국
 (Ministry of Health, Department of Health)
 국가 건강위원회 사무국 
 (National Health Commission)

-국가 환경정책 및 계획 사무국(Office of 
National Environment Policy and Plan)

-환경영향평가 컨설턴트 기관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위원회

－ 공중보건관련 법안 내 사업 승인을 위한 지원 도구로써 활용

－ 지역정부 및  지역사회 환경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써 활용 

<표 3-18> 태국 정책구조 

 

⧠ 건강영향평가(HIA) 과정 

○ 국가 환경 질 보존 및 향상 관련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내 건강영향평가 실시

○ 2007년도에 헌법이 개정된 후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프로젝트는 환

경영향평가(EIA)와 건강영향평가(HIA)를 수행하도록 함, 이에 따라 환경건강

영향평가(EHIA)라 통칭해서 부르고 있음. 

○ 보고서 초안 작성 후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승인

을 받도록 함.

○  환경정책기획청에 승인된 보고서 제출, 독립적 환경건강 위원회에 제출, 위원

회는 제출된 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제언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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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태국 건강영향평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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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도 설명

환경건강영향평가 (EHIA) 
가이드라인 

2009
⚫주관기관: 보건부 보건국
⚫개발사업을 위한 환경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개발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공공정책을 위한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및 방법론적 기준 
2009

⚫주관기관: 국가 건강위원회 사무국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기관운영, 정책형성, 공공의 요구사항 관련 건강영향평가  
  - 지역교육과정으로서의 건강영향평가

개발사업을 위한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

2009
⚫주관기관: 보건부 보건국 
⚫개발프로젝트의 개념과 과정 전반에 관련된 건강영향평가 가이드
라인 제시

지역사회를 위한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

2009
⚫주관기관: 보건부 보건국
⚫환경보건관련 문제 발생시 대처하기 위한 건강영향평가 개념 적
용방법

광공업 관련 사업을 위한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

2010
⚫주관기관: 보건부 보건국
⚫광공업 관련 프로젝트의 개념과 과정 전반에 관련된 건강영향평
가 가이드라인 제시

관개사업을 위한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

2010
⚫주관기관: 보건부 보건국
⚫관개사업의 개념과 과정, 건강 및 환경지표, 모니터링 방법과 관

련한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제시

발전소 관련 사업을 위한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

2012
⚫주관기관: 보건부 보건국
⚫발전소 관련 사업의 개념과 과정 전반에 관련된 건강영향평가 가

이드라인 제시

⧠ 건강영향평가(HIA)의 제도화 및 방향설정

<표 3-19> 태국 건강영향평가 제도화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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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설명 HIA 수행

대기 질 바이오매스(Biomass) 발전소 관련 건강영향결과 ○

물, 수질오염 및 위생  

고형 폐기물 및 독성 폐기물 고형폐기물 관리를 위한 건강영향평가 ○

독성 화학물질 및 유해물질 벼농사지역 살충제 사용에 따른 건강위험평가 ○

기후변화, 오존층 감소, 생태계 변화

환경적 위기상황 발생시 대처방안 
환경보건관련 응급상황 발생 시 건강위험요인 평가

(예: 물고기 수은중독 발생, 태국 걸프만지역 기름유출 등)
○

감염성 질환

만성질환 암, 심혈관질환

기타

⧠ 건강영향평가(HIA) 국가수준 정책수립 및 수행 현황

<표 3-20> 태국 건강영향평가 국가정책수립 및 수행현황  

⧠ 건강영향평가(HIA)를 위한 역량강화 

○ 건강영향평가(HIA) 자원

－ 인적자원: 주정부 공공보건 담당사무관, 지역정부 담당공무원, 지역사회, 

민간부분

－ 기관자원: 보건부 보건국, 국가환경정책기획처, 국가 건강위원회 사무국  

○ 역량강화를 위한 최근활동

－ 공중보건법 산하 기업활동 통제를 위한 건강영향평가 적용관련 조례: 기업

활동 통제를 위한 건강영향평가 개념 및 방법 적용, 지역정부가 관련기업의 

활동에 대한 승인, 모니터링, 통제를 위한 측정 도구 및 환경건강영향 관련 

체크리스트 생성 촉진  

○ 건강영향평가 반영사례

－ Neupor 지방정부의 도정공장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2011년 한해에 걸처 광범위한 건강영향평가(HIA)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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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지 건강영향평가 과정 적용: 건강 결정요인 및 건강 위험요소에 대한 

