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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평가는 정책이나 프로그램 등이 공중보건에 미치게 될 잠재적 

영향들을 미리 파악하여 정책 결정자들이 친건강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

록 근거를 제공하는 일종의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정책 결정자들이 친건강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건강영향평가 운영체계 및 평가 도구

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시범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건강영향평가 정착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모든 연구진께 감

사드리고, 본 보고서의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고견을 주신 고신대학

교 고광욱 교수, 삼육대학교 손애리 교수, 한양대학교 정진욱 교수, 본 연

구원의 김동진 부연구위원께도 감사드린다.

본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 사업의 발전과 정책적 기여에 

유용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7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발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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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HIA to be institutionalized, like gender impact assess-

ment (GIA) or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CIA), a central 

government support is vital. For legislative institutionalization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it is essential to expand the 

scope of HIA reevaluation.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ef-

fective tools, such as HIA operation system and assessment 

guidelines, to be able to evaluate the policies and projects of a 

wide variety of local government. The newly developed sim-

plified HIA guidelines for local governments should be well 

promoted and its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operated 

actively. HIA for Yangjaecheon comprehensive improvement 

project is a representative example that a local government im-

plements a wide range of HIA.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u-

ture projects should focus on the formation of an urban river 

with the functions that exceed the purpose of existing river. As 

conducting more HIAs on various projects, assessment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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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세부2) 건강영향평가 지방자치단체 모형 적용 연구

will accumulate. This will enhance the use of HIA in the field of 

policy and project promotion, even prior to institutionalization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Key words: health impact assessment, health determinants, social 

capital, health belief, HIA of subgovernment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강영향평가제도를 중앙 단위에서 법제화하기 위한 전 단계로 지방자

치단체와 중앙 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의 제정 및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을 통하

여 건강영향평가의 장점과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중앙 단위 건강영

향평가 법제화의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영향평가를 입법화하고 체계

화할 수 있는 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영향평가 교육 훈련 프로

그램을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장기간(1년 이상) 수행되는 지방자치단

체 추진 사업인 양재천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2016년 건강영향평가 결과

의 성과를 파악하고, 변경된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포괄적 건강영향평가

를 수행함.

2. 주요 연구 결과

2016년 개발된 운영체계와 평가 도구 초안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의 간이평가를 시범 실시한 후 현장에서 실제 활용이 가능

한 평가 도구로 최종 수정하였고, 시범적으로 운영한 건강영향평가 결과

를 활용하여 평가 지침을 개발하였으며, 서초구청 공무원 대상 교육훈련

을 실시함.

포괄적 건강영향평가가 수행된 양재천 종합정비사업은 지역 주민의 건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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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증진에 많은 기여하고 있고, 향후에도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겠음. 또한 양재천과 일반적인 하천의 

기능을 비교할 목적으로 하천의 기능을 반영한 건강결정요인들로 사회적 

기능, 연결적 기능, 정체성, 생태적 기능, 안전적 기능에 대해 양재천 방

문 시민들의 의견을 수집한 결과 도심하천은 여가와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녹지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활동적인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양재천 종합정비사업의 향후 방향 역시 

산책로 정비나 여가 활동을 위한 녹지 확충이나 자전거 이동과 같은 주민의 

건강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3. 결론 및 시사점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 모델 개발 연구를 통해 우리 원이 서울시 

서초구 시범사업으로 2016년에 개발한 간이건강영향평가 운영체계와 평

가 기준에 대한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였고,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에

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이건강영향평가 지침을 개발하

였음.

또한 사업의 예산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장기간에 수행되는 지

방자치단체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한 포괄적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였음. 평가 대상은 양재천 종

합정비사업으로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 향상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과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건강에 대

한 불평등이 있는 특정집단을 찾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건강영향평가가 성별영향평가나 부패영향평가와 같이 제도화되기 위



요 약 5

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함. 중앙정부는 법제도화 시 특히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수행되고 있는 건강영향평가 검토의 비중과 범위

를 확대하고, 여러 지방정부가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건강영

향평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건강영향평가는 다른 유사영향평

가보다 폭넓은 대상과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 개발 및 

평가와 결과 분석을 위한 지원기관 설치의 필요성이 더욱 큼.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사

업을 평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건강영향평가 운영체계, 평가 기준과 

도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계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주력하여야 

하겠음. 이에 올해 개발된 지방자치단체 간이건강영향평가 지침에 대한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겠음.

양재천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광범위

한 건강영향평가의 대표 사례로서, 평가 결과가 기존 하천의 기능을 뛰어 

넘는 도심하천의 역할이 향후 사업 추진에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음. 이렇듯 다양한 대상들을 평가하여 평가 방법들이 축적되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 이전이라도 정책과 사업 추진 현장에서 건강영

향평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임.

*주요 용어: 건강영향평가, 건강결정요인, 사회적 자본, 건강인식,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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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추진 배경 및 목적

  1.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의 필요성

건강영향평가제도는 “모든 이에게 건강을”이라는 공공건강의 개념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김정선 등, 2016). 현

재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조 형태를 

유지하거나 지방정부 단독으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한다.

캐나다와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건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중

앙정부는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상황에 따라 적합하

게 변형하여 건강영향평가제도를 수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국가환

경보건전략에 의거하여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호주는 연방정부 차원

에서 건강영향평가를 강제화하지 않고 주정부 중 태즈메이니아주에서만 

강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

되어 있고, 13개의 모든 주정부에도 강제적으로 건강이 포함되는 환경영

향평가 법령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퀘벡주만이 공중보건법 54조를 

개정하여 건강영향평가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중앙 단위의 공식적인 규정이나 법 제도 없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건

강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우리나라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일부 개발 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수행되는 

서 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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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업에 포괄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중 건강영

향평가 항목은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폐기물처리시

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로 제한되어 있다.

우리 원은 궁극적으로 중앙 단위의 건강영향평가 법제화를 목표로 지

방자치단체부터 건강영향평가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 자체에 대한 

연구 및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중 사후 평가가 가능한 14개 사업

을 대상으로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건강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여부를 추

적한 결과, 10개 과제 중 8개 과제는 제언이 정책에 반영되어, 건강영향

평가 결과의 정책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에서 우선적으로 건강영향평가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 자체에 대

한 연구 및 시범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강영향평가 사업의 연구 목표 중 하나가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의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여 

각 정부 단위의 건강영향평가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을 지원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지침 개발과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현

실에 맞는 건강영향평가 지침을 개발하고 평가 도구를 개발해 왔다(김정

선 등, 2016).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의 제정 및 건강영향평가 체계화 시범사업

을 통하여, 건강영향평가의 장점과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한 뒤 중앙 단위 

건강영향평가 법제화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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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 목적

건강영향평가제도의 확대를 위해서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자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강영향평가 지침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합한 

운영추진체계를 제시하여 자율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

는데, 서울시 서초구는 「서초구 구민건강관리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적

극적으로 건강영향평가 정착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원의 시범사업 대상

으로 매우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 모형 개발을 목적으로 

2016년에 개발한 간이평가의 평가 기준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선·보

완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자체 평가 리스트와 지방자치단체

의 실무자가 사용하기 용이한 지침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

체 정책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으로는 2016년도 간이평가 

대상이었던 양재천 종합정비사업의 변경된 계획에 대한 포괄적인 건강영

향평가를 수행하여 사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개

발된 건강영향평가 지침을 활용한 건강영향평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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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건강영향평가 운영체계와 도구

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6년에 제안한 운영체계와 평가 도구의 초안을 이

용하였다. 서초구 평가자 대상 건강영향평가의 간이평가를 시범 실시한 

후 현장의 의견에 근거한 평가 도구를 마련하였고, 2016년도 양재천 종

합정비사업의 포괄적인 재평가를 통해 기존 평가 결과의 활용성을 평가

한 후, 활용도 증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용 건강영향평가 지침을 개발하여, 향후 평가

를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문헌 고찰

○ 분석 방법 고찰

○ 건강결정요인 고찰

－ 가치관 영향, 경제적 영향, 법률적 영향, 정치적 영향, 환경적 

영양, 기술적 영향, 윤리적 영향, 사회적 영향 등

⧠ 지방자치단체 시험사업 및 건강영향평가 실시

○ 서울시 서초구 양재천 종합정비 추진 사업 현황 조사

○ 스크리닝, 스코핑, 긍정적/부정적 건강영향 평가

○ 건강영향평가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

○ 사업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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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20개의 서초구 사업 대상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2회)

○ 간이건강영향평가 도구 개발 및 검증

－ 전문가 및 실무자 면접 조사(2회)

⧠ 전문가 및 주민 대상 면접 조사

○ 양재천 종합정비사업 관련 공무원 면접 조사

○ 양재천을 이용하는 시민 대상 설문 조사 

－ 조사 규모: 712명

－ 조사 기간: 2017년 8월 5일 ~ 8월 13일(약 1주간)

－ 조사 내용: 양재천 이용 현황, 지역 정체성, 사회적 기능, 생태

적 기능, 심미적 기능, 안전 기능, 연결 기능, 다양성 기능, 하

천의 기능 중요도

⧠ 건강영향평가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및 전문가 과정 교육 교

재 활용

－ 서초구 관계 공무원 대상 건강영향평가 방법론 교육

－ 시범사업 결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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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행 연구 및 유사영향평가 고찰

  1. 선행 연구 고찰

국내외 건강영향평가 연구 동향과 우리 원의 건강영향평가 사업 추진 

현황은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세부1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주요 선행 연구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다. 

〈표 1-1〉 선행 연구 고찰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과제명: 건강영향평가 사
업 운영 -광주광역시 동
적골 산책로 조성 사업

-연구기관: 보건사회연구
원 (2010) 

-문헌 고찰
-운영위원회 구성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스
크리닝, 스코핑, 긍정적/부
정적 건강영향평가)

-동적골 산책로의 족욕 체험 등 특징 
분석

-동적골 산책로 조성 사업의 긍정적/
부정적 건강영향 도출

-긍정적 건강영향 확대/부정적 건강
영향 최소화 방안 제시

-과제명: 건강도시산업의 건
강영향평가 및 기술 지원

-연구기관: 보건사회연구원
(2011) 

-문헌 고찰
-운영위원회 구성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 

-광명시 실천하는 금연터사업 건강영
향평가 실시

-장수군 산서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무주군의 주요 정책에 대한 건강영
향평가 실시 

-과제명: 건강영향평가 사
업 운영-지방자치단체 건
강영향평가 사후 평가

-연구기관: 보건사회연구
원 (2013) 

-문헌 고찰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

-사후 평가 대상 시범사업 
선정

-건강영향평가의 사후 평가 
실시 

-사후 평가 대상인 14개 사업 선정
-추적 평가를 통한 건강영향평가 결
과 추적

-건강영향평가의 범위 확대 방안 및 
건강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활용도 
증대 방안 제언 

-과제명: 건강영향평가 사
업 운영-건강영향평가 법
제도화 방안 연구

-연구기관: 보건사회연구
원 (2015) 

-문헌 고찰
-자문 회의 개최

-건강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주요국의 건강영향평가제도 현황
-주요국의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비교 
분석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 법제도화 방
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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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초구 성별/부패 영향평가 고찰

우리나라에는 환경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

석평가 등이 실시되고 있다. 평가 주체에 따라 분류해 보면, 전문가가 평

가를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와 규제영향평가가 있고, 공무원이 직접 평

가를 실시하는 부패영향평가, 그리고 공무원이 직접 평가하는 체계와 전

문가가 실시하는 특별 영향의 이원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성별영향평

가가 있다.

이들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기 용이하면서, 건강을 고려한 정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건강영향평가의 

도입 방향과 유사한 영향평가에는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있어(김정선 등, 2016), 비교 고찰하였다.

가.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2005년 12월에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

며, 다음 해인 2006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부패영향평가는 법적 강제성을 띠고 있으며, 그 목적은 법령에 내재한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과제명: 건강영향평가 사
업 운영_주거환경에 대
한 건강영향평가 가이드
라인의 활용 방안

-연구기관: 보건사회연구원
(2015) 

-문헌 고찰
-건강영향평가 실시(스크리
닝, 스코핑, 평가)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 

-신규 주택을 위한 건강영향평가 지
표 개발

-기존 주택을 위한 건강영향평가 지
표 개발

-주거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
인 개발

-주거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
인의 활용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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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법령을 공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다. 

평가 대상은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

를 담당한다. 평가 지표로는 크게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네 

가지 분야별로 총 11개의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서초구에서 실시하는 부패영향평가는 감사담당관 감사팀 담당자가 수

행하며, 법령(조례, 규칙)에 대한 평가로 2017년 41건에 대하여 원안동

의하였다.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11년 9월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었

고, 2012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적 강제성을 띠고 있으며, 그 목적은 정책의 성

차별적 원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

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 실현,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을 둔 정책 실행을 통한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있다.

평가 대상은 제·개정 법령 및 성평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이며, 평가 기관은 여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다.

평가 지표로는 크게 제·개정 법령의 분석 평가 지표와 계획의 분석 평

가 지표 두 가지로 나뉘며, 제·개정 법령의 분석 평가 지표는 3가지, 계획

의 분석 평가 지표는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여성가족부, 2017)에 따

르면 2016년 기관별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중 서초구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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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2) 45건, 원안동의3) 18건, 자체개선안동의4) 1건, 개선의견5) 10건, 기

타6) 16건, 개선계획수립과제7) 10건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6년 

기관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중 서초구는 과제 수 21건, 원안동

의 0건, 자체개선안동의 18건, 개선의견 3건, 개선계획수립과제 21건의 

평가를 수행하였다.

서초구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주민생활국 여성보육과의 담당자가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법령(조례 및 규칙) 53건, 사업 27건, 홍보

물 3건으로 조사되었다.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17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검토 결과 공무원이 직접 평가하는 체계와 전문가가 평가를 실시하는 

특별 영향의 이원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성별영향평가가 평가체계에서

는 건강영향평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간이건강영향평가를 직접 실

시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과 도구를 개발하였고, 사업의 예산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장기간 수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

체에서 평가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외부 전문기관

에서 포괄적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제안하였다.

2) 성별영향분석평가 시스템에 관리 번호로 등록된 사업 분석 평가 과제.
3) 분석 평가서에 성차별이 발견되지 않아 개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4) 분석 평가서에 정책개선안을 자체적으로 충실하게 이행한 과제.
5) 여성가족부(중앙)나 분석 평가 책임관(지방자치단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별도로 정책개

선의견을 제시한 과제.
6) 분석 평가서 작성 제외 통보되거나 중단된 과제.
7) 자체개선안 과제 수 + 개선의견 중 수용한 과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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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비교

구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강제성 있음 있음

목적

법령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사
전에 제거함으로써 법령을 공정하
게 집행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
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합리적으
로 개선하고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 실현, 정책 
수요자들의 성별 특성에 기반을 둔 
정책 실행으로 국민 만족도 제고

평가 대상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제정·개정 법령, 성평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홍보물
(2017년 추가)

평가관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여성가족부

평가수행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평가체계 공무원이 직접 평가 실시
이원화
- 공무원이 직접 평가 실시
- 특별 영향평가는 전문가가 평가

지표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제·개정 법령의 
분석 평가 지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성별 특성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성별 균형 참여

위탁·대행의 투명
성·책임성

계획의 분석 평
가 지표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재정누수 가능성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

공개성 성별요구도

예측가능성 성별 형평성

부패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
선 및 환류)

부패방지장치의 체
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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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 모형 개발의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건강영향평가 도입을 지원하고 

제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장에 적합한 운영체계를 개발하고, 실무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강영향평가 지침을 개발하는 것이다.

2016년에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 모형 개발을 목적으로 간이영향

평가의 평가 기준이 마련되었으나 실제로 운영되지 않아서 문제점과 보

완점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서울시 서초구는 「서초구 구민건강관리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적극적

으로 건강영향평가 정착을 추진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영향평

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한 대상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2016

년에 개발된 간이평가의 기준을 실제로 적용하여 평가 기준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선·보완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자체 평가 리스트

와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자가 사용하기 용이한 지침을 개발하였다. 

제2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를 제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제안하였다. 우선 건강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건

강영향평가위원회는 정책 제안 및 사업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

고 장·단기 계획 수립과 수행 및 평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영향평가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하며, 건강영향평가의 수행 절차를 제시하였다.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느냐이다. 따라서 제4절에서는 간이건강영향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 
모형 개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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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평가 대상에 대한 선정 기준과 최종적인 평가 도구를 개발하였다. 

제5절 서초구 간이건강영향평가 결과에서는 간이건강영향평가의 선정 

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을 선정하였고,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건강영향평가 체크리스트(수정안)를 이용하여 18

개의 사업을 간이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서초구 정책 사업에 대한 간이건강영향평가를 통해 실효성 검증을 거

친 최종 평가 지표를 제시할 수 있었고, 이를 올해 개최되는 건강영향평

가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1. 서초구 건강영향평가(HIA)사업의 추진 배경

⧠ 서초구 건강영향평가 조례 제정

○ “건강영향평가”란 정책, 계획, 사업 등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과 그 분포를 파악하는 도구, 절차, 방법 또는 그 조합을 의미한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1018호 제정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건강관리 기본조례(2015. 12. 17.)

－ 조례 제2조(정의) 6호의 건강영향평가정의 

－ 조례 제9조(건강영향평가 실시)

 구청장은 공공정책이나 사업, 계획 등을 결정하거나 수립하

려고 할 때에는 그 정책이나 사업, 계획의 시행이 건강에 미

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건강에 해로운 사항

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조례 제10조(구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 ②항의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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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8.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서초구 건강영향평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영향평가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을 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서초구는 여건상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크고, 각

종 정책(사업) 수립 시 건강을 권고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건

강 지표 우수)하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의 제정 및 건강영향평가 체계화 시범사업

을 통하여 건강영향평가의 실행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고, 중앙 단

위 건강영향평가 법제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있다.

○ 2016년에 개발한 간이평가의 평가 기준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

선·보완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자체 평가 리스트와 지

방자치단체의 실무자가 사용하기 용이한 지침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서초구 건강영향평가(HIA) 사업의 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

○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의 간이평가를 시범적으로 운영

○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 지침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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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방법

○ 사업 대상 선정: 2회 전문가 회의 (총 420개의 사업 대상을 선정함)

○ 간이건강영향평가 도구 개발: 전문가 자문 회의 및 실무자 면접 

○ 간이건강영향평가 도구 검증: 실무자 면접

제2절 서초구 간이건강영향평가의 운영체계

  1. 조직(김정선 등, 2016)

가. 건강영향평가위원회

－ 개요: 건강영향평가가 필요할 경우 건강영향평가위원회 설치 

－ 목적: 건강영향평가위원회는 정책 제안 및 사업이 건강에 영향

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장·단기 계획 수립, 수행 및 평가에 대

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

－ 역할

 건강영향평가 기준(간이평가, 포괄적 평가) 설정

 건강영향평가 모니터링과 평가

 건강영향평가를 실행할 담당자, 전문가 등의 인력에 대한 의

사결정

 일정표(스케줄) 계획 수립 및 보고서 자문

 포괄적 평가를 설정할 경우 외부 용역 심의 및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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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의 수: 9명 ~ 11명 이내의 홀수((부)구청장, 보건소장, 

시민단체, 사업담당자, 건강영향평가 전문가는 반드시 1명 

이상 참여)

 위원의 구성: 지방자치단체 내 다부서로 구성((부)구청장, 보

건소장(1명) 외 직원 2명, 외부 전문가 2명, 시민단체 대표 

2명 이상, 사업담당자 2명) 

    ※ 표 2-1에 따른 장단점 비교 후 결정 

대안 위원의 특징 장점 단점

1. 다부서로 구성

- 기획예산, 교통, 교
육, 주택, 환경, 보
건, 문화, 여성청소
년, 노인 등의 부서
에서 1명씩 참석

- 정책적 실현 가능성 
높음. 다양한 전문
성을 바탕으로 여러 
종류의 대상에 대한 
이해의 증진

- 관심 부족으로 인한 
참석률 저조 우려

- 보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의사결정 
지연 우려

2. 건강영향평가 관
련 전문가로 구성

-보건소장 외 직원 
O명 + 외부 전문가

- 보건에 대한 높은 
이해로 신속한 의
사결정

- 타 부서 이해 부족으
로 인한 의사결정 이
후 HIA 진행 과정에
서 갈등 발생의 우려

3. 건강영향평가 관
련 전문가 + 시
민단체

-보건소장 외 직원 
O명 + 외부 전문가 
+ 시민단체 대표

- 건강영향평가 확산
을 위한 여론 조성

- 건강영향평가를 통
한 보건의 정치적 
쟁점화

- 시민단체의 이해관
계에 따라 편협한 
시각 제공 가능

자료: 강서구보건소, 인제대학원대학교. (2014).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건강영향평가 모형 
개발.