조사, 위험집단군에 대한 조사 수행, 건강 자료, 대기 및 소음 조사, 지역

사회조사,  정미공장 노동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해 조사

 지역정부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정미공장 프로젝트를 통제하는 지역 조례

를 개발할 것 권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2013년 관련조례 공표

⧠ 향후 과제

○ 태국 전역에 건강영향평가(HIA)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 태국 전역에 7000개 이상의 지역정부 존재

－ 도심 외곽지역 등 특정 지방 정부에 우선순위를 두어 건강영향평가(HIA) 도

입을 촉구하고 있음,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건강영향평가

(HIA)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있음. 

○ 연구개발(R&D) 측면

－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함.

－ 현재 건강영향평가(HIA) 체크리스트는 10개로 구성되어 있음: 추가적인 개

발이 필요함.

－ 지역주민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모델개발이 필요함.

○ 건강영향평가(HIA) 네트워크 구성

－ 보건부 외 타 부처의 건강영향평가(HIA) 수행 유도가 용이하지 않음.

－ 지역사회의 건강영향평가(HIA) 역량강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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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국가명(영문명)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Repuplic of Vietnam)

면적(km2) 329,560

경위도 동경 107 〬50’, 북위 16 〬10’,

특이사항
북쪽으로는 중국, 서쪽으로는 라오스, 남쪽으로는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동쪽은 바다와 접해 있음, 남북으로 긴 해안선이 3,444Km에 달함

기대수명 남자 67.8세, 여자 73.02세 (2012년 기준)

인구(가구) 88,772명 (2천 6백만 가구)

도시인구(%) 28,356.4천명 (31.9%) 

시골인구(%) 60,416.5천명 (68.1%)

총 GDP($) 170.020(US Billion Dollar, IMF 2013년 10월 기준)

1인당 GDP($) 1,895.576(US Dollar, IMF 2013년 10월 기준)

❑ 발표자: Nguyen Thi Lien Huong 

❑ 소속: 보건부 보건환경관리국(Ministry of Health, Health Environment 

Management Agency)

❑ 직위: 정책관(General Deputy Director)

제7절 베트남  

⧠ 국가정보

<표 3-21> 베트남 국가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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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HIA(Health Impact Assessment) 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주관기관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산하 건강환경
관리국(Health Environment Managenemt 
Agency, VIHEMA)

 천연자원 및 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ornment, VEA)

-천연자원 및 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ornment, VEA)

-보건부 건강관리국(VIHEMA) 과학기술부
(Science and Technology Departments, 
STDS) 천연자원 및 환경부 산하 시도 인민위
원회(Cities/Provincial People Commitee, 
NRED)

법적 근거 -감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법 -환경 보호법 

특수기관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산하 건강환경
관리국(Health Environment Managenemt 
Agency, VIHEMA)

 천연자원 및 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ornment, VEA)

-천연자원 및 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ornment, VEA)

-보건부 건강관리국(VIHEMA) 과학기술부
(Science and Technology Departments, 
STDS) 천연자원 및 환경부 산하 시도 인민위
원회(Cities/Provincial People Commitee, 
NRED)

⧠ 정책구조

<표 3-22> 베트남 정책구조 

  

⧠ 건강영향평가(HIA) 과정: 7가지 단계로 구성 

○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보유,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구성 중

○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가이드라인 초안 생성, 7개 단계로 구성되

어 있음. 