〈표 2-1〉 건강영향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의 대안



26 2017년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세부2) 건강영향평가 지방자치단체 모형 적용 연구

나. 산하조직

－ ‘사무국’과 ‘분야별 자문단’ 설치

 사무국은 건강영향평가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며, 자문단은 각 분과별로 미

리 전문가 풀(pool)을 확보해 두었다가 필요시 직접 자문을 

제공하거나 다른 전문가들을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구분 사무국 자문단

역할
-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자료 수집, 조사, 회의 자료 작
성, 모니터링 등

- 위원회 요청 시 각 분야의 전문적 의견 제시

구성 - 보건소 정규 직원 1명

- 문화체육/교육(행정지원국)/지역경제(기
획재정국)/사회복지/환경(생활복지국)/주
택/도시계획(도시관리국)/교통(건설교통
국)/보건의료(보건소) 각 분과별 5~7인 
위촉

비고

- 위원회 위치가 보건소 바깥에 있
을 경우(기획실, (부)구청장 직
속), 결재라인의 문제, 행정적 문
제들(근무 평가 등) 

- 자문료 예산 확보 필요

자료: 강서구보건소, 인제대학원대학교. (2014).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건강영향평가 모형 개발.

〈표 2-2〉 건강영향평가위원회 산하 사무국과 자문단의 구성과 역할



제2장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 모형 개발 27

  2. 간이건강영향평가의 수행 절차

   

단계 도구(역할), 담당

1단계: 
건강영향평가 간이 

평가 대상 선정

⋅건강영향평가 필요성 결정
 - 대상 사업 선정 점수표
 - 건강영향평가 담당자

가 과별 선정 

⋅건강영향평가
  위원회 
⋅사무국
⋅담당공무원

⋅추가 자료 확보
⋅확실치 않음
⋅필요 없음

간이평가 대상 선정 

2단계:
간이평가

 ⋅간이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담당공무원
⋅ 간이평가 

(수집 가능한 근거를 바탕으로 
소수의 관계자의 면접/설문)

3단계:
정책 제안 및 
간이평가 제출

 ⋅개선의견 있을 경우
⋅담당공무원
⋅정책 담당자 검토

⋅간이평가 결과 제출
(정책이나 개선의견 제출)

〔그림 2-1〕 간이건강영향평가 흐름도

제3절 서초구 간이건강영향평가의 적용

  1. 평가 대상 선정

건강영향평가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어떤 사업을 평가 대상으로 할 것

인가를 선정하는 것이다. 건강영향평가 대상을 정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참고로 하였다. 

－ 성별영향평가는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지방자치

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제안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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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영향평가도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과 단위사업

의 제안서를 대상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서초구의 사업을 살펴

본 결과 단위사업을 건강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제안하였다. 그

러나 단위사업 안에 여러 세부사업들이 있어서 단위사업을 대

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다. 

－ 그다음 기준은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인데, 이 기준

을 가지고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매년 사업이 계

획되고 수행되지만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업은 1년 내에 끝나지만 규모가 크고 건강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사업도 있어서 단순히 기간을 가지고 사업을 선정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2. 평가 도구

－ 연구진들은 2016년에 개발된 “건강영향평가 필요성에 대한 

도구”를 이용하여 평가하고자 하였으나, 이 도구를 이용하여 

공무원이 직접 평가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 건강영향평가 도구는 건강영향에 대한 질문 두 가지(“건강에 

대한 잠재적/부정적인 측면의 영향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건강영향이 사망, 장애, 병원 입원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잠

재적으로 있습니까?”)와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 네 가지(“건강

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한 규모의 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인구집단 내, 특히 특정집단(예: 취

약계층, 노년층, 여성)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

성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건강영향이 취약계층/빈곤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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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업으로 인한 

건강에 대한 영향이 주민이 걱정할 정도의 수준입니까?”)로, 

총 6개의 질문 중 2개 이상이 나올 경우 건강영향평가가 필요

한 것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건강영향이 

사망, 장애, 병원 입원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있

는지,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한 규모의 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기는지와 같은 질문은 주관적이기 때

문에 이 문항들을 실무담당자가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

려웠다.

－ 따라서 보다 쉬우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어서 아래

에 제시하는 바와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① 기존 도구에서 세 가지 측면(건강에 대한 영향 여부, 취약·

빈곤층 대상 여부, 특정집단 대상 여부)의 질문에서 ‘예’로 응

답할 경우 1점, ‘아니오’로 응답할 경우 0점으로 하여 6명의 

내부 연구진과 외부 연구진이 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1

차 평가를 하였다. 

          ② 6명의 동일한 평가자의 건강영향평가의 크기가 상이할 경

우 3점, 중 2점, 하 1점으로 점수화하여 2차 평가를 하였다. 

가. 1차 선정(건강에 대한 영향, 취약·빈곤층 대상 여부, 특정집단 대상

을 우선으로 선정)

⧠ 서초구 행정 조직

－ 서초구 행정 조직은 2담당관, 5국, 32과, 1소, 1지소, 1기획단 

18동, 1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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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영향평가 대상 사업 선정 과정을 평가하기 위하여 3가지 기준

(건강에 대한 영향/취약·빈곤층 대상 여부/특정집단 대상 여부)을 

이용하여 내부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 6명이 평가를 하여 선정 기준

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건강영향평가 제외 기준: 서초구의 모든 사업 중 계획(용역 의뢰, 

발주, 계획 등. 예시: 건축시공자 공공기여사업 추진), 프로그램 

개발, 수수료 인상, 세금 부과를 하는 사업은 제외하였다.

⧠ 평가 대상

－ 서초구에서 수행되는 사업으로 2016년 200개, 2017년 220

개, 총 420개의 서초구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 평가자

－ 내부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로 총 6명의 위원이 평가하였다. 

〈표 2-3〉 평가 대상 사업 선정 기준

구분 기준

직접적·간접적 
건강영향

건강에 대한 건강에 대한 잠재적/부정적인 측면(신체적, 가족 및 지역사
회, 정신적, 영적 측면의 건강 결과)의 영향이 있습니까?

취약·빈곤층 
대상

건강에 대한 영향이 취약계층/빈곤층 등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있습니까?

특정집단 
인구집단 내, 특히 특정집단(예: 노년층, 여성, 다문화 가정)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외 대상 사업

· 계획(용역 의뢰, 발주, 계획 등. 예시: 건축시공자 공공기여사업 추진)
· 프로그램 개발
· 수수료 인상
· 세금 부과

제외부서
·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 보건소
· 보건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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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방법

－ 평가 대상인 각 사업당 3가지 기준(건강에 대한 영향/취약·빈

곤층 대상 여부/특정집단 대상 여부)에 대하여 ‘그렇다’는 ‘1’, 

‘아니다’는 ‘0’으로 계산하여 총합에 대한 점수를 산출하였다

(별첨 1).

⧠ 평가 결과

－ 점수 기준(최소 0점 ~ 최대 18점): 12점 이상의 사업은 44개, 

6점 이상의 사업은 171개였다.

－ 선정 기준 요소별: 연구진 6인 모두 건강영향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은 106개, 취약계층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업은 16개로 

파악되었다.

⧠ 1차 선정 기준 과정 평가에 사용한 3가지 기준 적용 시 문제점 논의

○ 건강영향

－ 광범위하게 본다면 대부분의 사업이 건강영향과 관련 있을 것

으로 생각되므로 “건강영향”의 의미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취약·빈곤층 대상 또는 특정집단 대상 여부 유무

－ 취약계층 대상 여부를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했을 때, 취약계층

이 주요 대상이 되는 “주민생활국”의 사업이 집중적으로 선정되

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 

가운데 건강영향평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 취약계층을 대상으

로 하지 않는다면 선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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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영향평가 대상 사업 선정 과정에 대한 논의

○ 1안) 건강영향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6점 이상을 받은 사업들을 

리스트로 작성하여 각 국에 전달하고, 각 국에서 검토 후 최종 선

정을 하자는 의견

○ 2안) 각 국·과가 사업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국·과

에서 건강영향평가를 할 사업을 일부 선별한 후, 건강영향평가위

원회에 전달하여 위원회에서 검토 후 최종 선정하는 안

→ 기본적으로 2안이 더 효율적일 수 있으나 해당 국·과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과 여분의 업무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므

로 전문위원회에서 3배수 정도에 해당하는 사업을 선별한 후 그 안

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 건강영향평가 대상 사업 2차 선정 과정 평가 제안 

－ 전문위원회에서 먼저 대상 사업을 선별한 후 국·과에서 평가

하도록 한다. 

○ 2차 선정 기준

－ 건강영향의 크기: 체크리스트에서 단순히 건강영향 여부(그렇

다 1점, 아니다 0점)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의 크기

를 상/중/하의 단계로 평가한다. 건강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인가에 대한 평가는 간단한 사업 계획서로 판단하기 어려

우므로 영향의 크기만 평가하기로 한다. 단,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고에 별도 표기하여 점수가 작더라도 

대상 사업을 고려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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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영향의 범위: 건강영향평가는 주관적이므로 건강영향에 

대한 범위는 넓게 생각하여 평가하기로 한다. 

－ 사업 대상: 구민인 경우를 기본으로 하며 직원 대상인 사업은 

건강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예산 여부: 비예산 사업이라도 사업의 특성 및 내용이 건강영

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을 기준으로 건강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기로 한다.

－ 보건소 사업의 경우 모두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므로 

건강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 추상적으로 큰 틀을 구축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비고에 자유롭게 추가 의견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 기타 제안 

－ 과의 협조 여부가 건강영향평가의 수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각 과의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도록 한다.

－ 큰 단위로 묶여 있는 과제의 경우, 세부 과제 각각에 해당하는 

평가를 진행하고, 결정은 국·과에서 하도록 할 예정이다.

－ 평가자의 전공에 따라 평가 의견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전문위

원회에 다양한 전공자를 포함하여 자문 역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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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 선정(건강영향의 크기로 대상 사업 선정)

⧠ 건강영향평가 대상 사업 선정

○ 건강영향크기를 상 3점, 중 2점, 하 1점으로 점수화하여 5명의 

평가자가 평가한다.

⧠ 건강영향평가 제외 기준: 1차 선정과 동일하게 한다.

⧠ 평가 대상

○ 서초구에서 2017년에 수행된 220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표 2-4〉 1차 및 2차 평가 대상 사업 선정 기준 비교

구분 1차 선정 기준 2차 선정 기준

평가 기준
· 건강에 대한 긍정·부정영향
· 취약계층 대상
· 특정집단(노인, 다문화, 장애인) 대상

· 건강에 대한 영향의 크기로만 평가
(상/중/하로 평가함)

평가 대상 
사업 개수

420개 220개

평가 대상 
사업 연도

2016년, 2017년 2017년

제외사업

· 계획(용역 의뢰, 발주, 계획 등. 예시: 
건축시공자 공공기여사업 추진)

· 프로그램 개발
· 수수료 인상
· 세금 부과

· 계획(용역 의뢰, 발주, 계획 등. 예
시: 건축시공자 공공기여사업 추진)

· 프로그램 개발
· 수수료 인상
· 세금 부과

제외부서

· 기획재정국 전체
·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 보건소
· 보건지소

· 기획재정국 전체
· 보건소
· 보건지소

기타
· 하나의 사업 내에 여러 개의 세부사업

이 있는 경우, 큰 범주로만 평가

· 하나의 사업 내에 여러 개의 세부
사업이 있는 경우, 세부사업 각각
을 평가

* 2017년 5월 12일 회의에서 사용된 평가 기준에 밑줄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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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

－ 내부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 총 5명 

⧠ 평가 방법

－ 평가자 5인이 각 사업의 건강영향 크기를 상(3점), 중(2점), 하

(1점)로 평가하고 각 결과를 취합하여 최소 3점에서 최고 15

점으로 계산한다.

⧠ 평가 결과

○ 평가 결과: 1차 기준으로 6점을 받은 사업, 2차 기준으로 10점 이

상을 받은 사업을 선별하여, 부서별로 선정된 사업의 숫자를 상세

하게 표기하였다.

－ 1차 기준 적용 시 최고점 6점을 받은 사업은 57개였다.

－ 2차 기준 적용 시 10점 이상을 받은 사업은 55개였다.

－ 전체적으로 1차 기준과 2차 기준 적용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1·2차에 걸친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두 가지 이상의 방안을 

도출하기로 하였다.

⧠ 1차 기준이나 2차 기준에 따른 결과 비교

○ 사업 선정 시 별 차이가 없게 나타나서 2차의 기준인 건강영향평

가의 크기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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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사업수 부서 사업수 부서 사업수 부서 사업수

문화행정국 1차 2차 전체1)주민생활국 1차 2차 전체 도시관리국 1차 2차 전체 안전건설교통국 1차 2차 전체

행정지원과 5 0 7 복지정책과 2 3 11 주거개선과 1 0 7 안전도시과2) 3 10 17

문화체육관광과 7 5 13 사회복지과2) 1 7 13 도시계획과 0 0 9 건설관리과 0 0 4

주민행정과 0 1 11 여성보육과 0 0 14 건축과 1 2 6 도로과 2 2 7

교육협력과 3 2 11 어르신청소년과 10 6 13 공원녹지과 5 2 11 물관리과 4 2 7

오케이민원센터 0 0 6 푸른환경과 9 11 14 부동산정보과 - 0 5 교통행정과 3 2 9

　- - - -　 청소행정과 0 0 6 도시디자인기획단 0 0 4 주차관리과 1 0 7

합계 15 8 48 합계 22 27 71 합계 7 4 42 합계 13 16 51

주: 1) 전체 사업수는 소분류로 세분화된 사업 개수가 포함된 숫자이며, 이 표는 2017년 사업만
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를 제시하였음.

     2) 사회복지과와 안전도시과 사업의 경우, 1차에서는 대분류 단위로 평가하였고, 2차에서
는 세분화된 사업 각각을 평가하였음.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의 경우 대분류 8개 
사업 중 1개, 안전도시과는 대분류 4개 사업 중 3개로 1차와 2차 간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2-5〉 부서별 선정 사업수

다. 간이건강영향평가 대상 사업 선정 제안

⧠ 1안 : 건강영향평가위원회에서 일정 점수를 받은 리스트를 국에 전달

→ 해당 국에서 최종 선정 

○ 건강영향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사업 리

스트를 해당 국에 전달하여 해당 국에서 검토 후 최종 선정

－ 1단계: 현재까지의 진행 결과를 공유하여 어떤 기준을 최종적

으로 선정해서 사용할지, 연구진과 건강영향평가 사업담당 공

무원을 포함한 3인 이상의 팀을 구성하여 1차 평가를 실시한

다. 평가의 중간 점수인 2점을 기준으로 3인의 평가위원이 평

가할 경우를 고려하여 총 6점 이상을 받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건강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 2단계: 1차 평가 결과를 해당 국으로 전달하여 국에서 최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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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할 사업을 선정하도록 한다. 

⧠ 2안: 건강영향평가 지침 제공 → 국·과에서 건강영향평가를 할 사업

을 직접 선정

○ 각 국·과에서 사업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건강영향평가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지침을 공유하여 국·과에서 건강영향평가

를 할 사업을 직접 선정

－ 1단계: 1·2차 선정 시 사용한 기준 및 지침에 대한 자료를 공

유하고 교육하여 해당 사업담당자가 지침을 통해 직접 대상 사

업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광범위하게 본다면 대부분의 사업이 건강영향과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건강영향”의 범위에 대한 대략적인 가

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건강에 대한 영향이 바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장기적으로 

수행하여야 영향이 나타나는 사업이 있다. 건강에 대한 영향

이 직접적이며, 바로 나타날 수 있는 사업에 높은 점수를 부

여한다. 상대적으로 건강에 대한 영향이 미치는 데 오랜 시

간이 걸릴 수 있는 경우는 하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도 고

려해 볼 수 있다. 

 건강영향이라는 범위에는 신체적 건강, 환경적 건강의 의미

가 모두 포함될 수 있으며,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신체적 또는 환경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

를 판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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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영향평가 대상 선정 질문

1) 직접적, 간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는가? 
      1점: 예, 0점: 아니오(‘아니오’의 경우 건강영향평가 하지 않음)
1_1) 영향을 준다면, 그 영향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3점: 상, 2점: 중, 1점: 하 
1_2) 건강에 대한 영향이 미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가? 
          1점: 예, 0점: 아니오

－ 2단계: 대상 사업 평가 후 최종 결정 전에, 만약 특정 부서로 

대상 사업이 집중된 경우, 국별로 최소 1개의 사업은 건강영향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최대 범위로 ‘과’의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대상 사업수를 조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 3안: 취약계층 대상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 취약계층 대상 사업을 우선으로 선정하는 방안

－ 사업 중 취약계층(저소득 구민, 저소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위주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

－ 단점: 대부분 “주민생활국”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건강영향평가가 필요

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강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3. 간이건강영향평가 수행

⧠ 개요

선정된 대상의 사업담당자가 수집 가능한 근거(evidence)를 바탕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소수 관계자들의 견해와 기초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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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건강영향평가 체크리스트에서 설정한 도구를 이용하여 건

강결정요인의 5가지 영역에서 평가한다. 

－ 건강결정요인의 5가지 영역에 대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적인지 기술한다.

－ 만약 부정적인 측면이 나올 경우 ① 사업내용이나 ② 예산분배

에서 건강영향 요구 반영에 대한 결정(예: 반영완료, 추후개선, 

해당 없음)을 하도록 한다.

－ 각각의 평가(① 사업내용이나 ② 예산분배)에서 추후개선이라

는 결정이 나올 경우 개선안을 작성하여 개선하도록 한다.

－ 측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을 포

함한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한다. 대상 인구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대한 프로파일을 작성하고 건강상태를 기술한다. 사업

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영향, 특히 취약집단의 영향

에 대해서 살펴본다.

⧠ 추진 절차

－ 해당 부서의 사업담당자가 간이평가를 실시한다. 

－ 간이평가 체크리스트 도구 초안(보고서 37쪽)을 이용한다.

－ 인구집단 구성요원의 특성에 따라 건강영향평가에 간이평가 

결과를 근거로 권고 사항의 범위를 결정한다.

－ 1차 기준 적용 시 최고점 6점을 받은 사업은 57개, 2차 기준 

적용 시 10점 이상을 받은 사업은 55개였다. 55개 사업 중 3

개를 시범으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여 평가 도구에 대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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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구하였다. 

⧠ 평가 도구에 대한 수정 의견

－ 사업 관련 취약계층 질문에서 본 사업은 모든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특정하기 힘들다(굳이 고른다면 범죄 취약계

층인 노약자 및 여성 등이 될 것임).

－ 문항 내용에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할 여지가 많아 동일한 업무

담당자이더라도 개인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 예) ‘개인(생활습관 및 정신보건)’ 질의 항목 부분에서 주거 및 

경관 개선으로 인해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

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문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설문의 답변 형식과 좀 달

라 답변할 때 약간의 혼동이 있었다(※ 일반적인 설문 답변 형

식: 매우 없음-약간 없음-보통-약간 있음-매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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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구분 신규사업 (   )    계속사업 (    )

소관부서

국장 국명
성명

전화번호

담당자 과명
성명

전화번호 

사업의 성격
□ 국가위임사무                □ 시·도 고유사무
□ 시·도 위임사무              □ 시·군·구 고유사무

사업위치
(혹은 대상)

사업목적 사업 계획서상에 기재된 사업목적 기재

총예산규모
① 10억 미만 ②11억~50억
③ 51억~100억  ④100억 이상

추진일정
(경위)

추진근거 해당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법, 규정, 지침 기재

기대효과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
사업

직접적, 간접적으로 건
강에 영향을 주는가? 

□ 예

□ 아니오(제외)

선정 
기준

영향을 준다면, 그 영
향의 크기가 얼마나 되
는가? 

□3점: 상
□2점: 중
□1점: 하 

어떤 집단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기술 

건강에 대한 영향이 미
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가? 

□1점: 예
□0점: 아니오

‘예’일 경우 얼마 동안 영향을 줄지 기술 

작성 요령: 건강영향평가 제외사업에서 건강에 영향을 주는가에서 ‘아니오’일 경우 제외.
선정 기준: 건강영향크기와 건강영향기간을 고려해 각 과에서 건강영향평가를 받을 사업을 선

정하도록 함.

건강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사업) -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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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건강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초안 

건강결정
요인의 범주

구체적인 건강결정요인 부정
영향
없음

긍정 비고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조건

1. 질병의 예방(감소) 또는 유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 주요 질병: 암, 치매, 심뇌혈관
질환, 아토피 등)

주거 및 
근로조건

(물리적 환경)

1. 청소, 폐기물 발생 등 쾌적한 환경과  관련이 
있는가?

2. 교통, 주차 등과 관련이 있는가?
3. 범죄 발생(또는 감소), 치안 등과 관련이 

있는가?
4. 지역 주민의 사고 및 손상과 관련이 있는가?

사회 및 
지역사회의 

영향

1. 지역 주민의 문화체육 활동과 관련이 있는가?
2. 이웃 관계와 관련이 있는가?
3. 가계수입 또는 지역경제와 관련이 있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등)
4. 지역 주민의 사회적 지지나 유대감과 관련이 

있는가?

개인의 
생활습관 요소

1. 지역 주민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가?

2. 지역 주민의 영양 또는 식습관에 영향을 주는가?

3. 지역 주민의 음주에 영향을 주는가?

4. 지역 주민의 흡연에 영향을 주는가?

5. 지역 주민의 우울과 관련이 있는가?

6. 지역 주민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가?

7. 지역 주민의 자살 분야와 관련이 있는가?

8. 지역 주민의 정서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가?

생물학적 요인 
기타

1.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성별 대상은? ①남  ②여  ③모두

2.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인구집단은?
①영유아     ②어린이․청소년 
③성인       ④노인  
⑤취약계층  ⑥전체

3.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①해당 지역 주민    
②인근  지역 상인
③시행(위탁운영)자 
④기타(______________________)

4.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공간적 범위는? ①예  ②아니오

5.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취약계층은?
①장애인 ②저소득계층 ③환자 
④다문화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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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도구에 대한 자문 회의 결과

－ 55개 사업 중 3개를 시범으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한 후 평가

를 해 준 담당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였으며,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문항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담당을 맡고 있는 공무

원이 수행 시 용어가 어렵다고 하였다. 

 용어의 설명이나 정의가 필요하다.

 건강영향평가의 체크리스트만을 가지고 평가할 경우 결과

에 대한 관리나 환류방법은 제시되지 못한다.

－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건강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를 수정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 건강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수정안

－ 건강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크게 Ⅰ. 사업개요, Ⅱ. 건강영향

분석평가 체크리스트 Ⅲ. 건강영향평가 반영사항 및 조치사항

으로 구분하였다.

－ 사업의 개요에서는 사업명, 구분, 소관 부서, 사업의 성격, 사

업 위치, 사업 목적, 총예산 규모, 추진 일정, 추진 근거, 기대 

효과를 기입한다.

－ 제외 사업(1문항), 선정과 관련된 문항(3문항) 등 총 4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 건강영향평가 제외 사업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가에서 ‘아니

오’일 경우 제외한다.

－ 선정 기준: 건강영향 크기와 기간을 고려해서 각 과에서 건강

영향평가를 받을 사업을 선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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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사업) - 수정안 

I. 개요

사업명

구분 신규사업 (   )    계속사업 (    )

소관부서
국장 국명

성명
전화번호

담당자 과명
성명

전화번호 

사업의 성격
□ 국가위임사무                □ 시·도 고유사무
□ 시·도 위임사무              □ 시·군·구 고유사무

사업위치
(혹은 대상)
사업목적 사업 계획서상에 기재된 사업목적 기재

사업내용 사업 계획서상에 기재된 주요 사업 대상, 세부사업명 및 사업내용 기재 

총예산규모 ① 10억 미만  ②11~50억  ③ 51~100억  ④100억 이상

추진일정
(경위)

추진근거 해당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법, 규정, 지침 기재
기대효과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
사업

직접적, 간접적으로 건
강에 영향을 주는가? 

□ 예

□ 아니오(제외)

선정
기준

영향을 준다면, 그 영향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3점: 상
□2점: 중
□1점: 하 

어떤 집단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기술 

건강에 대한 영향이 미
치는 데 오랜 시간이 걸
릴 수 있는가? 

□1점: 예
□0점: 아니오

‘예’일 경우 얼마 동안 영향을 줄지 기술 

대상 사업으로 인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에 영향
을 줄 수 있습니까?

□1점: 예
□0점: 아니오

‘예’일 경우 어떤 취약계층에 영향을 
줄지 긍정 혹은 부정 모두 기술함

작성 요령: 건강영향평가 제외사업에서 건강에 영향을 주는가에서 ‘아니오’일 경우 제외.
선정 기준: 건강영향크기와 건강영향기간을 고려해서 각 과에서 건강영향평가를 받을 

사업을 선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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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건강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 수정안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건강결정요인이라고 하며, 이 범주는 크게 사회경제적 환
경, 주거 및 근로조건 물리적 환경, 사회 및 지역사회 영향, 개인 및 기타 영역으로 구분
했습니다. 대상 사업이 건강결정요인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기술해 주세요.  

건강결정
요인의 
범주

구체적인 건강결정요인 부정 영향 
없음 긍정 비고

사회경제
적 환경

1. 질병의 예방(감소) 또는 유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 주요 질병: 암, 치매, 심뇌혈관질환, 아토피 등)

2.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와 관련이 있는가?

주거 및 
근로조건
물리적 
환경)

1. 수질, 대기, 청손, 폐기물 발생 등 쾌적한 환경과 
관련이 있는가?

2. 교통, 주차 등과 관련이 있는가?
3. 범죄 발생(또는 감소), 치안 등과 관련이 있는가?
4. 주민의 주거환경과 관련이 있는가?
5. 지역 주민의 사고 및 손상과 관련이 있는가?

사회 및 
지역사회
의 영향

1. 지역 주민의 문화체육 활동과 관련이 있는가?
2. 사회적 지지나 연대 활동(예: 동호회모임 활성화 

등)과 관련이 있는가?
3. 가계수입 또는 지역경제와 관련이 있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등)
4. 사업의 상업화로 인하여 주민들의 이탈화 및 상

대적 박탈감과 관련이 있는가?

개인(생활
습관 및 

정신보건)

1. 지역 주민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가?
2. 지역 주민의 영양 또는 식습관에 영향을 주는가?
3. 지역 주민의 음주에 영향을 주는가?
4. 지역 주민의 흡연에 영향을 주는가?
5. 지역 주민의 우울과 관련이 있는가?
6. 지역 주민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가?
7. 지역 주민의 자살 분야와 관련이 있는가?
8. 지역 주민의 정서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가?

기타 

1.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성별 대상은? ①남  ②여  ③모두

2.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인구집단은?
①영유아  ②어린이․청소년 
③성인     ④노인  
⑤취약계층  ⑥전체

3.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①해당 지역 주민  
②인근 지역 상인
③시행(위탁운영)자 
④기타(_________________)

4.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공간적 범위는? 관련 지역 기술

5.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취약계층은?
①장애인 ②저소득계층 ③환자 
④다문화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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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건강영향평가 반영사항 및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일 경우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
인지, 부정으로 표시했을 경우 어떤 측면에서 부정적인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만약 건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서 사업에 이를 고려하
여 반영했다면 ‘반영완료’, 개선조치를 할 예정이라면 ‘추후개선’, 정책요구를 반
영할 필요가 없다면 ‘해당 없음’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결정
요인의 범주

구체적으로 기술

사회경제적 환경
긍정

부정

주거 및 
근로조건

물리적 환경)

긍정

부정

사회 및 
지역사회의 영향

긍정

부정

개인(생활습관 
및 정신보건)

긍정

부정

기타 
긍정

부정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1. 사업내용에서의 
건강영향 요구 반영

 □ 반영완료 (어떻게 반영했는지 기술)
 □ 추후개선 ☞ 아래 칸에  작성 
 □ 해당 없음

2. 예산분배에서의 
건강영향 요구 반영

 □ 반영완료 (어떻게 반영했는지 기술)
 □ 추후개선 ☞ 아래 칸에 작성 
 □ 해당 없음

☞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추후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만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예
산에 대한 개선안을 작성해 주세요.

세부 평가항목 해당 사업 개선안 

1. 사업내용, 수행방식 등 반영계획

2. 지침, 예산 반영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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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서초구 간이건강영향평가 결과

  1. 평가 대상 선정 평가 결과

○ 1차 기준 적용 시 최고점 6점을 받은 사업은 3개 국에서 57개의 

사업이었다.

－ 1차 기준 적용에서는 문화행정국 15개, 도시관리국 7개, 안전

건설교통국 13개가 선정되어 주로 문화행정국이나 안전건설

교통국 사업의 점수가 높았다.

○ 2차 기준 적용 시 10점 이상을 받은 사업은 3개 국에서 55개의 

사업이었다.

－ 2차 기준 적용에서는 문화행정국 8개, 도시관리국 4개, 안전

건설교통국 16개가 선정되어 주로 문화행정국이나 안전건설

교통국 사업의 점수가 높았다. 

－ 사회복지과와 안전도시과 사업의 경우, 1차에서는 대분류 단

위로 평가하였고, 2차에서는 세분화된 사업으로 각각을 평가

하였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의 경우 대분류 8개 사업 중 1

개, 안전도시과는 대분류 4개 사업 중 3개로 1차와 2차 간의 

선정결과는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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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간이건강영향평가의 평가 대상 사업

부서 사업수 부서 사업수

문화행정국 1차 2차 전체1) 주민생활국 1차 2차 전체
행정지원과 5 0 7 복지정책과 2 3 11

문화체육관광과 7 5 13 사회복지과2) 1 7 13
주민행정과 0 1 11 여성보육과 0 0 14
교육협력과 3 2 11 어르신청소년과 10 6 13

오케이민원센터 0 0 6 푸른환경과 9 11 14
　- -　 -　 -　 청소행정과 0 0 6
합계 15 8 48 합계 22 27 71

부서 사업수 부서 사업수

도시관리국 1차 2차 전체 안전건설교통국 1차 2차 전체
주거개선과 1 0 7 안전도시과2) 3 10 17
도시계획과 0 0 9 건설관리과 0 0 4

건축과 1 2 6 도로과 2 2 7
공원녹지과 5 2 11 물관리과 4 2 7

부동산정보과 -　 0 5 교통행정과 3 2 9
도시디자인기획단 0 0 4 주차관리과 1 0 7

합계 7 4 42 합계 13 16 51

주: 1) 전체 사업수는 소분류로 세분화된 사업 개수가 포함된 숫자이며, 이 표는 2017년 사업만
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를 제시하였음.

     2) 사회복지과와 안전도시과 사업의 경우, 1차에서는 대분류 단위로 평가하였고, 2차에서는 
세분화된 사업 각각을 평가하였음.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의 경우 대분류 8개 사
업 중 1개, 안전도시과는 대분류 4개 사업 중 3개로 1차와 2차 간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
으로 볼 수 있음.

  2. 간이건강영향평가 수행

⧠ 55개(혹은 57개) 사업 중 3개를 시범으로 건강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초안) 수행 

○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셉테드) 사업 실시

－ 쾌적한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범죄 발생과 치안, 주민의 

주거환경, 사고 및 손상, 문화체육 활동, 사회적 지지나 연대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생활습관 

및 정신보건) 영역에서는 주민의 정서나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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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영역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 서초구 생활체육교실 운영

－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 문화체육 활동, 사회적 지지나 연대 활

동, 가계수입 또는 지역경제와 관련, 신체활동, 영양 또는 식습

관, 우울, 스트레스, 자살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교통과 주차 문제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사업 지원

－ 쾌적한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범죄 발생과 치안, 주민의 

주거환경, 사고 및 손상, 사회적 지지나 연대 활동에 긍정적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평가 수행 현황 및 문제점

○ 3개의 시범 간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수정안을 개발하여 1차 선정과 2차 선정 시 점수가 높게 나온 사

업에 대하여 간이평가를 하도록 요청하였다. 

○ 각 과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과제를 선정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건

강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업무가 추가된

다는 인상을 주어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각 과에서 

직접 건강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므로, 자발적으로 건강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과의 사업

에 대해서만 간이평가를 수행하였다.

○ 문화행정국의 문화체육관광과, 교육협력과, 주민생활국의 사회

복지과, 어르신청소년과, 푸른환경과, 안전건설교통국의 안전도



50 2017년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세부2) 건강영향평가 지방자치단체 모형 적용 연구

시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국의 공원녹지과 등 총 9개 

과의 협조를 통해 총 18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간이평가를 수행하

였다.

⧠ 건강영향평가 추진 결과 

○ 체크리스트(수정안)를 이용하여 18개의 사업을 간이평가하였고, 

평가를 한 사업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8〉 부서별 간이건강영향평가 사업명 

부서 사업명 부서 사업명

문화행정국 주민생활국

문화체육관광과 - 생활체육교실운영 사회복지과
- 중중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교육협력과
-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 학교급식지원 사업 

어르신청소년과 - 결식아동 급식 지원

푸른환경과 

- 2017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 
시행계획

- 소음65dB특별기동반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 하천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수

질보전 홍보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합계 3개 합계 9개

부서 사업명 부서 사업명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공원녹지과 
- 먹는 물 공동시설(구

룡약수터 3곳)
안전도시과

-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셉
테드) 사업

- 서리풀원두막 설치 운영
- 치매어르신 안전귀가서비스 구축

도로과 - 반포대로 보행환경개선공사

교통행정과 - 횡단보도 설치사업

합계 1개 합계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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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간이건강영향평가 결과

⧠ 선정 기준에 대한 결과 

－ 18개의 사업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

하였다.

－ 18개 사업의 대부분(14개)은 건강에 영향을 주는 크기가 중간 

이상이라고 하였다.

－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오랜 시간을 판

정하는 것이 주관적이어서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

〈표 2-9〉 부서별 간이건강영향평가 결과

사업 부서 사업명 선정 기준 선정 점수

문화행정국
영향
크기

시간
취약
계층

문화체육관광과 생활체육교실운영 3 0 1 4

교육협력과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1 0 0 1

학교급식지원 사업 2 1 1 4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먹는물공동시설(구룡약수터 등 3곳) 정비 공사 2 0 1 3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중중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2 1 1 4

중증장애인 야간순회 방문 서비스 2 1 1 4

어르신청소년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2 0 1 3

푸른환경과 

2017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 시행계획 2 1 1 4

소음65dB특별기동반 - - -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2 1 1 4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2 1 1 4

하천 환경오염 사고 예방 및 수질보전 홍보 2 0 0 2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1 1 1 3

안전건설교통국 

안전도시과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셉테드) 사업 2 1 - 3

서리풀 원두막 설치 운영 3 1 1 4

치매 어르신 안전귀가 서비스 구축 3 0 0 3

도로과 반포대로 보행환경 개선 공사 1 - 0 1

교통행정과 횡단보도 설치사업 2 1 1 4

주: 영향크기: 3(상), 2(중), 1(하), 시간: 1(예), 0(아니오), 취약계층: 1(예), 0(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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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영향평가 분석 평가 결과 

사업 부서
문화행정국

사업명 평가내용

문화체육관
광과

생활체육교
실운영 

- 체육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해당 시설 및 주변 상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 운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와 활력 증진으로 근로 능률 향상
- 생활체육교실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습관 함양

교육협력과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 범죄 발생, 치안 등과 관련 있음. 지역 주민의 사고 및 손상과 
관련되어 아이들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

- 건강영향평가의 건강결정요인의 범주에 대부분 영향이 없는 것
으로 평가

학교급식
지원 사업 

- 학교에서 영양사를 통한 균형적인 식단 조절로 학생들의 건강
관리

- 무상급식 및 집단 식사로 상대적 박탈감이 존재하지 않음

사업 부서
도시관리국

사업명 평가내용

녹지과 

먹는 물 
공동시설 

(구룡약수터 
등 3곳) 
정비공사

- 노후시설 장비 등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 지역 주민의 신체활동에 영향
- 구룡산, 우면산 내 약수터 정비 사업으로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 산행을 즐기는 산악인들에게 긍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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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부서
주민생활국 

사업명 평가내용

사회복지과

중중장애인 
응급안전알
림서비스

- 지역 주민의 사고 및 손상과 관련: 화재, 가스누출 등의 사고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 주민의 상해 예방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
문서비스 

- 질병의 예방(감소) 또는 유발과 접한 관련: 사지마비 장애인의 
욕창 등 예방

- 가계수입 또는 지역경제와 관련: 야간시간 동안 가족에 의한 사
지마비 돌봄이 어려울 경우 자부담으로 야간 돌봄인들 구해야 하
는데, 이에 도움을 줌

어르신
청소년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 꿈나무카드(아동급식지원카드)를 해당 가맹점에서만 쓰도록 하여 
관내 가맹점의 소득 창출

- 저소득 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 가정 아동 위주의 지원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

- 편의점 내 구매 항목을 제한(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등 구입 불
가)하고, 급식을 시행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월별 식단표 확인을 
통해 대상 아동의 건강한 식사 유도

푸른환경과 

2017 
미세먼지 
저감특별 
대책시행

계획

- 미세먼지 저감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저감
-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믿고 숨 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 및 어르신들 건강을 보호
- 마스크 배부하여 미세먼지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독려

소음65dB
특별기동반

- 주거지역의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시 빠른 대처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어린이활동
공간 

환경안전 
관리

- 벽지나 바닥재 등에서 발생하는 중금속을 검사하여 개선을 유
도함

- 놀이터 바닥재 등의 물리적 환경에서 유해인자 검사를 통해서 관
리할 수 있음

-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점검하므로 학부모 및 어린이 활동 
공간 관리자의 관심을 유도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을 증진

- 환경부지원점검, 자체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어린이 활동 공간을 
관리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 대기정화로 암질환 등 예방할 수 있음
- 배출가스 저감 및 발생량 억제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매연으로부터 해방되어 신체적․정신적 긍정적 영향

하천환경
오염사고 
예방 및 
수질보전 

홍보

- 하천수질이 깨끗하면, 아토피 등 질병이 줄어들 것임
- 수질 개선으로 인한 깨끗한 하천
- 물놀이시설, 운동시설 확보 등 친수공간 확대로 주민모임 활성화 

등
- 하천변 산책인원 증가로 건강생활 유지
-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 친수공간 확보를 통한 주거지 만족도 제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실생활에 필요한 세차, 병원, 정비소등 주거생활에 필수적 사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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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부서
안전건설
교통국 

사업명 평가내용

안전도시과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셉테드) 사업

- 범죄 발생 자체를 예방함으로서 물리적 건강 위해요인 감소
- 벽화 등으로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 효과
-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환경조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범

죄 불안감 해소로 긍정적 사고 배양
-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개인의 생활습관 및 정

신 건강에 도움

서리풀원두막 
설치 운영

- 폭염 시 일사병 온열환자 발생 예방
- 도시주거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함
- 개인 주거 및 직장 출퇴근 시 폭염으로부터 안전

치매어르신 
안전귀가서비스 

구축
- 치매 어르신 외부 활동 케어로 행복추구권 보장

도로과
반포대로 

보행환경개선
공사

- 보행환경 개선으로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
- 쾌적한 보행환경 확보

교통행정과
횡단보도 
설치사업

- 걷기 운동으로 인한 질병예방
- 인근 횡단보도 설치로 이동편의
- 걷기 운동으로 인한 질병예방

⧠ 건강영향평가 도구에 대한 의견

－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으로 “오랜 시간”이라고 질문한 것

에 대한 판단이 애매하다.