－ 스크리닝(사전조사): 약식 건강영향평가(HIA)를 수행할 것인지, 전반적인 

건강영향평가(HIA)를 수행할 것인지 결정

－ 조사계획설정: 건강영향평가 수행영역 설정 및 기금조성

－ 평가(Assessment) 및 보고서 작성: 조사자료 수집, 건강위험 평가, 보고서 

작성 및  및 보고서 작성

－ 최종평가: 위원회 평가 및 승인

－ 제언점 도출: 병원 및 보건기관에 대한 제언점 도출

－ 보건계획에 반영: 모니터링, 예산, 수행기관에 대한 계획 개발

－ 모니터링: 잠재적 건강영향 관리에 관한 보건계획 및 관리방안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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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도 설명

건강영향평가(HIA)  기술
적 영역 가이드라인 초안 

2012
 건강영향평가 기본 정의 ,건강영향평가 과정, 건강영향평가 보고
서 구성요소, 건강영향평가 평가방법 등 수록 

주제 설명 HIA 수행

대기 질

물, 수질오염 및 위생

고형 폐기물 및 독성 폐기물

독성 화학물질 및 유해물질

기후변화, 오존층 감소, 생태계 변화

환경적 위기상황 발생시 대처방안 

감염성 질환
WHO 지원을 받아 댕기열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실시
○

만성질환

기타

⧠ 건강영향평가(HIA)의 제도화 및 방향설정

<표 3-23> 베트남 건강영향평가 제도화 및 정책방향

⧠ 건강영향평가(HIA) 국가수준 정책수립 및 수행 현황

<표 3-24> 베트남 건강영향평가 정책수립 및 수행현황  

⧠ 건강영향평가(HIA)를 위한 역량강화 

○ 건강영향평가(HIA) 관련자원

－ 인적자원: 보건부 산하 건강관리국(Health Environment Managenemt 

Agency, VIHEMA) 내 전문가, 의과대학 내 기술전문가 및 교육자, 주정부 

예방의학부서 공공보건 공무원, 주정부 천연자원 및 환경부서 환경공무원 등 

－ 기관자원: 보건부 산하 건강관리국(Health Environment Managenemt 

Agency, VIHEMA), 의과대학, 주정부 내 예방의학부서, 주정부 천연자원 

및 환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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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강화를 위한 최근활동: 건강영향평가(HIA) 전담인력 양성프로그램 구축

－ 2005년: 수력발전 관련 건강영향평가 파일럿 프로그램 수행, 보건담당 공

무원을 위한 건강영향평가 워크샵 수행

－ 2006년: ToT(Training of Trainers) 과정 개발

－ 2007년: 마스터 교육자 훈련 프로그램 마련(WHO 지원), 건강영향평가 정

책 세미나 개최

－ 2008년: 건강영향평가 오리엔테이션 및 재환기 교육과정 마련, 다차원적 

건강영향평가와 관련하여 2개 주정부를 대상으로 한 훈련과정 개설 

－ 2011년: 지역 주정부를 교육할 수 있는 훈련교재 개발, 주정부 수준의 파일럿 

교육과정 개설 

○ 건강영향평가 반영사례: 건강영향평가 교육과정 개설

－ 건강영향평가(HIA) 수행을 위한 역랑강화에 중점

－ 건강영향평가 전문가들이 중앙 및 지방공무원을 교육함,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제고: 건강영향평가 제도화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

⧠ 향후 과제

○ 건강영향평가(HIA)를 전담할 법적 기관 부재, 예산 부족문제

○ 건강영향평가(HIA) 수행을 위한 실제적 경험이 부족함, WHO 전문가의 지원

이 필요함.

○ 전염병과 관련하여 건강영향평가(HIA) 의제가 환경영향평가(EIA)에 반영되었

으나 건강영향평가의 많은 부분이 적용되지는 않음. 