－ 취약계층에 아동이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사업의 성격에서 법정 업무가 아닌 경우 위임사무와 고유사무 

간의 구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렵다.

－ 사업 관련 취약계층 질문에서 모든 주민에게 혜택이 들어가므

로 특정하기가 어렵다.

－ 문항 내용에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할 여지가 많아서 동일한 업

무담당자이더라도 개인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 사업장과 연관 지어 질문 각각의 범위나 내용이 여러 방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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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으나 답변하기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다가온다.

－ 구에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므로 

건강영향평가에 긍정적인 사업이 대부분이다.

－ 사업담당자들은 자신의 사업을 평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 부정적으로 응답할 경우 업무가 더 많아질 것을 우려해서 부정

적이라는 응답은 잘 하지 않는다.

－ 건강영향평가 분석 체크리스트에서 사용된 용어를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구체적인 정의가 있어야 한다.

－ 건강결정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제5절 간이건강영향평가 최종 평가 지표 제안

⧠ 간이건강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건강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수행을 바탕으로 간이평가 체크리

스트 최종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건강영향평가는 크게 세 부분(Ⅰ. 개요, Ⅱ. 건강영향분석평가 체

크리스트, Ⅲ. 건강영향평가 반영사항 및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으로 구분된다. 

○ 개발된 간이건강영향평가 최종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지침을 개

발하였다(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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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사업) - 최종안 

I. 개요

사업명

구분 신규사업 (   )    계속사업 (    )

소관부서

국장 국명

담당자 과명
성명

전화번호 

사업의 
성격

□ 국가위임사무                 □ 시·도 고유사무
□ 시·도 위임사무              □ 시·군·구 고유사무

사업위치
(혹은 대상)
사업목적 사업 계획서상에 기재된 사업목적 기재
사업내용 사업 계획서상에 기재된 주요 사업 대상, 세부사업명 및 사업내용 기재 

총예산규모
① 10억 미만           ②  11억~50억 미만
③ 50억~100억 미만     ④ 100억 이상

추진일정
(경위)

추진근거 해당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법, 규정, 지침 기재
기대효과 

년       월       일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
사업

직접적, 간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는가? 

□ 예
□ 아니오(제외)

선정 
기준

A. 영향을 준다면, 그 영향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3점: 상
□2점: 중
□1점: 하 

어떤 집단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기술 

B. 건강에 대한 영향이 미치
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가? 

□3점: 3년 이상
□2점: 1년~3년 미만
□1점: 1년 미만

‘예’일 경우 얼마 동안 영향을 
줄지 기술 

C, 대상 사업으로 인하여 취
약계층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1점: 예
□0점: 아니오

‘예’일 경우 어떤 취약계층에 
영향을 줄지 긍정 혹은 부정 
모두 기술함

건강영향점수  = (B+C)*A

작성 요령: 건강영향평가 제외사업에서 건강에 영향을 주는가에서 ‘아니오’일 경우 제외합
니다. 

선정 기준: 건강영향크기와 건강영향기간을 고려해서 각 과에서 선정 기준의 건강영향점수
가 높게 나타난 사업을 건강영향평가의 사업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취약계층: 소득기준에 의해 사회 서비스 구매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과 노동시장 여건상 
취업하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을 말합니다. 취약계층은 장애인, 저소득층, 환
자, 다문화가정을 의미합니다. 취약계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
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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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건강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  최종안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건강결정요인이라고 합니다. 이 범주는 크게 사회경제적 
환경, 주거 및 근로조건 물리적 환경, 사회 및 지역사회 영향, 개인 및 기타 영역으로 구
분됩니다.  대상 사업이 건강결정요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 “부정”, 영향이 없을 경우 “영향 없음”, 긍정적일 경우 “긍정”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건강결정
요인의 
범주

구체적인 건강결정요인 
부정
(-)

영향
없음
(0)

긍정
(+)

비고

사회경제적 
환경

1. 질병의 예방(감소) 또는 유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 
주요 질병: 암, 치매, 심뇌혈관질환, 아토피 등)

2.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와 관련이 있는가?

주거 및 
근로조건
물리적 
환경)

1. 수질, 대기, 폐기물 발생 등 쾌적한 환경과  관련이 있는가?
2. 교통, 주차 등과 관련이 있는가?
3. 범죄 발생(또는 감소), 치안 등과 관련이 있는가?
4. 주민의 주거환경과 관련이 있는가?
5. 지역 주민의 사고 및 손상과 관련이 있는가?

사회 및 
지역사회의 

영향

1. 지역 주민의 문화체육 활동과 관련이 있는가?
2. 사회적 지지나 연대 활동(예: 동호회모임 활성화 등)

과 관련이 있는가?
3. 가계수입 또는 지역경제와 관련이 있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등)
4. 사업의 상업화로 인하여 주민들의 이탈화 및 상대적 

박탈감과 관련이 있는가?

개인(생활습
관 및 

정신보건)

1. 지역 주민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가?
2. 지역 주민의 영양 또는 식습관에 영향을 주는가?
3. 지역 주민의 음주에 영향을 주는가?
4. 지역 주민의 흡연에 영향을 주는가?
5. 지역 주민의 우울과 관련이 있는가?
6. 지역 주민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가?
7. 지역 주민의 자살 분야와 관련이 있는가?
8. 지역 주민의 정서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가?

기타 

1.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성별 대상은? ①남  ②여  ③모두

2.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인구집단은?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합니다)

①영유아  ②어린이/청소년 
③성인     ④노인 
⑤취약계층   ⑥전체

3.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이해관계자는 사업 대상자와 수혜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합니다)

①해당 지역 주민    
②인근 지역  상인
③시행(위탁운영)자 
④기타(_________________)

4.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공간적 범위는? 관련 지역 기술

5.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취약계층은?
①장애인   ②저소득계층 
③환자      ④다문화가정 
⑤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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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건강영향평가 반영사항 및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일 경우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
인지, 부정으로 표시했을 경우 어떤 측면에서 부정적인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만약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고려하여 사업에 
반영했다면 ‘반영완료’, 개선조치를 할 예정이라면 ‘추후개선’, 정책요구를 반영
할 필요가 없다면 ‘해당없음’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결정
요인의 범주

구체적으로 기술

사회경제적 
환경

긍정

부정

주거 및 
근로조건

물리적 환경)

긍정

부정

사회 및 
지역사회의 

영향

긍정

부정

개인(생활습관 
및 정신보건)

긍정

부정

기타 
긍정

부정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1. 사업내용에서의 건강
영향  요구 반영

□ 반영완료 (어떻게 반영했는지 기술)
□ 추후개선 ☞ 아래 칸에  작성 
□ 해당없음

2. 예산분배에서의  건강
영향 요구 반영

□ 반영완료 (어떻게 반영했는지 기술)
□ 추후개선 ☞ 아래 칸에 작성 
□ 해당없음

☞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추후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만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예산에 대한 개선안을 작성해 주세요.

세부 평가항목 해당 사업 개선안 

1. 사업내용, 수행방식 등 반영계획

2. 지침, 예산 반영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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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방자치단체 정책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개요 

건강영향평가 사업의 연구 목표 중 하나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의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여 각 정부 단위의 건강영

향평가 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 

2016년도에 이어 2017년도에도 지방지차단체에서의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서초구를 선정하였다. 

서초구는 구민건강관리 기본조례(2015. 12. 17.)를 제정하였고, 공공

정책이나 사업, 계획 등을 결정하거나 수립하려고 할 때에는 그 정책이나 

사업, 계획의 시행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건

강에 해로운 사항을 피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건강영향평가

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초구의 여건상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

심이 높으며, 각종 정책 수립 시 서초구 건강여건을 건강영향평가와 접목

하여 실질적인 모범사례로 정착화하고자는 의지가 있어, 우리 원의 지방

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의 대상으로 서초구의 정책 사업을 선정

하기로 하였다. 

2016년도에 서초구의 건강영향평가로 주요 정책 중 단기 1개 사업(반

딧불센터 운영사업)과 중장기 1개 사업(양재천 종합정비사업)을 선정하

였다. 이 가운데 반딧불센터 운영사업은 포괄적 HIA를 하였고 양재천 종

합정비사업은 중간 HIA를 하였다. 

건강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해 평가 대상 사업의 재평가를 

지방자치단체 정책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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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기로 하였다. 장기간(1년 이상) 수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추진 사업

의 건강영향평가 결과를 적용한 후, 2차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건강영향

평가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2016년도에 수행된 양재천 종합정비 추진 사

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결과의 사업 반영 수준과 결과물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포괄적 HIA를 하였다.

  

양재천 종합정비사업의 건강영향평가 수행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1〕 양재천 종합정비사업 건강영향평가 수행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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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서초구 지역사회 현황

  1. 서초구의 행정 구역

 

서초구는 서울시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은 강남구와 인접해 있

고 남쪽은 경기도 과천시ㆍ성남시와 인접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동작구ㆍ

관악구, 북쪽으로는 한강을 포함하고 있어 서울시 전체의 7.8%에 해당하

는 47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구다.

〔그림 3-2〕 서초구 행정 구역 지도

자료: 서초구. (2016). 서초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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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은 총 18개 동으로 서초1~4동, 반포본동, 반포1~4동, 방배

본동, 방배1~4동, 양재1~2동, 잠원동, 내곡동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542개의 통과 3,734개의 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서초구는 청계산과 우면산, 한강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구 전체 

면적 중 60%가 녹색지역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비하고 있다. 대단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집된 중산층 거주 지역이고 법조타운, 외교단지 

등이 위치한 법조행정의 중심 지역이자, 고속버스터미널, 남부시외버스

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이 있는 교통의 요지이다.

〈표 3-1〉 서초구 행정 구역 현황

(단위: ㎢ )

자료: 서초구. (2016). 서초통계연보.

동 면적 구성비

서초1동 1.42 3.02

서초2동 1.24 2.64

서초3동 2.93 6.23

서초4동 0.88 1.87

잠원동 1.76 3.74

반포본동 1.01 2.15

반포1동 1.00 2.13

반포2동 1.35 2.87

반포3동 1.28 2.72

반포4동 1.43 3.04

방배본동 0.67 1.43

방배1동 0.70 1.49

방배2동 1.93 4.11

방배3동 2.40 5.11

방배4동 0.98 2.09

양재1동 5.76 12.26

양재2동 7.58 16.13

내곡동 12.68 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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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구 현황

서초구의 인구 현황을 보면 2011년에는 등록인구가 43만 9,012명이

었고 그 후 3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45만 4,288명으로 증가

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는 45만 1,258명으로 등록인구가 전년 대비 약 

3,000명 정도 줄어들었으며, 그중 남자가 전년 대비 약 2,000명 정도 줄

었고 여자가 약 1,000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서초구 등록인구 추이

(단위: 명)

년도
인구

합계 남 여

’11 439,012 212,636 226,376

’12 439,998 213,011 226,987

’13 446,541 215,771 230,770

’14 454,288 219,109 235,179

’15 451,258 217,036 234,222

자료: 서초구. (2016). 서초통계연보.

동별 인구 및 가구수를 살펴보면 양재1동이 1만 7,781가구, 4만 7,859

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는 잠원동과 반포1동이 많으며, 가장 적은 동

은 반포본동으로 4,320가구, 1만 3,317명으로 인구가 가장 적은 동에 비

해 가장 많은 동이 약 3.5배가량 가구수와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별 남녀 인구수를 보면 대부분의 지역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조

금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양재2동은 남녀의 비율이 거의 동

일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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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동별 인구 및 가구

(단위: 명, %, 가구)

구분

인구

가구
합계

남 여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2015 451,258 217,036 48 234,222 52 173,007

서초1동 21,385 10,264 48 11,121 52 8,890

서초2동 21,467 10,534 49 10,933 51 8,526

서초3동 30,491 15,102 49.5 15,389 50.5 12,168

서초4동 29,056 14,157 49 14,899 51 9,779

잠원동 34,015 16,156 47.5 17,859 52.5 13,554

반포본동 13,317 6,295 47 7,022 53 4,320

반포1동 30,849 14,821 48 16,028 52 13,689

반포2동 19,881 9,407 47 10,474 53 6,376

반포3동 20,920 9,950 47.5 10,970 52.5 7,170

반포4동 20,745 9,872 47.5 10,873 52.5 7,323

방배본동 22,153 10,374 47 11,779 53 7,955

방배1동 17,538 8,339 47.5 9,199 52.5 7,221

방배2동 28,361 13,566 48 14,795 52 11,220

방배3동 24,400 11,789 48 12,611 52 9,019

방배4동 26,446 12,262 46 14,184 54 10,225

양재1동 47,859 23,062 48 24,797 52 17,781

양재2동 23,633 11,845 50 11,788 50 10,762

내곡동 18,742 9,241 49 9,501 51 7,029

자료: 서초구. (2016). 서초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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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정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서초구의 재정 상태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09년에 약 4,170억 원이었으나 계속 감소하여 2011년에 약 2,970억 

원이었다가 2012년부터 증가 추세로 바뀌어 2015년에는 약 4,660억 원

까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회계는 2009년 약 619억 원에서 2010년 624억 원으로 소폭 증

가하다가 201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2013년에는 386억 원까지 감

소했다가 그 후 다시 증가해 2015년에는 628억 원으로 2013년 대비 약 

1.8배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예산규모

자료: 서초구. (2016). 서초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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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 세입·세출결산의 추이를 보면 예산현액이 2011년에 약 

2,970억 원이었으며 2013년에는 약 3,160억 원, 2015년에는 약 4,560

억 원으로 5년간 서초구의 예산현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표 3-4〉 서초구 세입결산 추이
(단위: 백만 원)

년도
예산현액

금액 시 구 구성비

2011 296,724 - 296,724 100
2012 315,906 - 315,906 100
2013 385,005 - 385,005 100
2014 406,891 - 406,891 100
2015 456,469 - 456,469 100

자료: 서초구. (2016). 서초통계연보.

세입은 지방세수입이 약 1,770억 원, 보조금이 약 1,700억 원으로 전

체 세입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490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약 970억 원인 것을 알 수 있다.

세출은 사회복지가 약 1,660억 원, 기타가 약 1,030억 원, 일반 공공

행정이 약 37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

이 11억 원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세입·세출결산

자료: 서초구. (2016). 서초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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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서초구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백만 원)

자료: 서초구. (2016). 서초통계연보.

  4. 보건

의료기관을 보면 2011년 1,145개에서 2015년 1,209개로 서초구 내

의 의료기관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그중 의원이 2011년 533

개에서 2015년 577개로 다른 기관에 비해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속 병·의원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개였지만 2015년에는 

구분
예산현액

금액 시 구 구성비

지방세수입 161,572 - 161,572 100

세외수입 64,124 - 64,124 100

경상수입 47,583 - 47,583 100

재산임대료수입 219 - 219 100

사용료수입 6,643 - 6,643 100

수수료수입 12,527 - 12,527 100

사업수입 443 - 443 100

징수교부금수입 27,050 - 27,050 100

이자수입 700 - 700 100

임시수입 16,542 - 16,542 100

재산매각수입 904 - 904 100

부담금 941 - 941 100

과징금 및 과태료 등 5,466 5,466

기타수입 5,499 - 5,499 100

지난년도수입 3,732 - 3,732 100

지방교부세 8,125 - 8,125 1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322 - 13,322 100

보조금 162,677 - 162,677 100

국고보조급 등 68,403 - 68,403 100

시도비보조금 등 94,275 - 94,275 1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46,648 - 46,648 100

보전수입 등 46,648 - 46,648 100

내부거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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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로 대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6〉 서초구 의료기관 추이

(단위: 개)

년도 합계
종합

병원
병원 의원

특수

병원

요양

병원

치과 

병·

의원

한방

병원

한의

원

조산

소

부속 

병·의

원

보건

소

보건 

분소

보건

지소

2011 1,145 1 6 533 - 2 330 4 267 - 2 1 1 -

2012 1,139 1 7 546 - 2 325 4 253 - 1 1 1 -

2013 1,172 1 8 558 - 2 334 4 264 - 1 1 - 1

2014 1,184 1 8 569 - 2 330 5 267 - 1 1 - 1

2015 1,209 1 10 577 - 2 327 5 280 - 7 1 - 1

자료: 서초구. (2016). 서초통계연보.

의료기관의 형태를 살펴보면 의원이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는 치과 병·

의원과 한방 병·의원이 많으며, 요양병원은 서초3동과 반포4동에만 1곳

씩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별로 보면 서초4동이 총 210개로 의료기관이 제일 많으며 상대적으

로 내곡동이 총 14개로 의료기관이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5〕 서초구 의료기관

자료: 서초구. (2015). 서초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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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서초구 의료기관
(단위: 개)

2015

년도
합계

종합

병원
병원 의원

특수

병원

요양

병원

치과 

병·

의원

한방

병원

한의

원

조산

소

부속 

병·

의원

보건

소

보건 

분소

보건

지소

계 1,209 1 10 577 - 2 327 5 280 - 7 1 - 1

서초1동 89 - 1 36 - - 24 2 26 - - - - -

서초2동 114 - - 53 - - 32 - 26 - 3 1 - -

서초3동 103 - 3 35 - 1 33 - 29 - 2 - - -

서초4동 210 - - 123 - - 49 - 38 - - - - -

잠원동 139 - - 75 - - 33 1 30 - - - - -

반포본동 23 - - 13 - - 6 - 4 - - - - -

반포1동 77 - 1 46 - - 19 - 11 - - - - -

반포2동 22 - - 11 - - 7 - 4 - - - - -

반포3동 13 - - 9 - - 1 - 3 - - - - -

반포4동 63 1 - 23 - 1 20 - 18 - - - - -

방배본동 35 - - 11 - - 10 - 14 - - - - -

방배1동 59 - 1 27 - - 16 1 14 - - - - -

방배2동 29 - - 10 - - 8 - 11 - - - - -

방배3동 23 - 2 9 - - 8 - 4 - - - - -

방배4동 83 - - 42 - - 19 1 21 - - - - 1

양재1동 80 - 1 35 - - 23 - 19 - 2 - - -

양재2동 33 - - 14 - - 14 - 5 - - - - -

내곡동 14 - 1 5 - - 5 - 3 - - - - -

자료: 서초구. (2016). 서초통계연보.