○ 모든 개발의제에 건강영향평가(HIA)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구분 세부내용

국가명(영문명) 인도네시아 (Indonesia)

수도 자카르타(Jakarta)

면적(km2) 1,904,209

경도, 위도 경도11°S-6°N, 위도 95°E-141°E

특이사항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국가 전체가 고원지대 위치, 해안선이 없음

기대수명 남자 68.26세, 여자 73.38세

인구 246.9백만 (2012) 61,164,444가구

도시인구(%)

시골인구(%)

총 GDP($) 878billion(US Billion Dollar, 2012)

1인당 GDP($) 1,731.65(US Dollar, 2012)

❑ 발표자: Carolina R. Akib & Sofwan S. A. Syukur  

❑ 소속: Ministry of Health

❑ 직위: Senior staff, Head of Section of Monitoring & Evaluation 

Directorate of Environmental health_DG of Disease Control & EH

❑ 국가: 인도네시아

제8절 인도네시아

⧠ 국가정보

<표 3-25> 베트남 국가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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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HIA(Health Impact Assessment) 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주관기관
-보건부(Ministry of Health)
-보건대학(public health program)

-MoE
-Ministries of Mining & Energy, 
Industry, Trading, Forestry, Agriculture, 
Transportation, etc-depend on type of 
project

법적 근거

-Law No 36 Year 2009 on Health
-Ministerial Decree No 876 Year 2002 on 
Technical Guideance on Environmental 
Health Impact Assessment 

-Draft Gov Reg on Environmental Health 
 

-Law No 32 Year 2009 on Environment 
Management & Conservation

-Government Regulation No 27 Year 
2012 on Environment Permit

-Decree of Head of Environment Control 
Board 124 Year 1997 on Guidance to 
Evaluate the Public Health Aspect in 
EIA

특수기관
Environmental Health Technical Laboratory 
(under DG of DC & EH-MoH)
Health R&D Board

-EIA Committee - Secretariat in MoE

⧠ 정책구조

<표 3-26> 베트남 정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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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영향평가(HIA) 과정 

〔그림 3-3〕 인도네시아 건강영향평가 과정

⧠ 건강영향평가(HIA)의 제도화 및 방향설정

○ 환경건강영향평가(EHIA)에서 기술적 가이드라인 개발(2001) : 환경보건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임.

○ 환경영향평가(EIA)에서 공중보건측면을 검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2012)

○ 환경건강위험도 평가(EHRA) : 환경매개체로부터 화학물질의 위험도를 평가하

는 세부가이드라인(2012); 섭취소화하거나 흡입하거나, 피부로 침투되는 경우

의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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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설명 HIA 수행 필요영역

대기 질 대기 오염, 소음 ○

물, 수질오염 및 위생 수질오염원 ○

고형 쓰레기 및 독성 쓰레기 의료폐기물 ○

독성 화학물질 및 유해물질 수은, 납 ○

기후변화, 오존층 감소, 생태계 변화

환경적 위기상황 발생시 대처방안 

감염성 질환

만성질환

기타

⧠ 건강영향평가(HIA) 국가수준 정책수립 및 수행 현황

  

<표 3-27> 인도네시아 건강영향평가 정책수립 및 수행현황  

  

⧠ 건강영향평가(HIA)를 위한 역량강화 

○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인적, 제도적 자원 

－ 인적 자원 : 환경부, 전문가

－ 제도적인 자원 : 대학, 보건부처의 훈련센터, 환경보건기술실험실 등

○ 역량강화와 관련된 활동현황 : EHIA, EHRA의 훈련, EIA평가자를 위한 훈련 등

○ 건강영향평가 추진관련 우수사례 : 오염사례의 조사, 위험도 평가연구 등

⧠ 향후 도전과 해결과제(우선순위)

○ 다른 부문의 무관심 : 국가적 차원의 애드보커시, 2015년 환경보건위험요소에 

대한 국가조정회의 개최

○ 기술적인 가이드라인 필요 : 물, 공기, 식품과 같은 환경적 매개체에 대한 기술적 

가이드라인, 만성질병 및 감염병에 대한 가이드라인, 온라인 정보센터의 개발 등

○ 인적 자원의 능력 : 훈련프로그램 보급

○ 실험실 부족 : 인력개발(HRD) 및 장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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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국가 건강영향평가(HIA) 교육훈련과정

❑ 발표 제목: HIA Capacity Building Needs and Proposed Actions for 

Southeast and East Asian Countries 

❑ 발표자: Yanyong Inmuong  

❑ 소속: Khon Kaen University 

❑ 직위: Professor, Department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 in 