  5. 건강상태 및 행태

가. 건강상태

서초구민들의 건강상태 중 흡연율을 보면 2012년에는 17.8%로 나타

났지만 2014년에는 14.7%로 나타나 2년간 약 4% 감소하였다가 2015년

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는 다시 17.6%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초구의 남자 흡연율은 2012년 35.1%에서 2014년 29%로 약 

6% 정도 감소했다가 2015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16년에는 33.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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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8〉 서초구의 흡연율
(단위: %)

기간 현재 흡연율 남자 현재 흡연율

2012 17.8 35.1

2013 18.7 36.5

2014 14.7 29.0

2015 16.5 32.4

2016 17.6 33.7

자료: 질병관리본부. (2016). 지역사회건강조사.

연령별 흡연율을 보면 20대, 30대 50대는 약 33~36% 정도의 흡연율

을 보이고 있고 40대의 경우 47%에 달하는 가장 높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와 서초구의 현재흡연율을 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감

소 추세를 보였다가 2016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서울시

와 서초구의 흡연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3-6〕 서초구 연령별 흡연율과 서울시 흡연율

자료: 질병관리본부. (2016). 지역사회건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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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 월간 음주율을 보면 2012년에는 55.1%였지만 2014년에는 

61.2%, 2016년에는 63.5%로 증가해 서초구의 월간 음주율이 매년 꾸준

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음주율의 경우는 2012년에 14.7%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4년

에는 10.7%로 감소하였다가 2015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서초구의 음주율

(단위: %)

기간 월간 음주율 고위험 음주율

2012 55.1 14.7

2013 57.9 14.0

2014 61.2 10.7

2015 63.3 15.6

2016 63.5 14.3

자료: 질병관리본부. (2016). 지역사회건강조사.

서초구의 연령별 음주율을 보면 20대가 78%로 가장 높은 음주율을 보

이고 있고 그중 남자의 음주율이 여자의 음주율보다 2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와 서초구의 음주율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

적으로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7〕 서초구 연령별 음주율과 서울시 음주율

자료: 질병관리본부. (2016). 지역사회건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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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 비만율을 보면 2012년에는 20.9%, 2014년에는 21.9%, 

2015년에는 22.4%로 낮은 비율이지만 비만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다가 2016년에는 21.5%로 비만율이 다시 감소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10〉 서초구의 비만율
(단위: %)

기간 비만율 주관적 비만 인지율

2012 20.9 36.5

2013 20.0 39.6

2014 21.9 38.3

2015 22.4 34.7

2016 21.5 35.6

자료: 질병관리본부. (2016). 지역사회건강조사.

연령별 비만율을 보면 40대와 50대가 약 25%로 가장 높은 비만율을 

보였으며, 20대는 16%로 가장 낮은 비만율을 보였고 전체적으로 여자보

다 남자가 약 2.5배 정도 높은 비만율을 보였다.

서울시와 서초구의 비만율을 비교해 보면 서울시의 비만율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에 반해 서초구의 비만율은 2013년부터 2015

년까지 증가하다가 2016년에 다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8〕 서초구 연령별 비만율과 서울시 비만율

자료: 질병관리본부. (2016). 지역사회건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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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 스트레스 인지율을 보면 2012년에는 32.3%였지만 2013년

에는 28.1%, 2014년에는 27.5%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가, 2015년에는 

33.3%로 약 6% 증가하였고 그 후 2016년에는 30.5%로 다시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 3-11〉 서초구의 스트레스 인지율

(단위: %)

기간 스트레스 인지율

2012 32.3

2013 28.1

2014 27.5

2015 33.3

2016 30.5

자료: 질병관리본부. (2016). 지역사회건강조사.

연령별 스트레스 인지율을 보면 40대가 38%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연령에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조금 더 많은 스

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서초구의 스트레스 인지율을 보면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 이내의 작은 변화를 보인 반면 서초구는 4~6% 정도의 

큰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9〕 서초구 연령별 스트레스 인지율과 서울시 스트레스 인지율

자료: 질병관리본부. (2016). 지역사회건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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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 우울감 경험률을 보면 2012년에는 5.4%였지만 2014년에는 

10.0%로 2배가량 급격히 증가했다가 2016년에는 8.5%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서초구의 우울감 경험률

(단위: %)

자료: 질병관리본부. (2016). 지역사회건강조사.

연령별 우울감 경험률을 보면 70세 이상이 11.6%로 가장 높은 우울감

을 보였으며 50대와 70세 이상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이 남성보

다 높은 우울감 경험률을 보였다.

또한 서울시와 서초구의 우울감 경험률을 보면 모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우울감이 증가했다가 2015년부터 우울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3-10〕 서초구 연령별 우울감 경험률과 서울시 우울감 경험률

자료: 질병관리본부. (2016). 지역사회건강조사.

기간 우울감 경험률

2012 5.4

2013 7.9

2014 10.0

2015 9.3

2016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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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행태

서초구의 신체활동 실천율을 보면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은 23.8%이

며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은 11.3%이고,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은 30.7%로 나타났으며 신체활동 실천율의 경우 전체적으로 여자에 비

해 남자의 실천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서초구의 신체활동 실천율
(단위: %)

신체활동 실천율 전체 남자 여자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 23.8 29.4 18.8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11.3 12.0 10.6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30.7 36.1 25.8

자료: 질병관리본부. (2016). 지역사회건강조사.

서초구의 걷기 실천율을 보면 2012년 48.1%에서 2014년 56.9%, 

2016년 55.4%로 서초구민의 반 이상이 꾸준히 걷기를 실천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3-14〉 서초구의 걷기 실천율

(단위: %)

기간 걷기 실천율

2012 48.1

2013 58.3

2014 56.9

2015 56.2

2016 55.4

자료: 질병관리본부. (2016). 지역사회건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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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령별 걷기 실천율을 보면 20대가 64.7%로 가장 높은 걷기 실천

율을 보였고, 그중 20대 여성은 69.7%로 전 연령과 성별에서 가장 높은 

실천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모든 연령층에서도 

40~50%의 높은 걷기 실천율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시와 서초구의 걷기 

실천율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55% 정도로 모두 꾸준하게 걷기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1〕 서초구 연령별 걷기 실천율과 서울시 걷기 실천율

자료: 질병관리본부. (2016). 지역사회건강조사.

서초구의 월간 규칙적 운동 실천율을 보면 전체 서초구민의 52.6%가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으며, 10대부터 40대까지는 약 45%의 실천율을 

보이고 있고 50대부터 70세 이상은 약 63%의 실천율을 보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대부터 30대까지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높은 실천율을 보이

고 있으며 40대와 50대는 남녀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고, 60대부터 

70세 이상의 경우는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높은 실천율을 보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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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서초구의 월간 규칙적 운동 실천율

(단위: %)

기간 전체 남자 여자

전체 52.6 57.0 48.7

19-29 43.3 52.4 34.8

30-39 47.7 53.0 43.2

40-49 45.2 46.8 43.7

50-59 62.8 63.7 62.0

67.5 75.7 61.660-69

61.3 65.1 57.270 이상

자료: 질병관리본부. (2016). 지역사회건강조사.

서초구의 운동장소를 보면 사성체육관 및 헬스클럽이 42.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으로는 공원이 15.6%로 높은 비율을 차

지하고 있다.

〈표 3-16〉 서초구의 운동장소
(단위: %)

장소 이용률

공원 15.6

사설체육관, 헬스클럽 42.5

구민 체육센터 6.4

학교 운동장 3.6

가정 실내 10.9

기타 21.1

자료: 질병관리본부. (2016). 지역사회건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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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양재천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포괄적 건강영향평가

  1. 양재천 종합 정비사업 개요

 

양재천의 유래에 대해 살펴보면 조선시대 양재동에는 한양과 삼남 지

방을 이어주는 역참으로 양재역이 있었으며, 한국집명총람에는 “쓸 만

한 인재들이 모여 살아 양재동이라고 했다.”라고 쓰여 있기도 하다. 또한 

양재천은 양재동을 관류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기도 한데 옛 이름을 

살펴보면 동국여지승람에는 공수천이라 기록되어 있고, 대동여지도
에는 상류를 공수천, 하류를 학탄이라고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양재천은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관악산(해발 629m)에서 발원하여 과

천시가지를 관류하다가 어린이대공원 뒤 청계산에서 발원한 막계천(지

방)과 관문동 문얼리 과천시 환경사업소에서 합류하고, 서초구 양재동에 

이르러 청계산 동쪽 계곡에서 발원한 여의천(지방)과 합류한 다음 강남구 

대치동을 경유하여 탄천(지방)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이다. 유로의 총연

장은 15.6㎞로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간이 3.7㎞, 강남구에서 관

리하고 있는 구간이 3.5㎞이고, 나머지 8.4㎞는 과천시에서 관리하고 있

으며 양재천의 평균 하폭은 66~13m에 달한다. 양재천은 원래 한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한강의 1차 지류였으나 한강연안개발사업과 주변 일대의 

개발로 직강화 되면서 탄천으로 유입되는 유역변경 및 유로변경이 인위

적으로 이루어진 하천이다.

특히 양재천의 관리구역이 과천시, 서초구, 강남구 등 3개 지방자치단

체로 분할되어 있어 상류에서 하류까지 동일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

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2000년도에 지방자치단체 간 환경 행정의 협

조 체제를 구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하천 환경문제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며, 하천환경 관리사업의 효율적 집행 등을 목적으로 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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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성남시,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용인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탄천, 

양재천,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양재천 살리기 사업에 행정적 지원

을 하고 있다.

환경행정협의회에서는 행정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초기 단계에 6개 지

방자치단체가 동의하는 수질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

으며, 5년 주기의 순환식 소유역 관리 프로그램의 실행, 행정 구역의 경계

부에 관리소를 겸한 방문자센터 건립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3-12〕 양재천 종합정비사업 지도

자료: 서초구. (2016). 내부 자료.

또한 양재천은 서울시 하천 중 최초로 서울시 미래유산에 선정된 하천으

로 현재 서초구에서는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자연보호를 위한 

생태 하천 조성을 위해 양재천 종합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서초구는 2015년 8월부터 자연형 하천 조성을 위

한 수량수질 의사결정관리기술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 협약을 연구컨소시

엄(플러스파운틴 외 2개 기관)과 체결해 양재천 수량수질 개선사업에 박

차를 가하고 있으며, 2015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쉼터, 수변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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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드 설치, 포장 정비, 식재보완 등의 주요 시설물 공사를 시행하였고 

2016년 2월부터 5차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양재천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

으며 2017년에는 양재천 종합정비 2단계 사업으로 양재천 엘레강스 사

업을 진행하고 있다.

  2. 사업 현황

양재천 엘레강스 사업은 사당천, 반포천 복개 구간에서 오수가 유입되

어 수질이 악화되고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고 환삼덩굴, 아카시나

무 등으로 하천사면 및 둔치의 식생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것과 산책

로 및 자전거도로에 있는 단절 구간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관리하고 참여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주민 및 외부 관광객의 방문을 유인하기 위

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서초구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친환경 친수 하천을 

조성하고 치수 기능을 확보하며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써 하천을 개발

하고 하천 유지관리에 주민들의 관심을 증대시켜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

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17〉 주요 사업 현황

양재천 엘레강스 사업

- 자연친화적, 최소한의 우아한 개발
- 통수기능 확보 및 식생정비 통한 친수하천 기반 조성
- 주민들의 즐길거리, 볼거리 확충

단기 장기
약 2,400백만 원

(시비 1,856백만 원)
약 8,300백만 원

- 하천 관리사무소 건립 추진
- 산책로변 보안등 추가 설치
- 양재천 자전거도로 정비

- 양재천 산책로·자전거도로 정비
- 양재천 사랑의 공간 조성
- 하천 관리사무소 건립



제3장 지방자치단체 정책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83

자료: 서초구. (2017). 내부 자료.

서초구는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재천사, 반포천사 등 하

천 자원봉사단체를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기업체, 학생 등 자원봉사자들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천에서 주

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행사를 마련하여 하천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관

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표 3-18〉 2017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양재천 주요 행사

행사일 내   용 비   고

3.3(금)
주민과 함께하는 양재천 봄맞이 
대청소

주민참여

4월 중반~6월 초 하천 환삼덩굴 집중 제거 기간
기업체, 학생 등
자원봉사자 최대한 투입 

6월 말 양재천 보리수확(행사) 주민참여

7월 말
우기철 침수복구(쓰레기 치우기, 
협잡물 제거)

자원봉사자 및 구청

11월 하천 덤불 제거, 제초작업 자원봉사자 및 구청

자료: 서초구. (2017). 내부 자료.

- 양재천 산책로 정비
- 사랑성공 스토리 공간 조성
- 양재천 조롱박 터널 조성
- 양재천 수질정화시설 벽면 정비
- 여의천 단면확장공사
- 여의천 보축공사(보상)
- 여의천 안내판 정비
- 강남경계 제방 관목식재
- 과천경계 둔치 식생매트
- 산책로 꽃길 조성
- 나무 기증사업 추진
- 벗나무 보식
- 여의천 잡목제거, 식생회복

- 양재천 수영장부지 재정비
- 여의천 자전거도로 연결
- 여의천 자전거도로 정비
- 여의천 보축공사
- 식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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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 사업 및 내용

양재천의 사업예산은 시 3억, 구 5억으로 총 8억이며 분야별 주요 사업

은 시설분야 사업과 녹지분야 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시설분야로는 하천 

관리사무소 건립 추진과 보안등 보강설치(영동1교~경부고속도로 등), 둔

치 자전거도로·산책로 정비(무지개다리~과천시계), 제방산책로 정비(영

동2교~영동1교 우안 탄성 포장), 하중도 정비(영동1교), 조롱박 터널 조

성(영동2교~영동1교 좌안 소단), 수질정화시설 벽면 정비 등이 있다.

녹지분야는 강남경계 제방 관목식재, 과천경계 둔치 초화류 식생백, 산

책로 꽃길 조성(무지개다리~과천시계), 소나무(편백)길 조성(주암교 인근 

제방)등이 있다.

〈표 3-19〉 분야별 주요 사업

분   야 주요 사업
소요 예산
(백만 원)

양재천
8억

시 300
구 500

시설

소계 700

하천 관리사무소 건립 추진 100

보안등 보강설치(영동1교~경부고속도로 등) 200

둔치 자전거도로·산책로 정비(무지개다리~과천시계) 120

제방산책로 정비(영동2교~영동1교 우안 탄성 포장) 100

하중도 정비(영동1교) 100

조롱박 터널 조성(영동2교~영동1교 좌안 소단) 20

수질정화시설 벽면 정비 등 10

녹지

소계 100

강남경계 제방 관목식재 35

과천경계 둔치 초화류 식생백 20

산책로 꽃길 조성(무지개다리~과천시계) 40

소나무(편백)길 조성(주암교 인근 제방) 5

자료: 서초구. (2017).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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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분야

시설분야 중 하천 관리사무소 건립 추진사업의 목적은 서초구에서 관

리하고 있는 양재천 등 12개의 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장 사

무실을 설치해 주민 쉼터 겸용 시설로 조성하는 것이다. 설치 위치는 양

재동 126-1에 위치한 하천, 자연녹지지역이고 그 규모는 연면적 약 630

㎡(지상 3층 필로티 구조)이며, 2017년 7월에 설계를 준공하였고 2017

년 9월에 공사비 시비 추경 확보를 추진할 예정으로 예산은 설계비 약 1

억 원, 공사비 약 16억 원이다.

〈표 3-20〉 하천 관리사무소 건립 추진 현황

위치도 현황 사진

자료: 서초구. (2017). 내부 자료.

양재천 태양광 보안등 설치 사업의 목적은 벚나무로 인해 보안등이 가

려져 어두운 산책로 주변에 태양광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영동1교~

경부고속도로 좌안 제방 사면(18주), 들꽃초화원~무지개다리 우안 제방 

사면(12주)까지 태양광 보안등을 설치했으며, 2017년 4월에 모든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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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하였고 이 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약 2억 원이다.

〈표 3-21〉 양재천 태양광 보안등 설치 현황

위치도 현황 사진

자료: 서초구. (2017). 내부 자료.

양재천 둔치 산책로 정비(아스콘 포장)사업의 목적은 경관이 불량하고 

훼손된 산책로를(자전거도로 옆) 재포장하는 것이며, 과천 시계부터 무지

개다리까지의 좌안 둔치 산책로 2.2km를 2017년 10월부터 정비할 예정

이고 소요 예산은 약 1억 2,000만 원이다.

〈표 3-22〉 양재천 둔치 산책로 정비(아스콘 포장) 현황

위치도 현황 사진

자료: 서초구. (2017).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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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천 제방 산책로 정비(탄성 포장)사업의 목적은 영동1교~영동2교 

우안 제방 위(양재천 근린공원) 산책로 약 720m의 노후된 탄성 포장 산

책로를 재포장하는 것으로,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소요

된 예산은 약 1억 원이었다.

〈표 3-23〉 양재천 제방 산책로 정비(탄성 포장) 현황

위치도 현황 사진

자료: 서초구. (2017). 내부 자료.

하중도(河中島) 정비의 목적은 영동1교 하류 하중도 약 560㎡에 접근

로를 설치하고 환경을 개선해 사랑고백의 장소와 같은 명품 공간을 조성

하는 것으로, 2017년 4월에 도시디자인기획단과의 디자인 협의를 통해 

정비되었으며 소요된 예산은 약 1억 원이다.

〈표 3-24〉 하중도(河中島) 정비 현황

위치도 현황 사진 사례 사진

자료: 서초구. (2017).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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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천 조롱박 터널 설치 사업의 목적은 영동2교~영동1교 좌안 소단 

약 100m의 양재천변 산책로(소단)에 조롱박 등 덩굴식물 터널을 조성하

여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며, 2017년 4월에 설치되었고 소요된 예산은 

2,000만 원이었다.

〈표 3-25〉 양재천 조롱박 터널 설치 현황

위치도 현황 사진 사례 사진

자료: 서초구. (2017). 내부 자료.

양재천 수질정화시설 외벽 정비사업의 목적은 무지개다리 상류의 수질

정화시설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있는 훼손된 안내판을 인포그래픽으로 교

체하는 것이며 2017년 9월에 도시디자인기획단과의 디자인 협의를 통해 

정비할 예정이고 소요 예산은 약 1,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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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양재천 수질정화시설 외벽 정비 조성 예

위치도 조성 예

자료: 서초구. (2017). 내부 자료.

2) 녹지분야

강남 경계 지역 경관향상 사업의 목적은 영동2교 우안 약 100m 제방

사면에 진달래, 조팝나무 등 관목식재를 심어 경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진행됐으며 약 3,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표 3-27〉 강남 경계 지역 경관향상 현황

위치도 현황 사진 사례 사진

자료: 서초구. (2017). 내부 자료.

과천 경계 지역 식생복원 사업의 목적은 과천 시계부터 약 100m 둔치 

중 하천침수 등으로 훼손된 둔치에 식생백을 시공하는 것이며 2017년 3

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었고 약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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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과천 경계 지역 식생복원(양재천) 현황

위치도 현황 사진 사례 사진

과천

자료: 서초구. (2017). 내부 자료.

양재천 산책로 주변 꽃길 조성 사업은 무지개다리부터 경부고속도로까

지의 좌안 둔치 약 480m에 계절별 꽃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침수를 고려

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추진할 수 있는 꽃씨 파종을 둔치에 심었으며, 식

생매트 및 관목식재를 사면에 조성하였고 이 사업의 소요 예산은 4,000

만 원이었다.