School of Public Health in Khon Kaen University

❑ 국가: 태국  

⧠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국가 건강영향평가(HIA) 교육훈련 관련 연구배경

○ 2012년 10월에 서울에서 열렸던 건강영향평가TWG(Thematic Working 

Group-Health Impact Assessment-Health Impact Assessment) 회의에서 

회원국의 건강영향평가(HIA) 교육과정 및 역량강화 활동에 대한 조사 필요성 

대두

○ 연구 개괄

－ 건강영향평가 TWG 의장국인 태국이 조사의 총책임을 맡음, 태국 Khon 

Kaen 대학교와 협력하여 조사 수행  

－ 연구 목표

 각 회원국이 보유한 건강영향평가 교육과정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현황파악

 차기년도(2014-2016) 건강영향평가(HIA) 활동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건강영향평가(HIA) 역량강화 이슈 도출

－ 연구방법: 14개 회원국과 6개 건강영향평가TWG 유관기관(지역대학 및 국

제기관)의 담당자에게 조사지 배포

특별 보고 (Special Repor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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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역학을 위한 말레이시아인 
사회조합

⚫환경보건 연구센터

⚫환경영향평가(EIA) 시스템 내 
건강위험평가

⚫보건부 공무원
⚫환경보건 담당 공무원(환경영향

평가 내 건강영향평가 담당자)

⚫UN 대학의 말레이시아 지부 
국제보건기관

⚫건강위험평가 ⚫학계 및 민간기업

 14개 회원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라오스, 

몽골,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6개 건강영향평가TWG 유관기관: WHO 제네바 본부, WHO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소, Otago New Zealnd 대학교, 

New South Wales 대학교, 호주 Curtin 대학교  

－ 연구대상: 14개 회원국 중 9개 회원국 조사에 응함.

－ 3개 국가(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가 건강영향평가(HIA) 단기코스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됨.

⧠ 3개 건강영향평가TWG(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교육훈련

○  말레이시아(Malasia)

－  보건당국 및 보건담당공무원 환경평가(EIA)내 건강영향평가(HIA) 수행: 

중앙 및 지방정부에 환경영향평가(EIA)결과보고를 해야 함, 건강영향평가

(HIA)는 환경영향평가 내 독립적인 파트로 구성

－ 공무원부터 민간 기업까지 포괄적인 건강영향평가(HIA) 교육과정을 보유

하고 있음. 

<표 4-1> 말레이시아 교육훈련   

○ 베트남(Vietnam)

－ 건강영향평가(HIA)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주로 보건부에서 담당

－ 교육내용: 개발과 관련된 정책수립 및 사업수행을 위한 의사결정시 정부관

계자 및 이해당사자와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영역에 대해 어떻게 수정하고 



제4장 특별 보고(Special Report) 79

주관 기관 중점 영역 교육 대상

⚫보건부(WHO, DANIDA, InWEnt 
(GIZ)의 지원을 받음)

⚫개발환경 내 건강영향평가
⚫‘교육자(Trainer) 및 연수생

(Trainee)’

⚫국가적 건강영향평가 교육자
(Trainer) 

⚫개발환경 내 건강영향평가 ⚫지역의 주(Province) 보건 담당자 

보완할 수 있을지 주로 협상의 기술에 관한 내용을 교육함. 

－ 베트남 개발정책 내에 건강영향평가(HIA)를 어떻게 의제화하고 반영할 것

인지에 대해 고려함, 그 결과 ‘공공보건활동계획’ 도출, 세계은행 및 아시아

개발은행(ADB)의 높은 평가를 받음. 

－ 베트남은 지리상으로 좁고 길게 뻗어 있음: 건강영향평가(HIA) 마스터 프로

그램을 만들어 교육자 양성, 양성된 교육자가 지방 공무원을 교육하는 시스

템으로 운영됨, 다른 국가에서도 이와 같은 교육시스템 활용이 필요함.

<표 4-2> 베트남 교육훈련 

○ 태국(Thailand)

－ 태국은 건강영향평가(HIA) 훈련을 제공하는 곳이 여러 곳임.

 보건부: 공무원 대상, 개발의제에 건강영향평가(HIA)를 도입할 수 있는 

교육 진행 

 총리실 산하 국가 보건위원회: 건강영향평가(HIA)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국가 과학기술위원회: 민간단체를 대항으로 환경영향평가(EIA)와 건강영

향평가(HIA) 관련 프로그램 제공 

 Manhidol 대학교 및 열대의학관련 교수집단: 학계와 컨설팅 회사를 위

한 HIA 프로그램



80 건강영향평가 국제 컨퍼런스 보고서

주관 기관 중점 영역 교육 대상

⚫보건부서 ⚫계획된 개발사업을 위한 건강영향평가(HIA)
⚫공중보건 담당 공무원
⚫지역정부 공무원

⚫국가 보건위원회
⚫건강한 공공보건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건강영

향평가(HIA)

⚫지역사회리더
⚫NGO 단체
⚫학교

⚫국가 과학기술 위원회
⚫환경영향평가(EIA)를 위한 환경보건영향평가

(EHIA)
⚫건강영향평가/환경영향

평가 수행자

⚫열대의학관련 교수집단
⚫Manhidol 대학교 

⚫환경영향평가(EIA)를 위한 환경보건영향평가
(EHIA)

⚫학계
⚫민간집단

<표 4-3> 태국 교육훈련 

⧠ 건강영향평가(HIA) 교육과정 조사 결과

○ 건강영향평가(HIA)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중점사항은 교육의 질임.

○ 건강영향평가(HIA)는 개발 정책과의 부합여부, 수립하고자 하는 건강정책의 

적절성 여부를 모두 고려해야 함(예: 베트남의 HIA 훈련코스는 수력발전 영향

평가에 적합하게 구성됨).

⧠ 제언점

○ 건강영향평가(HIA)는 개발 정책과의 부합여부, 수립하고자 하는 건강정책의 

적절성 여부를 모두 고려해야 함(예: 베트남의 HIA 훈련코스는 수력발전 영향

평가에 적합하게 구성됨).

○ 건강영향평가(HIA) 관련 표준 훈련자료 구축 및 지역별 건강영향평가(HIA) 훈

련 프로그램 마련 필요, 교육의 수준 및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국가간 협력프로그램 필요: 건강영향평가(HIA)가 개발 프로젝트에 어떻게 활

용되는지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

○ 개발도상국의 경우 법적인 기틀은 마련되어 있으나 자금 부족 및 실제적 실행

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음: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적극적인 지

원과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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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제목: HIA Institutionalization and Examples of HIA in Relation 

to Health Equity in Selected EU Countries 

❑ 발표자: Peter Gry   

❑ 소속: 덴마크 건강도시네트워크사업 건강영향평가TWG

❑ 직위: 평가위원/자문위원 

❑ 국가: 덴마크  

제2절 EU 국가들의 건강영향평가(HIA) 제도화 및 건강형평성 관련 

건강영향평가(HIA) 사례  

⧠ 건강영향평가(HIA)의 제도화

○ 건강영향평가(HIA)를 제도화하는 방법은 8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여러 영역이 함께 참여하는 다차원적 활동

 정책결정과 관련된 모든 관계부서의 참여 및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 행사

 법적, 정치적 측면 고려

 여러 관계기관이 건강영향평가(HIA) 반영 및 장려 필요: 추후 건강영향평

가(HIA)가 마주할 수 있는 여러 장벽 극복 가능 

 각국의 문화와 전통, 역사적 상황 등 사회적 맥락을 반영해야 함.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하향적 방식으로 지역정부에 건강영향평가(HIA)

를 수행하도록 장려할 수도 있음. 

－  건강영향평가(HIA)의 수행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자체에 초점을 기울여야 함.