〈표 3-29〉 무지개다리~경부고속도로 좌안 둔치

위치도 현황 사진 사례 사진

무지개

경부

주: 약 480m 계절별 꽃길 조성(봄-유채, 여름-코스모스, 해바라기, 가을-메 , 목화, 겨울-청보리 
파종).

자료: 서초구. (2017).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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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0〉 주암2교~들꽃초화원 좌안 둔치

위치도 현황 사진 사례 사진

주암

주암

주: 약 1km(코스모스 파종).
자료: 서초구. (2017). 내부 자료.

〈표 3-31〉 주암교~들꽃초화원 제방사면 약 400m(개나리 보식)

위치도 현황 사진 사례 사진

들꽃

주암

자료: 서초구. (2017).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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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주암2교~주암교 제방사면 약 200m(초화류 식생매트)

위치도 현황 사진 사례 사진

들꽃초

화원

주암
2교

자료: 서초구. (2017). 내부 자료.

나. 주민참여 활성화

서초구는 양재천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양재천사와 같은 서초구 

내의 자원봉사단체를 활성화하고 있다.

2017년 2월 기준으로 양재천사의 회원 수는 약 1,200명이며 서초구

는 간담회 개최, 회원 단합대회 등을 통해 오프라인 모임의 활성화를 유

도하고 있다. 각종 하천 행사 시 자원봉사단체와 공동개최를 하고 있으며 

우수 자원봉사들에게 표창을 주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를 지급

하는 방안 또한 추진 중이며 하천 사무소 건립 시 오프라인 모임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2016년 자원봉사 활동을 보면 총 23개 단체에서 60여 회 활동했으며 

참여 인원은 총 3,500여 명으로 기업체가 14개 44회, 학교가 3개 6회, 

기타가 6개 10여 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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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2016년 자원봉사 활동 현황

구  분 참여자(참여 횟수)

기업체(14개 44회)

삼성(물산,전자)(12), 부산은행(5), 천일식품(5), 현대제철(5),
KT(4), 포스코(3), 동원산업(2), 두산중공업(2), 대우(1),
BNK저축은행(1), 리앤풍(1), 라이엇게임즈(1), 신한은행(1),
다산인재개발원(1)

학교(3개 6회) 양재고(4), 경기고(1), 은성중학교(1)

기타(6개 10여 회)
다문화가정(3), 청계산우면산사랑회(3), 숲해설가협회(1), 
월남전참전용사(1), 군부대(2), 서초구 직원, 
1365연계 수시 청소년자원봉사 활동 등

자료: 서초구. (2017). 내부 자료.

또한 서초구는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

는데 그 행사들을 살펴보면 주민들과 함께 양재천을 대대적으로 청소하

는 봄맞이 양재천 대청소, 흙공 던지기, 물수제비 대회 등을 실시하는 양

재천 벚꽃 피는 날과 같은 주민 체험 행사가 있다. 또한 조롱박을 수확하

는 수확물 체험 행사와 보리를 수확하는 보리수확 체험 행사, 친환경 모기 

방제 효과가 있는 미꾸라지 30㎏을 하천에 방류하고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모기 방제 미꾸라지 방류 행사 그리고 전통음식과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행사와 ‘세대 공감! 효(孝)로 통하는 서초’라

는 주제로 노인·청소년 등 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희망 나

눔 걷기 한마당 행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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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양재천 주민참여 행사

행사 일시 장소 내용

봄맞이 양재천 
대청소

2017. 3. 3.(금) 양재천 전구간
하상청소, 고무보 청소 등 하천 시
설물 주민과 함께 대대적인 청소

양재천 벚꽃 피는 
날 주민 체험 행사

2017. 4. 8.(토)
양재천 수영장 주차
장 또는 수변무대 수
중보 인근

하천정화 흙공 던지기 또는 물수
제비 대회 등 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 실시

수확물 체험 행사 2017. 9. 27.(토)
양재천 영동2교 조롱
박 터널

조롱박 수확 행사

보리수확 체험 
행사

2017. 6. 15.(목) 양재천
우리나라 토종보리의 중요성과 
깨끗한 하천환경의 소중함을 일
깨우기 위한 행사

친환경 모기방제 
미꾸라지 방류 

행사

2017. 7. 20.(목), 
7. 21.(금)

양재천

친환경 모기 방제 효과가 있는 
미꾸라지 30Kg을 하천에 방류하
고 쓰레기를 줍는 하천 정비 체
험 행사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행사

2017. 2. 10.(금) 양재천
전통음식 먹거리 장터, 쥐불놀이,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던지기, 
널뛰기 등 민속놀이 체험 행사

희망 나눔 걷기 
한마당 행사

2017. 5. 20.(토) 양재천

‘세대 공감! 효(孝)로 통하는 서
초’라는 주제로 노인·청소년 등 
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
행되는 행사

자료: 서초구. (2017). 내부 자료.

  3. 건강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 

가. 건강영향평가 절차

 

양재천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는 먼저 평가를 담당하는 한

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초구 보건 담당 부서인 보건소가 만나 사전 회의

를 하였다. 이 회의 목적은 담당자에게 건강영향평가를 소개하고 향후 건

강영향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을 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스코핑 단계로서 평가를 담당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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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평가 계획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였다. 여

기서는 건강영향평가의 목적, 잠재적인 긍정적 혹은 부정적 건강영향으로 

예상되는 것, 평가 방법 및 자료, 향후 일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건강영향평가의 첫 번째 목적은 양재천 종합정비사업으로 주민들의 건

강향상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과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찾아서 최소

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건강에 대한 불평

등이 있는 특정집단을 찾아 최소화 방안 등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수행 절차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35〉 건강영향평가 수행 절차 및 방법

건강영향평가운영위원회는 서초구 건강도시 담당공무원, 지역 주민대

표, 사업담당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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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 반딧불센터 사업 건강영향평가 수행 절차 및 방법 위치

구분 소속

건강영향평가전문가 - 삼육대학교 교수

서초구 건강도시 담당자
- 서초구 보건소 소장
- 서초구 건강정책과 과장

서초구 사업담당자 - 서초구 물관리과 과장 

지역 주민 - 주민대표

연구진
- 보건사회연구원
- 한양대학교 

나. 스크리닝 및 스코핑 

  

스크리닝은 일반적으로 건강영향평가 수행 여부 결정과 건강영향평가 

형태를 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건강영향평가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건강에 대한 영향과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으로 구분하여 건강

에 대한 영향으로 신체적, 가족 및 지역사회, 정신적 측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은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

램이 특정집단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

로 건강불평등을 감소시키고 건강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 부정적인 

영향이 인구집단에서 상당한 규모로 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

부, 특정집단(예: 취약계층, 노년층, 여성), 특히 취약계층이나 빈곤층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서초구 

건강도시 담당자, 건강영향평가 전문가, 연구진 등으로 자문 회의를 개최

하여 건강영향평가 대상을 결정한다. 양재천 종합정비사업은 2016년 중

간 HIA을 수행하면서 포괄 HIA를 수행하는 것으로 사전에 결정되었다.

스코핑은 건강영향평가보고서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들을 확인하여 과

업 지시서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스코핑 도구를 사용하여 건강결정요인

과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고 특정집단에 발생될 수 있는 영향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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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양재천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방법은 포괄 HIA를 수행하

기로 하였으며, 평가 과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존 행정 자료와 기존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과 양재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건강결정
요인

구체적인 건강결정요인 

잠재적 영향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
특정집단에 

발생될 수 있는 
영향 

긍정 부정
영향
없음

확실치
않음

사회경제
적 환경

인구집단에 기초한 정책
(보건 및 사회적 교육, 교통, 복지, 
여가)

사회/문화적 가치 및 규범
(차별, 다른 계층에 대한 태도, 형평성)

안전

범죄

물리적 
환경
(주거, 
도로)

주거환경, 공급
(예: 외부 인구 유입으로 거리 및 활
성화)

수질, 대기, 토양의 질

소음

사회 및 
지역사회
의 영향

사회적 지지 및 연대

사회적 배제 감소

개인의 
생활습관 

요소

신체활동

정신건강
(예: 주민들의 사기 진작)

하천의 
기능 

사회적 기능

연결적 기능

정체성

생태적 기능

안전적 기능

〈표 3-37〉 건강영향평가 스코핑(건강결정요인)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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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요 건강결정요인 평가 결과  

스코핑 도구로서 건강결정요인을 평가한 결과 사회경제적 환경 조건 

결정 요인, 물리적 환경 결정 요인, 사회 및 지역사회 결정 요인, 개인의 

생활습관 요소, 하천의 기능 등이 건강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결정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사회경제적 환경 결정 요인 

양재천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결정요인 평가 결과 사회경제적 환경 결

정요인별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확실치 

않음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정책 건강결정요인에서는 하

천 관리사무소 건립으로 수질 오염 및 대기 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이 가능하며 시설 및 녹지 확충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시설 및 녹

지 확충은 타 지역 하천개발 및 하천관리의 우수사례로서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에서 하천 관련 정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구집단에 기초한 정책으로는 산책로 정비 및 녹지 확충(꽃길 정

비, 조롱박 터널 등) 등이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 활동에 기여하며, 단

거리 이동 시 대중교통보다는 도보나 자전거 이동을 유도할 수 있어 주민

들의 건강정책의 일환으로 반영될 수 있다.

건강결정의 안전 요인으로 보안등 보강설치와 다리의 하중도 정비는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건강영향결정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보면 사회·문화적 가치 및 규범 결

정 요인에서 지속적인 양재천 개선이 지역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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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고 주거환경의 격차는 사회경제적 계층의식이 발생할 뿐만 아

니라 건강 불평등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또한 양재천에 각종 행사와 이

벤트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어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며, 양

재천의 지속적 개선과 행사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주

민도 많이 유입될 수 있어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

〈표 3-38〉 사회경제적 환경 조건

구체적인 
건강결정요인 

잠재적 영향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

특정집단에 발생될 수 있는 영향 긍정 부정
영향
없음

확실치
않음

공공정책 ●

- 하천 관리사무소 건립으로 수질 오염 및 대기 
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함. 

- 시설 및 녹지 확충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하천개발 및 하천관리의 우수사례로써 타 지역 
지역 하천개발 정책에 활용될 수 있음. 

인구집단에 
기초한 정책

●

- 산책로 꽃길 정비와 조롱박 터널 조성은 주민들
의 건강증진과 여가 활동에 기여함. 

- 단거리 이동시 대중교통보다는 도보나 자전거 
이동을 유도할 수 있음. 

사회/문화적 
가치 및 규범

●

- 지속적인 양재천 개선은 지역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발생될 수 있음. 

- 주거환경의 격차는 사회경제적 계층의식이 발
생할 뿐만 아니라 건강 불평등을 야기시킬 수 
있음. 

안전 ● ●

- 보안등 보강설치와 하중도 정비는 주민들의 안
전을 확보할 수 있음. 

- 양재천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웅집할 
수 있어 안전성 확보가 필요함.

범죄 ●
- 양재천 하천의 지속적 개선과 행사 등으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주민들도 유입될 수 있
어 범죄 발생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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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리적 환경 결정 요인

물리적 환경 결정 요인 중 주거환경과 공급의 요인을 보면 양재천의 지

속적인 개선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의 유입으로 유동인

구가 증가하여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다.

수질, 대기, 토양의 질 요인을 보면 수변 주위 정비는 수질 오염을 줄이

고 대기 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며, 하천 관리사

무소가 설치되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 소음 측면에서

는 양재천에서 실시되는 행사 또는 이벤트로 인해 주위 주민들에게 피해

를 줄 수 있으며, 유동 인구 증가로 인한 상업화에 따른 소음이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3-39〉 물리적 환경 결정 요인 

구체적인 
건강결정요인 

잠재적 영향

근거
긍정 부정

영향
없음

확실
치

않음

주거환경, 
공급

● ●

- 양재천의 지속적인 개선은 지역 주민뿐만 아
니라 타 지역 주민들까지 유입될 수 있어 상
권이 활성화 될 수 있음.

- 주거환경의 향상은 주거 격차를 발생시키므로 
이에 따른 사회적 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음. 

수질, 대기, 
토양의 질

● ●

- 하천 관리사무소의 건립으로 양재천 수질 
오염을 예방할 수 있고 녹지 조성으로 대기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유동 인구의 증가로 수질 오염과 토양의 증
가할 수 있음.

소음 ●

- 양재천에서 실시되고 있는 행사 또는 이벤
트로 인해 주위 주민들에게 소음에 따른 피
해를 줄 수 있으며 유동 인구 증가로 상업
화에 따른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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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 및 지역사회 결정 요인

사회 및 지역사회의 결정 요인 중 사회적 지지 및 연대 요인을 보면 양

재천에서 진행되는 행사나 이벤트는 주민들 간의 교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 영향으로는 사회적 지지 및 연대에서 행사나 이벤트

가 주민 중심이 아니라 타 지역주민들의 유입 증가로 타 지역주민 위주가 

될 수 있어 지역주민의 교류와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 

사회적 배제 감소 요인으로는 양재천 개선과 상업화 진행으로 주변 주거

공간의 시세상승이 예상되어 기존 주민들의 이탈이 우려되며, 양재천 접

근도가 낮은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표 3-40〉 사회 및 지역사회의 영향

구체적인 
건강결정요인 

잠재적 영향

근거
긍정 부정

영향
없음

확실치
않음

사회적 지지 및 
연대

● ●

- 양재천에서 진행되는 행사나 이벤트는 주민
들 간의 교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커
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음. 

- 행사나 이벤트가 주민 중심이 아니라 타 지
역주민들의 수가 증가하면 지역주민의 교류
에 한계가 있음. 

사회적 배제 
감소

●

- 양재천 개선과 상업화의 진행으로 주변 주
거공간의 시세 상승으로 기존 주민들의 이
탈이 우려됨.

- 양재천 접근도가 낮은 주민들의 상대적 박
탈감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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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의 생활습관 결정 요인

개인의 생활습관 결정 요인 중 신체활동 요인을 보면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의 정비 및 꽃길 같은 녹지 조성은 지역 주민들을 양재천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걷기 운동, 마라톤, 자전거 등 여러 가지 운동이 가능해 신체적 

건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신건강 요인 측면에서는 양재천의 녹지 조성이 주민들의 심리

적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행사와 이벤트, 휴식 공간은 주민들 교류의 

장으로 주민들이 사회적 네트워크 결성과 사회적 지지 기반을 확대할 수 

있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

〈표 3-41〉 개인의 생활습관 요소

구체적인 
건강결정요인 

잠재적 영향

근거
긍정 부정

영향
없음

확실
치

않음

신체활동 ●

-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의 정비 및 꽃길 같
은 녹지 조성은 지역 주민들을 양재천으
로 유도할 수 있어 걷기 운동, 마라톤, 자
전거 등 여러 가지 운동이 가능하므로 신
체적 건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정신건강 ●

- 양재천의 녹지 조성을 통한 주민들의 심
리적 안정으로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행사와 이벤트, 휴식 공간은 주민들 교류
의 장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결성할 수 
있고 사회적 지지 기반을 확대할 수 있어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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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하천의 기능 

하천의 바람직한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계획 요소는 사회적 기능, 

연결적 기능, 정체성, 생태적 기능, 안전적 기능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문영호 등, 2015).

사회적 기능 측면에서 수변공간은 기존 도심에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

는 것으로 축제, 행사, 레크리에이션, 생태교육 등 다양한 활동의 장으로 

이용되도록 만들어져야 하는데 양재천은 이러한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연결적 기능 측면은 이용자들이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이용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양재천은 다양

한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고 지역 주민들은 도보로 많이 접근하

고 있으며, 원거리 주민이나 타 지역 주민들은 자전거를 활용하여 많이 

접근하고 있으므로 접근성의 용이뿐만 아니라 신체적 활동량을 증진시키

는 역할도 하고 있다.

지역의 정체성은 조경배치, 전체적인 구조, 지역, 길, 건물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어우러져 만드는 분위기와 오랜 시간동안 다양한 역사와 문화

가 집적해 있는 공간으로 지역사회의 문화적 방문지로서의 매력을 갖추

어야 한다. 양재천은 조경배치나 전체적 구조 등의 다양한 요소들은 어우

러져 있지만 지역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방문지로서의 매력은 떨어진다

고 볼 수 있다.

생태적 기능으로서 수변공간은 수자원의 보존, 생태계의 보전 및 친수

공간의 활용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수자원 보존을 위한 노력

과 녹지축 형성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생태계의 다양한 서식처로는 한

계가 있다. 또한 안전성 측면에서는 수변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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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치안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는데, 제방산책로의 정비

와 자전거도로의 정비 및 다리의 하중도 정비 등은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

보 할 수 있으나 주민들의 이용률 증가와 유동 인구의 증가로 인한 범죄 

발생의 위험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

〈표 3-42〉 하천의 기능 요소 

구체적인 
건강결정요인 

잠재적 영향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

특정집단에 발생될 수 있는 영향 긍정 부정
영향
없음

확실치
않음

사회적 기능 ●
- 운동 등 활동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휴식 공간, 이벤트, 행사 등
에 활용되고 있음. 

연결적 기능 ●

- 외부에서의 접근성이 용의하고 다양
한 이동수단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하천에는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어 있
어 연결성이 좋음. 

정체성 ● ●

- 조경배치이나, 전체적인 구조 등 다
양한 요소들이 어우러져 있음.

- 지역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방문지로
서의 매력이 떨어짐.  

생태적 기능 ● ●

- 수자원 보존을 위한 노력과 녹지 형
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 생태계의 다양한 서식처로는 한계가 
있음. 

안전적 기능 ● ●

- 제방산책로의 정비, 다리의 하중도 
정비, 자전거도로의 정비로 안전성
을 확보하고 있음.

- 주민들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유동 인
구가 증가하므로 범죄 발생 위험요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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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요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문헌조사 결과

가. 사회경제적 환경 결정 요인

 

사회경제적 환경 조건으로써 양재천은 서초구 주민들의 건강에 다양한 

영향을 주는데, 양재천과 같은 도시 내 오픈스페이스는 옥외 여가 공간으

로서의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노인시설, 공공보건시설, 사회복지시

설로서의 기능도 복합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윤정미 등, 2014).

또한 양재천과 같은 공원녹지의 증가가 도시 내 범죄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강준모 등, 2007).

그러나 이러한 오픈스페이스는 지방 공공재로서 그 질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과 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시, 구를 단위로 하는 정부활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픈스페이스의 관리와 활용을 위해 보다 광역적인 접

근이 필요할 것이다(윤정미 등, 2014).

〈표 3-43〉 사회경제적 환경 조건

구체적인 
건강결정요인 

영향의 
성격

근거
권고 
사항

공공정책 +

- 하천, 체육용지와 같은 오픈스페이스는 지방 공공
재로서 그 질은 지방 정부의 재정지출, 나아가 이
론적으로는 지방재정에서 응익 과세의 성격을 지
니는 재산세와 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그렇지만 
지방재정은 행정동의 범위를 넘어 최소한 시․구를 
단위로 하는 정부활동이므로 보다 광역적인 접근
이 요구됨(윤정미 등, 2014).

- 지방자치단체는 활동거점 공간의 제공 및 활동을 
위한 행정 및 재정을 지원해야 함(김진홍, 2014).

인구집단에 
기초한 정책

+

- 도시내 오픈스페이스는 옥외 여가 공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노인시설, 공공보건시
설, 사회 복지시설로서의 기능도 복합적으로 발
휘할 수 있음(윤정미 등,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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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건강결정요인 

영향의 
성격

근거
권고 
사항

사회/문화적 
가치 및 규범

-

- 모든 사람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복지 측면에서 
우리 삶과 접한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 
정책을 기초로 한 환경복지정책이 필요함(박정규 
등, 2013).