 건강영향평가(HIA) 수행을 위한 자체적 기준 및 체계 마련 및 적용 

 건강영향평가(HIA)수행을 방해하는 여러 장애요인 파악: 인적자원 및 재

정 부족, 수행역량 부족, 자료 부족, 시간상 제약 등 

－  정책적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기

 정책적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의 간극 존재, 계획과 달리 중앙정부나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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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행정책에 건강영향평가(HIA)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

 국가적으로 건강영향평가(HIA) 수행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거나, 건강영

향평가(HIA)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건강영향평가(HIA) 수행을 의무화 할 

수도 있음.

 건강영향평가(HIA)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마련 및 자원을 할당 등 인프라 

구축 필요 

 선진국 및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건강영향평가(HIA) 수행을 위한 역량강

화 및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건강영향평가(HIA) 관련법 제정

 건강영향평가(HIA) 관련법 제정에는 여러 논란의 여지가 있음: 건강영향

평가(HIA)가 법제화되면 건강영향평가(HIA) 자체가 제도가 되어 빠른 도

입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정책담당자나 사업담당자에게는 행정적 부담이

나 규제로 여겨질 수 있음.

 건강영향평가(HIA) 법제화를 통해 다양한 부분에서의 지원여건을 조성

할 수 있음.

 건강영향평가(HIA)를 의무화하거나 관련규제를 마련하면 정책 및 사업

과 관련된 의사결정 시 건강을 핵심요소로 삼도록 유도할 수 있음. 

－  통합된 평가체계 구축 

 많은 국가에서 환경영향평가(EIA)와 전략적환경평가를 제도화함,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됨. 

 제도화된 환경영향평가(EIA)와 전략적환경평가 내 건강영향평가를 도입

하도록 하면 건강영향평가를 제도화할 수 있음, 공공계획 및 정책마련 차

원에서 많은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음.  

－  정책입안자들

 건강영향평가(HIA)의 연구와 교육에 있어 정책입안자를 목표로 하는 것

이 중요,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지식을 갖추도록 해야 함.

 정책입안자들을 건강영향평가(HIA) 과정 뿐 만 아니라 건강영향평가(H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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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도 참여하도록 해야 함. 

－  건강영향평가(HIA) 역량강화

 건강영향평가(HIA) 수행 및 실현에 매우 중요한 측면임.

 다양한 의사결정자가 참여하도록 해야 함.

－  건강영향평가(HIA) 도구 개발

 건강영향평가(HIA) 핵심요소 개발 및 표준화된 건강영향평가(HIA) 마련 

필요

 표준화된 건강영향평가(HIA) 교육프로그램 도입 등

⧠  EU 3개 국가의 건강영향평가(HIA) 사례

○ 덴마크(Denmark): 코펜하겐시(City of Copenhagen)의 소음감소 활동계획 

건강영향평가

－ 여러 부처가 통합된 수행팀 구성

－ 코펜하겐시에서 가장 소음에 많이 노출된 지역이 해당사업지역으로 선정됨

－ 소음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 조사: 스트레스, 짜증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수면장애, 혈압상승, 심혈관질환 증가 등 소음이 질병유발인자임을 밝혀냄.

－ 도로교통과 관련된 부차적인 건강영향들로 자동차 이용으로 인한 신체활동 

감소,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불평등 증가 위험 등이 지적되었으나 정량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워 정책에 반영되지 못함. 

－ 소음감소 활동 전개: 소음을 줄이는 아스팔트 사용, 과중적재차량의 이동 

감소, 대중교통 및 자전거 사용 활성화 등

－ 결론: 정량적인 근거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음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펼칠 

수 있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임.

○ 독일(Germany): 루르(Ruhr) 대도시지역에서 시행된 건강영향평가

－ 루르 대도시의 공간계획에 건강영향평가(HIA)의 빠른 적용  

－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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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영향평가(HIA)를 통해 루르 대도시 공간계획의 제안점 도출: 일부 제안

점들은 건강결정요인 뿐만 아니라 성별 차이, 위험집단 및 장애인들과 관련

된 불평등 문제에 초점을 둠.

－ 이에 따라 루르 대도시의 공간계획의 일부는 사회통합과 건강형평성을 증

진을 유도하도록 수정됨.

－ 결론: 건강영향평가(HIA)의 빠른 도입이 계획과 정책과정에 어떻게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보여줌.