안전 +

- 공원시설 내 범죄 예방 방안으로는 방범초소 설치
와 공원 내 어둡고 은 한 장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보완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원열 
등, 2001).

- 야간 이용자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실제적인 
범죄율의 감소를 위해서 조명의 설치 및 그 위치, 
설치 간격, 조도, 조명의 색상 등에 대한 기준의 
정립이 필요함(박찬걸, 2012).

범죄 +

- 공원녹지의 증가가 도시 내 범죄 감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공원이 고르게 분포
되어 있을 때 공원녹지의 범죄 감소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됨(강준모 등,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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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리적 환경 결정 요인

물리적 환경 결정 요인으로써 양재천은 휴식과 사색의 공간이지만 대

부분 공원의 소음 측정 결과는 환경기준치보다 높기 때문에 관할자치구

는 공원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공원에 미관과 방음성능이 고려된 대책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홍병국 등, 2004).

또한 공원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거주지 주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

을 비교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시장 및 상가시설의 접근성, 대중교통

의 이용성, 운동 및 여가시설의 접근성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

으며, 이용자 집단에서는 특히 공원 등 녹지공간의 접근성과 충분한 보도

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우성 등, 2015).

〈표 3-44〉 물리적 환경

구체적인 
건강결정요인 

영향의 
성격

근거
권고 
사항

주거환경, 
공급

+

- 공원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거주지 주변 물리적 환경에 대
한 인식을 비교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시장 및 상가
시설의 접근성, 대중교통의 이용성, 운동 및 여가시설의 
접근성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자 집
단에서는 특히 공원 등 녹지공간의 접근성과 충분한 보
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이우성 등, 
2015).

수질, 대기, 
토양의 질

+

- 양재천 상류지역의 대기 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은 하천 바람길을 따라 북동방향의 대치동 쪽으로 이동
함을 알 수 있어 양재천 상류지역의 대기 오염발생원은 
도시계획상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양재천이 남부순
환로와 대치동 서쪽에 위치한 초고층건물에 의한 오염물
질의 이동 경로가 되리라 판단됨(이상정 등, 2012).

소음 -

- 공원의 목적은 휴식과 사색의 공간이지만 공원의 소음 측
정 결과는 환경기준치보다 높았음. 따라서 관할자치구는 
공원의 목적을 위하여 공원에 미관과 방음성능이 고려된 
대책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홍병국 등,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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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 및 지역사회 결정 요인

사회 및 지역사회 결정 요인으로써 양재천은 시민사회가 역할을 충실

히 할 수 있도록 하천정보센터나 하천교육센터와 같은 거점 공간을 마련

하고, 환경체험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하천생태 해설사·모니터링단·주민

네트워크 활동 등 주민 마스터 플래너의 양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하천계

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김진홍, 2014).

또한 양재천과 같은 사회적, 공동체적 시설물 이용에서의 배제가 지속

되면 타인과의 접촉 기회가 박탈되거나 약한 사회연결망에 노출될 수 있

으므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김연희 등, 

2012).

〈표 3-45〉 사회 및 지역사회의 영향

구체적인 
건강결정요인 

영향의 
성격

근거
권고 
사항

사회적 
지지 및 

연대
+

-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
도록 하천정보센터나 하천교육센터와 같은 거점 공
간을 마련하고, 환경체험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하
천생태 해설사·모니터링단·주민네트워크 활동 등 
주민 마스터 플래너의 양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하
천계획의 수립이 필요함(김진홍, 2014).

사회적 
배제 감소

-

- 사회적, 공동체적 삶의 영역에서 경험 및 각종 시설
물 이용에서의 배제 또는 고립이 지속되어 타인과의 
접촉 기회가 박탈되거나 약한 사회연결망에 노출되
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김연
희 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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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의 생활습관 결정 요인

개인의 생활습관 결정 요인으로써 양재천은 건강 유지와 자연성을 즐

기기 위해 많이 이용되고 있고 운동과 산보의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

다(김진홍, 2014).

또한 공원 이용자와 비이용자를 비교했을 때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은 

이용자가 3.44, 비이용자가 3.15로 이용자가 비이용자에 비해 스트레스

를 덜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원 이용자들이 비이용자들에 비해 신

체활동량이 많고 스트레스 수준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이우성 등, 

2015).

〈표 3-46〉 개인의 생활습관 요소

구체적인 
건강결정요인 

영향의 
성격

근거
권고 
사항

신체활동 +

- 둔치 이용 시민의 설문조사 결과 둔치는 건강 유지
와 자연성을 즐기기 위해 많이 이용함. 또한 둔치의 
이용 목적은 ‘운동’이 295명(72.1%)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는 ‘산보’가 많음(김진홍, 2014).

- 공원과 해변으로의 접근성이 BMI 및 신체활동과 관
계가 있음(이우성 등, 2015).

정신건강 +

-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은 이용자가 3.44, 비이용자가 
3.15로 이용자가 비이용자에 비해 스트레스를 덜 받
는 것으로 분석됨. 공원 이용자들이 비이용자들에 
비해 신체활동량이 많고 스트레스 수준은 낮은 것으
로 판단됨(이우성 등,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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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하천의 기능 결정 요인

하천의 기능 결정 요인으로 조경진 등(2014)은 양재천을 보면 도시 오

픈스페이스의 방문 동기 요인은 자연성, 디자인 심미성, 일상 탈출성이 

가장 많았으며, 휴식 및 운동 등의 단순한 체험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콘

텐츠와 결합한 하이브리드 공간으로 심미적 욕구, 유대감 형성 및 강화, 

문화 및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의 요인들이 방문 동기로서 작용하며, 이

들 요인이 전체 방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

다. 이우성 등(2015)은 공원 등 녹지공간의 접근성, 운동인구, 볼거리, 횡

단해야 하는 도로의 수, 공기의 쾌적성이 공원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공원은 치료적 기능이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직접적인 원호, 

육성, 갱생에 기여하는 직접적 서비스 기능과 예방적 기능으로 개인과 가

정, 집단 그리고 지역사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복

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한소영 등, 2015).

〈표 3-47〉 하천의 기능 요소

구체적인 
건강결정요인 

영향의 
성격

근거
권고 
사항

사회적 기능 +

- 공원의 기능으로는 치료적 기능으로 ‘사회적 약자’
에 대한 직접적인 원호, 육성, 갱생에 기여하는 직
접적 서비스 기능이 있고 예방적 기능으로 개인과 
가정, 집단 그리고 지역사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
을 목적으로 부여된 공원 복지 기능이 있음(한소영 
등, 2015).

연결적 기능 +

- 토지 이용, 기반시설 등과 같은 도시환경 인자가 도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공원녹지접
근성과 자전거 이용도가 관련성이 있음(이우성 등, 
2015).

- 공원 등 녹지공간의 접근성, 운동인구, 볼거리,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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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건강결정요인 

영향의 
성격

근거
권고 
사항

단해야 하는 도로의 수, 공기의 쾌적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이용자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남. 반
면 대중교통의 이용성은 비이용자 집단에서 더 높
은 만족도를 보임(이우성 등, 2015).

정체성 +

- 수원천 복개 구간 복원을 통해 도심하천의 재해 요
소를 제거하고 친수 및 휴게 공간 조성으로 주변지
역 상권 활성화를 모색함. 또한 수원 화성의 역사성 
회복과 수원천 본래의 생태적 환경을 복원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되살려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원천 복원사업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주민들에게도 매력적
인 수변공간이 되고 나아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됨(박재성 등, 2016).

심미적 기능 +

- 도시 오픈스페이스 방문객들의 방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공통적인 방문 동기 요인은 자연성, 디자인 심미
성, 일상탈출성으로 나타났고 도시 오픈스페이스는 
휴식 및 운동 등의 단순한 체험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와 결합한 하이브리드 공간으로서 심미적 욕
구, 유대감 형성 및 강화, 문화 및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의 요인들이 방문 동기로서 작용하며, 이들 요인이 
전체 방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조경진 등, 
2014).

생태적 기능 +

- 하천 둔치는 자연성 회복에 입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둔치정비는 생태보전지구, 완충녹지지구 및 
이용지구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해 자연성 회
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함(김진홍, 2014).

- 대다수의 시민들이 하천환경 보전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고, 환경보전 활동에 자발적인 동
참 의지를 시사하고 있음(김진홍, 2014).

- 양재천 하류 지점의 습지와 중랑천 표범장지뱀의 
서식처를 보전할 가치가 존재하며, 양서류 생태통
로의 이동 효율성 증대가 필요함(김진홍, 2014).

안전적 기능 +

- 안전한 하천을 위해 해빙기, 우기 대비 시설물 일제
점검, 수해관련 업무처리 지침 보와 및 배포, 비상
대응계획 수립 및 교육, 유관기관 수해 대책회의 개
최 등이 필요함(최명용,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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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건강영향평가 결과 

가. 양재천 지역 현황 

1) 녹지 현황

녹지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녹지와 일반녹지 다음으로 하천변조경이 서

초구 녹지사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전체 녹지 면적이 약 2만 8,000㎡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표 3-48〉 녹지 현황

(단위: 곳, ㎡)

계 시설녹지 일반녹지 분리대 수벽 수림대 하천변조경

개

소
면적

개

소
면적

개

소
면적

개

소
면적

개

소
면적

개

소
면적

개

소
면적

2011 236 1,228,874 19 684,622 65 198,079 6 15,788 7 9,624 3 59,910 11 188,340

2012 245 1,232,316 19 684,622 69 199,633 6 15,788 7 9,624 3 59,910 11 188,340

2013 255 1,235,020 19 684,622 79 202,336 6 15,788 7 9,624 3 59,910 11 188,340

2014 247 1,233,879 19 684,622 71 201,195 6 15,788 7 9,624 3 59,910 11 188,340

2015 272 1,285,945 38 734,735 75 202,253 7 16,184 7 9,624 3 59,910 11 188,340

자료: 서초구. (2016). 서초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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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재천 수질 현황

양재천의 수질 현황을 살펴보면 DO(용존산소)의 경우 주암교 하류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SS(물속에 현탁되어 있는 불용성물질, 

입자)의 경우 영동1교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분원성

대장균군의 경우 무지개다리 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나, 

하천의 수질기준에 근거하여 대부분 보통에서 좋음의 등급을 유지하고 

있었다.

〈표 3-49〉 양재천 수질 오염도

지점 측정월일

BOD
(mg/l)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DO
(mg/l)

용존 
산소

SS
(mg/l)
물속에 

현탁되어 
있는 

불용성물질, 
입자 

T-N
(mg/l)

총질소

T-P
(mg/l)

총인

TOC

총유기
탄소

분원성대장
균군

(군수/100
mg)

총 대장균군 
(군수/100

mg)

주암교 
하류

(양재천)

16년 1/4분기 2.2 14.7 0.8 6.346 0.083 2.9 1,300 34,000

16년 2/4분기 1.0 9.9 0.8 5.493 0.064 2.1 10,000 30,000

16년 3/4분기 0.4 7.9 6.8 7.335 0.137 2.1 7,000 80,000

16년 4/4분기 0.8 12.5 3.1 8.447 0.114 2.4 2,400 40,000

평균 1.1 11.3 2.9 6.905 0.100 2.4 5,175 46,000

무지개
다리 밑
(양재천)

16년 1/4분기 2.0 11.7 0.8 6.053 0.061 2.7 3,600 42,000

16년 2/4분기 1.3 9.6 0.4 5.498 0.065 2.1 4,900 37,000

16년 3/4분기 0.7 7.2 1.6 7.228 0.156 2.2 8,000 90,000

16년 4/4분기 0.9 10.6 1.8 9.639 0.109 2.5 6,000 80,000

평균 1.2 9.8 1.2 7.105 0.098 2.4 5,625 62,250

영동1교 
위

(양재천)

16년 1/4분기 2.3 10.9 10.4 5.915 0.071 2.7 8,400 110,000

16년 2/4분기 1.0 8.9 0.8 4.945 0.097 2.0 1,800 20,000

16년 3/4분기 0.6 7.1 7.6 6.447 0.139 1.8 3,000 70,000

16년 4/4분기 0.8 10.5 1.4 8.702 0.087 2.3 2,100 31,000

평균 1.2 9.4 5.1 6.502 0.099 2.2 3,825 60,250

영동2교 
하류

(양재천)

16년 1/4분기 1.9 11.7 1.2 5.590 0.073 2.6 3,800 37,000

16년 2/4분기 0.9 8.3 1.6 5.182 0.093 2.1 5,600 50,000

16년 3/4분기 0.7 7.7 2.8 6.768 0.144 1.9 6,000 80,000

16년 4/4분기 0.5 11.5 1.6 8.048 0.092 2.5 4,000 80,000

평균 1.0 9.8 1.8 6.397 0.101 2.3 4,850 61,750

자료: 서초구. (2016). 서초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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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 질

양재천의 대기 오염 측정 자료를 보면 2015년 양재천의 초미세먼지 수

치인 PM2.5는 23㎍/㎥, 미세먼지 수치인 PM10은 46㎍/㎥, 이산화질소 

수치인 NO2는 0.032ppm, 일산화탄소 수치인 CO는 0.5ppm, 오존 수

치인 O3는 0.22ppm, 산소포화량 수치인 SO2는 0.005ppm으로 측정

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3-50〉 양재천 대기 오염 측정 자료

년도

PM2.5
(㎍/㎥)
초미세
먼지

PM10
(㎍/㎥)

미세먼지

NO2
(ppm)
이산화
질소

CO
(ppm)
일산화
탄소

O3
(ppm)
오존

SO2
(ppm)
산소

포화량 

2013 25 44 0.033 0.5 0.022 0.005

2014 24 46 0.033 0.5 0.023 0.006

2015 23 46 0.032 0.5 0.022 0.005

자료: 서초구. (2016). 서초통계연보.

4) 양재천 주변 식품위생 관계 업소

서초구 식품위생 관계 업소를 살펴보면 양재천이 위치하고 있는 양재

1동과 양재2동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의 업소가 양재천

이 위치하고 있지 않은 동에 비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서초3동이 

서초구에서 가장 많은 식품위생 관계 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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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 서초구 식품위생 관계 업소

(단위 : 곳)

구분 합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양재1동 782 163 597 22

양재2동 835 196 621 18

서초1동 813 185 602 26

서초2동 614 106 492 16

서초3동 1,182 222 936 24

서초4동 605 81 507 17

잠원동 631 111 502 18

반포본동 250 64 172 14

반포1동 353 64 278 11

반포2동 58 17 34 7

반포3동 113 26 81 6

반포4동 803 276 474 53

방배본동 353 51 291 11

방배1동 344 66 269 9

방배2동 392 61 321 10

방배3동 127 35 86 6

방배4동 334 61 263 10

내곡동 105 20 82 3

자료: 서초구. (2016). 서초통계연보.

또한 서초구의 식품위생 관계 업소 연도별 추이를 보면 휴게음식점, 일

반음식점, 제과점 등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3-52〉 서초구의 식품위생 관계 업소 연도별 추이

(단위: 곳)

년도 합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2010 7,348 1,177 5,917 254

2011 7,592 1,306 6,033 253

2012 7.787 1,353 6,173 261

2013 8,007 1,414 6,328 265

2014 8,323 1,528 6,521 274

자료: 서초구. (2015). 서초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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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양재천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가. 조사 개요

본 조사는 양재천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양재천 종합정비사업이 

구민의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재천

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본 조사의 조사 대상은 서초구 관할구역 내 양재천을 이용하는 시민으

로 총 712명을 대상으로 설문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67 Point이며 조사 방법은 표준화된 조사표를 이용한 면접 조사였으

며 표본추출 방법은 지역별로 유의 할당한 후 무작위로 추출하였고 조사 

기간은 2017년 8월 5일부터 8월 13일까지 약 1주일 동안 진행되었다.

〈표 3-53〉 설문 대상 및 조사 기간

구분 내용

조 사 대 상 서초구 관할구역 내 양재천 이용 시민

표 본 규 모 총 712표본(Sample) / 유효 표본 수 기준

표 본 오 차 95% 신뢰수준에서 ±3.67 Point

조 사 방 법
표준화된 조사표(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면접 조사(Face to Face Interview)

표본추출 방법 지역별 유의 할당 후,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

조 사 기 간 2017년 8월 5일 ~ 8월 13일(약 1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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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 내용

본 조사는 총 9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항목은 양재천 이

용 현황 항목으로 평균 이용 횟수, 주 이용 요일 및 시간대, 방문 소요시간 

및 이동수단이 주요 조사 내용이었다. 지역 정체성 항목은 지명 유래, 분

할 관리구역 인지 여부, 문화행사 인지 여부가 조사 내용이었고 사회적 기

능 항목은 랜드마크 인정 여부, 이용 목적, 체험 공간 인지 여부, 행사 참

여 여부, 휴식 공간 적합 여부 등이 조사 내용이었다. 생태적 기능 항목은 

수질, 생태환경, 하천 기능이 주요 조사 내용이었고 심미적 기능 항목은 

주변경관과 양재천 이용 시 느낀 점이 조사 내용이었다. 안전 기능 항목은 

하천의 안전과 사고 예방 및 방재시설이 조사 내용 이었고 연결 기능 항목

은 보행환경, 자전거 전용도로, 양재천의 접근성이 조사 내용이었다.

또한 다양성 항목은 편의시설 및 공공시설에 관한 것이 조사 내용이었

으며, 마지막으로 하천의 기능 중요도 항목은 활동 공간, 축제 공간, 체험 

공간, 접근성, 수변공간 등이 주요 조사 내용이었다.

〈표 3-54〉 조사 항목 및 조사 내용

조사 항목 주요 조사 내용

양재천 이용 현황 평균 이용 횟수, 주 이용 요일 및 시간대, 방문 소요시간 및 이동수단

지역 정체성 지명 유래, 분할 관리구역 인지, 문화행사 인지

사회적 기능 랜드마크, 이용 목적, 체험 공간, 행사 참여, 휴식 공간

생태적 기능 수질, 생태환경, 하천 기능

심미적 기능 주변경관, 이용 시 느낀 점

안전 기능 하천안전, 사고 예방 및 방재시설

연결 기능 보행환경, 자전거 전용도로, 접근성

다양성 기능 편의시설 및 공공시설

하천의 기능 중요도 활동 공간, 축제 공간, 체험 공간, 접근성, 수변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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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특성 중 성별을 보면 전체 응답자 중 남자가 57.2%이고 여자

가 42.8%이며 서초구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남자가 52.9%, 여자가 

47.1%였으며 서초구 외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남자가 63.5%, 

여자가 36.5%였다.

연령의 경우 20대 이하가 전체의 20.5%였으며 30~40대가 35.8%, 

50~60대가 34.1%, 70대 이상이 9.6%로 나타났다. 서초구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20대 이하가 전체의 21.1%였으며 30~40대가 31.6%, 

50~60대가 37.9%, 70대 이상이 9.4%로 나타났고, 서초구 외 지역에 거

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20대 이하가 전체의 19.6%였으며 30~40대가 

42.1%, 50~60대가 28.4%, 70대 이상이 9.8%이었다.

총 가구원 수의 경우 1인인 경우가 12.4%, 2인인 경우가 25.3%, 3인

인 경우가 24.0%, 4인 이상인 경우가 38.3%였다. 서초구에 거주하는 응

답자의 경우 1인인 경우가 12.2%, 2인인 경우가 26.2%, 3인인 경우가 

26.2%, 4인 이상인 경우가 35.4%였으며, 서초구 외 지역에 거주하는 응

답자의 경우 1인인 경우가 12.6%, 2인인 경우가 23.9%, 3인인 경우가 

20.7%, 4인 이상인 경우가 42.8% 이었다.