○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 건강불평등 약화를 위한 심혈관건강과 복지

를 위한 서비스체계(Service Framework for Cardiovascular Health and 

Wellbeing, CVSFW) 수행 강화관련 건강영향평가(HIA) 

－ 북아일랜드의 건강불평등 수준을 완화하기 위해 CVSFW 프로그램 수행을 

강화하기 위해서 건강영향평가(HIA)를 실시함.

－ 분석을 위해 정책 고찰, 지역사회 프로파일링, 문헌조사, 워크샵 등 다양한 

정보가 수집됨.

－ 건강영향평가(HIA) 결과 CVSFW 프로그램이 건강 형평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밝힘.

－ 일부 건강 및 복지정책이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건강 형평성에 부정적인 영

향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면서 건강불평등을 줄이는 방법론도 함께 

도출

－ 결론: 건강영향평가(HIA)를 정책적 평가의 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및 건강영향평가(HIA) 수행을 위한 전문가의 필요성 제시



제4장 특별 보고(Special Report) 85

❑ 발표 제목: HIA and Climate Change  

❑ 발표자: Helen Brown  

❑ 소속: 커틴 대학교(Curtin University)

❑ 직위: Director of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 School of Public 

Health

❑ 국가: 호주  

제3절 건강영향평가와 기후변화

⧠ 기후변화와 건강

○ 기후변화의 현 추세가 인구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공중 보

건의 위협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기후변화의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과 공동체 모두 변화하는 환

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기후변화를 고려한 단계별 건강영향평가 모델

○ Part I: 사전작업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결정요인 분석,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참여방법 

논의 

○ Part II: 기후변화의 변수 및 환경영향 분석

－ 특정한 장소와 시간을 예로 들어 기후변화가 건강 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물리적, 사회적, 인프라/환경적, 환경유발질병의 관점에서 분석

－ 광범위한 건강결정요인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

키는 것이 중요함

－ Part II 는 통상적으로 워크샵의 형태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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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III: 잠재적 건강영향 분석 (취약점, 적응능력, 대처능력) 

－ Part II의 결과를 기반으로 기후변화의 잠재적 건강영향을 규명

－ 건강영향의 취약점을 각종 노출위험, 감도, 적응/대처능력의 측면에서 분석

－ 취약점을 경제적, 지역적, 사회적, 인프라의 관점에서 분석

－ 이해관계자들이 특정 기후 변화의 상황에서 현재 전략의 효과성에 대해 고찰

〔그림 4-1〕 기후변화를 고려한 단계별 건강영향평가 모델

○  Part IV: 위험요인 조사 및 등급 

－ 질적조사로 파악된 건강영향에 대한 위험요인을 상, 중, 하로 분류

－ 전문가 의견과 증빙 자료를 토대로 위험요인 분석

○ Part V: 기후변화 적응대책

－ 각 건강영향에 해당하는 적절한 적응대책 방법을 도출

－ 적응대책을 다음의 8개 분야로 분류: 법령 및 규제; 공교육 및 홍보; 모니터

링 및  감독; 생태계 개입; 인프라 개발; 공학 기술; 의학적 개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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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 계층과 관련하여 분야별 적응대책의 타당성 조사 

○ Part VI: 적응 전략 및 실천계획

－ 각 위험요소에 대응하는 전략 및 실천계획을 위험요소가 높은 순서대로 명시

－ 구체적인 실천 계획, 책임소지 및 담당정부기관, 관련 협력기관, 자금출처, 

기간을 포함.

⧠ 관련 추가연구

○ 위험요소 평가등급 (CSIRO Urbanism Health Cluster)

－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의 

적응대책 및 전략을 개발

－ 건강영향 피라미드를 통해 특정 인구계층에 해당하는 건강영향정도를 분석

하고 이를 정형화한 등급 개발을 통해 양적 위험요소 측정이 가능해짐.

－ 특정 인구계층과 기초선 조사에서 측정한 건강지표로 건강영향의 결과가 

다양한 환경과 기간에 적용될 수 있음.

〔그림 4-2〕 건강영향 피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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