직업의 경우 관리자가 9.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19.1%, 사무종

사자가 19.0%, 블루칼라가 16.6%, 무직이 20.1%, 기타(학생, 주부)가 

15.9%였다. 서초구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관리자가 8.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16.9%, 사무종사자가 17.6%, 블루칼라가 18.3%, 무직

이 21.8%, 기타(학생, 주부)가 16.9%였으며, 서초구 외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관리자가 10.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22.5%, 사무종

사자가 21.1%, 블루칼라가 14.0%, 무직이 17.5%, 기타(학생, 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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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였다.

양재천 평균 이용 횟수의 경우 3개월에 1회 이하가 9.6%, 1개월에 1회

가 4.8%, 1개월에 2회가 6.0%, 주 1회가 19.9%, 주 2회가 10.3%, 주 3

회 이상이 49.4%였다. 서초구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3개월에 1회 이

하가 6.3%, 1개월에 1회가 4.0%, 1개월에 2회가 5.2%, 주 1회가 

19.0%, 주 2회가 12.9%, 주 3회 이상이 52.7%였으며, 서초구 외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3개월에 1회 이하가 14.4%, 1개월에 1회가 

6.0%, 1개월에 2회가 7.4%, 주 1회가 21.4%, 주 2회가 6.3%, 주 3회 이

상이 44.6%였다.

양재천 주 이용 요일의 경우 평일은 17.4%, 토·일 및 공휴일은 29.1%, 

평일, 주말 모두는 53.5%로 나타났다. 서초구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평일은 12.2%, 토·일 및 공휴일은 27.2%, 평일, 주말 모두는 60.7%로 

나타났으며, 서초구 외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평일은 25.3%, 

토·일 및 공휴일은 31.9%, 평일, 주말 모두는 42.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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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5〉 응답자 특성

구분
전체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외 
지역

사례수
(명)

비율
(%)

사례수
(명)

비율
(%)

사례수
(명)

비율
(%)

전체 712 100.0 427 100.0 285 100.0

성별
남자 407 57.2 226 52.9 181 63.5

여자 305 42.8 201 47.1 104 36.5

연령

20대 이하 146 20.5 90 21.1 56 19.6

30~40대 255 35.8 135 31.6 120 42.1

50~60대 243 34.1 162 37.9 81 28.4

70대 이상 68 9.6 40 9.4 28 9.8

총 
가구원 

수

1인 88 12.4 52 12.2 36 12.6

2인 180 25.3 112 26.2 68 23.9

3인 171 24.0 112 26.2 59 20.7

4인 이상 273 38.3 151 35.4 122 42.8

직업

관리자 67 9.4 37 8.7 30 10.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36 19.1 72 16.9 64 22.5

사무종사자 135 19.0 75 17.6 60 21.1

블루칼라 118 16.6 78 18.3 40 14.0

무직 143 20.1 93 21.8 50 17.5

기타(학생,주부) 113 15.9 72 16.9 41 14.4

양재천 
평균 
이용 
횟수

3개월에 1회  이하 68 9.6 27 6.3 41 14.4

1개월에 1회 34 4.8 17 4.0 17 6.0

1개월에 2회 43 6.0 22 5.2 21 7.4

주 1회 142 19.9 81 19.0 61 21.4

주 2회 73 10.3 55 12.9 18 6.3

주 3회 이상 352 49.4 225 52.7 127 44.6

양재천 
주 이용 

요일

평일 124 17.4 52 12.2 72 25.3

토·일 및 공휴일 207 29.1 116 27.2 91 31.9

평일, 주말 모두 381 53.5 259 60.7 122 42.8



제3장 지방자치단체 정책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121

라. 조사 결과 분석

1) 양재천 이용 현황

  가) 양재천 이용 횟수 

‘양재천 평균 이용 횟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주 3회 이상이 

49.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주 1회가 19.9%, 주 2회가 10.3%

로 많아 응답자 10명 중 5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주 3회 이상 양재천을 이

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서초구와 서초구 외 지역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서초구는 주 3회 이상이 52.7%로 이용자의 반 이상이 양재천

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초구 외 지역의 경우도 주 3회 이상이 44.6%로 절반에 가까운 

이용자들이 양재천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양재천이 서초구 주민들과 서초구 외의 주민들에게도 많이 이용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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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양재천 평균 이용 횟수

(단위: %)

  나) 양재천 주 이용 요일

‘양재천 주 이용 요일’에 대한 결과를 보면 평일과 주말 모두 양재천을 

이용하는 경우가 53.5%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가 29.1%로 많았고 평일은 17.4%정도의 이

용률을 보였다.

또한 서초구와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를 보면 서초구민의 경우 평일과 

주말에 모두 이용하는 경우가 60.7%로 가장 높았으며, 서초구 외 이용자

들의 경우도 평일과 주말 모두 이용하는 경우가 42.8%로 가장 높았다. 

이를 통해 양재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평일과 주말 모두 양재천

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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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조사 항목 및 조사 내용

(단위: %)

  다) 양재천 주 이용 시간대

‘양재천 주 이용 시간대’에 대한 결과를 보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이

용하는 경우가 40.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오후 3시부터 6시까

지 이용하는 경우가 20.5%로 많았다.

또한 서초구와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를 보면 두 경우 모두 오후 6시부

터 9시까지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에 양재천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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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양재천 주 이용 시간대

(단위: %)

  라) 양재천 방문 시 소요시간

‘양재천 방문 시 소요시간’에 대한 결과를 보면, 10분 이하가 47.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20분 이하가 23.3%, 30분 이하가 11.0%로 높

았다. 이를 통해 80% 이상의 이용자들이 양재천을 방문하는 데 30분 이

하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초구와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들의 경우를 보면 서초구민들의 

경우는 10분 이하가 60%로 매우 큰 비율을 차지하지만 서초구 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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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의 경우는 10분 이하가 29.1%에 불과하고 20분 이하와 30분 

이하가 서초구 거주자들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서초구 외의 지역 이용자들이 서초구에 거주하는 이용자들 보

다 양재천에 오는 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6〕 양재천 방문 시 소요시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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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양재천 방문 시 이동수단

‘양재천 방문 시 이동수단’에 대한 결과를 보면 도보가 76.1%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자전거가 10.1%이며 자동차가 5.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초구와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들의 경

우를 보면 두 경우 모두 도보로 방문한다는 응답이 각각 82.0%와 66%로 

가장 많았다. 이를 통해 양재천 방문에 주로 이용되는 이동수단은 도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7〕 양재천 방문 시 이동수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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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정체성

  가) 양재천 지명 유래 인지 여부

‘양재천 지명 유래 인지 여부’의 결과를 보면 ‘잘 모른다’가 69.8%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일부 알고 있다’가 19.9%, ‘잘 알고 있다’가 

10.3%의 비율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용자 10명 중 7명 정도가 양재천의 

지명 유래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초구와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들의 경우를 보면 두 경우 모두 

‘잘 모른다’가 각각 67.2%와 73.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3-18〕 양재천 지명 유래 인지 여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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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 양재천 지명 유래를 잘 모르는 이유

‘양재천 지명 유래를 잘 모르는 이유’의 결과를 보면 관심부족이 59.0%

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홍보부족이 38.4%로 나타났다.

또한 서초구와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들의 경우 모두 다 관심부족이 각

각 57.5%와 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반 이상이 

관심부족으로 인해 양재천의 지명 유래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9〕 양재천 지명 유래를 잘 모르는 이유

(단위: %)



제3장 지방자치단체 정책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129

  나) 양재천 분할 관리구역 인지 여부

‘양재천 분할 관리구역 인지 여부’의 결과를 보면 ‘잘 모른다’가 40.4%

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일부 알고 있다’가 30.1%, ‘잘 알고 있다’

가 29.5%로 많았다. 또한 서초구와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들의 경우를 

보면 서초구민들에 비해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들의 경우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0〕 양재천 분할 관리구역 인지 여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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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 양재천 분할 관리구역을 잘 모르는 이유

‘양재천 분할 관리구역을 잘 모르는 이유’의 결과를 보면 관심부족이 

63.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홍보부족이 35.1%로 나타났다. 서

초구와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들의 경우를 보면 서초구 외 지역의 이용자

들의 경우 관심부족이 71.4%로 서초구민의 56.8%보다 훨씬 높게 나타

났다.

이를 통해 60% 이상의 이용자들이 관심부족으로 인해 양재천의 분할 

관리구역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1〕 양재천 분할 관리구역을 잘 모르는 이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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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양재천 진행 문화행사 인지 여부

‘양재천에서 진행되는 문화행사 인지 여부’의 결과를 보면 ‘일부 알고 

있다’가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잘 모른다’가 

28.7%, ‘잘 알고 있다’가 22.9%로 나타났다. 또한 서초구 외 지역 이용

자들의 경우 ‘일부 알고 있다’ 다음으로 ‘잘 모른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

나 이용자 10명 중 5명 정도가 양재천에서 진행되는 각종 문화행사들에 

대해 일부 알고 있으며,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들의 경우는 10명 중 4명 

정도가 양재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사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3-22〕 양재천 진행 문화행사 인지 여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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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양재천 진행 문화행사를 잘 모르는 이유

‘양재천에서 진행되는 문화행사를 잘 모르는 이유’의 결과를 보면 관심

부족이 5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홍보부족이 37.7%로 

나타났다.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들의 경우는 관심부족이 65.4%에 달해 

매우 높은 비율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약 60%가 관심부족으로 인해 양재천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3〕 양재천 진행 문화행사를 잘 모르는 이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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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기능

  가) 양재천을 서초구 랜드마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

‘양재천을 서초구 랜드마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의 결과를 보

면 ‘그렇다’가 64.9%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그렇지 않다’가 

19.0%, ‘잘 모르겠다’가 16.2%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서초구와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들 모두 양재천이 서초구의 랜드마크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를 통해 이용자 10명 중 6명 정도가 양재천을 서초구의 랜드마크라

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4〕 양재천을 서초구 랜드마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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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양재천 이용 목적

‘양재천 이용 목적’의 결과를 보면 운동이 71.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

으로 휴식이 20.4%, 이웃과의 교류가 4.5%로 나타났다.

또한 서초구와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들 모두 운동과 휴식이 이용 목적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양재

천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운동이라고 생각된다.

〔그림 3-25〕 양재천 이용 목적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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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양재천 체험 공간 인지 여부

‘양재천 체험 공간 인지 여부’의 결과를 보면 ‘알고 있으나 이용해 본 

적은 없다’가 45.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알고 있으며 이용해 

본 적이 있다’가 28.8%, ‘모르고 있다’가 2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초구민의 경우는 ‘알고 있으나 이용해 본 적은 없다’와 ‘알고 

있으며 이용해 본 적이 있다’가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서초구 외 지역 이

용자들의 경우는 ‘알고 있으나 이용해 본 적은 없다’와 ‘모르고 있다’의 

비율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용자 중 45% 정도가 양재천에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이용해 본 적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

으며, 서초구민에 비해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들이 양재천의 체험 공간에 

대해 모르고 있는 비율이 크다고 생각된다.

〔그림 3-26〕 양재천 체험 공간 인지 여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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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양재천 행사 참여 경험 여부

‘양재천 행사 참여 경험 여부’의 결과를 보면 ‘알고 있으나 이용해 본 

적은 없다’가 46.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모르고 있다’가 28.7%, 

‘알고 있으며 이용해 본 적이 있다’가 25.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초구민의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해 본 적은 

없다’와 ‘알고 있으며 이용해 본 적이 있다’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들의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해 본 적은 

없다’와 ‘모르고 있다’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 중 46.2%는 양재천에서 열리는 이벤트, 축제, 행사 등

에 대해 알고 있으나 이용해 본 적은 없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서초구민에 

비해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들이 양재천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대해 모르

고 있는 비율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7〕 양재천 행사 참여 경험 여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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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양재천이 휴식에 적합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

‘양재천이 휴식에 적합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의 결과

를 보면 ‘적합하다’가 87.1%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그저 그렇다’가 

11.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서초구와 서초구 외 지역의 경우 모두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7%에 가까워 이용자의 대부분이 양재천이 

휴식에 적합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8〕 양재천이 휴식에 적합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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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1) 휴식에 적합하지 행다고 생각하는 이유(중복 응답)

‘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의 결과를 보면 ‘휴식 공간이 

부족하다’가 35.9%로 가장 높았고, ‘편의시설 부족하다’가 25.0%의 비

율을 차지했다. 또한 서초구민의 경우 ‘휴식 공간이 부족하다’가 41.1%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3-29〕 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중복 응답)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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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태적 기능

  가) 양재천 수질에 대한 생각

‘양재천 수질에 대한 생각’에 대한 결과를 보면 ‘냄새가 나지 않고 탁하

지 않으며 깨끗하다’가 40.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냄새가 나지 

않으나 탁하다’가 30.5%, ‘냄새가 나며 탁하다’가 16.3%, ‘냄새는 나나 

탁하지 않다’가 12.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서초구와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들 모두 ‘냄새가 나지 않고 탁하

지 않으며 깨끗하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양재천을 이용하는 이용

자 10명 중 4명 정도가 양재천의 수질이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림 3-30〕 양재천 수질에 대한 생각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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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양재천 수질 관리에 대한 생각

‘양재천 수질 관리에 대한 생각’의 결과를 보면 ‘그저 그렇다’가 48.0%

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잘 관리되고 있다’가 41.9%, ‘제대로 관리

되고 있지 않다’가 10.1%로 나타났다. 또한 서초구와 서초구 외 지역 이

용자 모두 ‘그저 그렇다’가 각각 48.2%, 47.7%로 이용자 중 반 정도가 양

재천의 수질 관리가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31〕 양재천 수질 관리에 대한 생각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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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양재천 생태환경에 대한 생각

‘양재천 생태환경에 대한 생각’의 결과를 보면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가 

조성되어 있다’가 63.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다양한 생물의 서식

처가 제대로 조성, 관리되고 있지 않다’가 27.2%, ‘서식처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가 9.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초구와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 모두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가 

조성되어 있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양재천 이용자 중 63% 이상이 

양재천에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가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32〕 양재천 생태환경에 대한 생각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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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양재천 자연적 하천의 형태와 기능에 대한 생각

‘양재천의 자연적 하천의 형태와 기능에 대한 생각’의 결과를 보면 ‘잘 

되고 있다’가 55.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그저 그렇다’가 

40.9%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서초구와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 

모두 ‘잘 되고 있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이용자 중 반 이상이 양

재천이 자연적 하천의 형태와 기능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33〕 양재천 자연적 하천의 형태와 기능에 대한 생각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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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양재천 생태환경학습 및 체험학습에 도움 정도

‘양재천의 생태환경학습 및 체험학습에 도움 정도’의 결과를 보면 ‘도

움이 된다’가 64.5%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그저 그렇다’가 

32.6%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서초구와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 

모두 ‘도움이 된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이용자 중 60% 이상이 양

재천이 생태환경학습 및 체험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34〕 양재천 생태환경학습 및 체험학습에 도움 정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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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미적 기능

  가) 양재천 주변의 경관에 대한 생각

‘양재천 주변의 경관에 대한 생각’에 대한 결과를 보면 ‘좋다’가 58.4%

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매우 좋다’가 37.8%로 높은 비율을 보였

다. 또한 서초구 이용자의 경우 ‘좋다’가 56.2%, ‘매우 좋다’가 35.1%였

으며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의 경우 ‘좋다’가 61.8%, ‘매우 좋다’가 

36.1%로 서초구민과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들 모두 양재천의 주변 경관

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35〕 양재천 주변의 경관에 대한 생각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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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 주변의 경관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유(중복 응답)

응답자 3.5%가 ‘주변의 경관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나무가 많

지 않다’와 ‘시설물의 관리가 잘 되지 않아 경관이 좋지 못하다’는 의견이

었다.

또한 서초구 이용자의 경우 ‘나무가 많지 않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

인 반면 서초구 외 지역의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관리가 잘 되

지 않아 경관이 좋지 못하다’가 서초구 이용자의 2.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6〕 주변의 경관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유(중복 응답)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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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양재천 이용 시 하천에 대해 느낀 점(중복 응답)

‘양재천 이용 시 하천에 대해 느낀 점’에 대한 결과를 보면 ‘자연에 있

는 것 같이 편안함을 느낀다’가 6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

로는 ‘시원하고 탁 트인 느낌을 느낀다’가 38.2%, ‘쾌적함과 개방감을 느

낄 수 있다’가 20.5%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서초구와 서초구 외 지역 이

용자 모두 ‘자연에 있는 것 같이 편안함을 느낀다’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

을 차지해 양재천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반 이상이 양재천에서 자연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림 3-37〕 양재천 이용 시 하천에 대해 느낀 점(중복 응답)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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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 기능

  가) 양재천 하천안전에 대한 생각(중복 응답)

‘양재천의 하천안전에 대한 생각’에 대한 결과를 보면 ‘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시설물이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다’가 46.8%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그다음으로는 ‘물가의 돌다리와 돌계단에 미끄럼방지 시설이 잘 되

어 있다’가 36.7%, ‘하천에 접근하기 쉽도록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

어 있지 않다’가 19.0%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서초구와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 모두 ‘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시

설물이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다’의 응답 비율이 제일 높아 양재천을 이용

하는 이용자들이 양재천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림 3-38〕 양재천 하천안전에 대한 생각(중복 응답)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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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양재천의 사고예방시설에 대한 생각

‘양재천의 사고예방시설에 대한 생각’에 대한 결과를 보면 ‘잘 되어 있

다’가 53.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그저 그렇다’가 41.4%로 나

타났다. 또한 서초구와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 모두 ‘잘 되어 있다’가 각

각 52.5%, 5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이용자 중 반 이상이 양재

천의 사고예방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9〕 양재천의 사고예방시설에 대한 생각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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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양재천의 방재시설에 대한 생각

‘양재천의 방재시설에 대한 생각’에 대한 결과를 보면 ‘잘 되어 있다’가 

36.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그저 그렇다’가 32.2%, ‘잘 모르겠

다’가 27.0%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서초구와 서초구 외 지역 이

용자 모두 ‘잘 되어 있다’가 각각 35.8%, 3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해 이용자 10명 중 3~4명은 양재천의 방재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0〕 양재천의 방재시설에 대한 생각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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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결 기능

  가) 양재천의 보행환경

‘양재천의 보행환경’의 결과를 보면 ‘보행환경이 편리하다’가 74.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그저 그렇다’가 20.9%로 나타났다. 또한 서

초구와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 모두 ‘보행환경이 편리하다’는 응답 비율

이 가장 높아 이용자 10명 중 7명 정도가 양재천의 보행환경이 편리하다

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41〕 양재천의 보행환경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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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 보행환경이 편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중복 응답)

‘보행환경이 편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4.6%의 이유에 대한 

결과를 보면 ‘보행 도로와 자전거도로가 명확하지 않아 충돌위험이 많

다’가 6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야간 보행 시 조명시

설이 잘 되어 있지 않다’가 29.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서초구

와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 모두 ‘보행 도로와 자전거도로가 명확하지 않

아 충돌위험이 많다’라는 답변이 가장 큰 응답 비율을 차지해 많은 이용

자들이 양재천의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의 충돌위험을 우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42〕 보행환경이 편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중복 응답)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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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양재천 수변산책로의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도로의 이용성

‘양재천 수변산책로의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도로의 이용성’의 결과를 

보면 ‘둘 다 제대로 이용되고 있다’가 6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가 

20.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의 경우 ‘둘 다 제대로 이용되고 있다’의 비

율이 68.1%로 서초구 이용자 59%보다 9.1%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3-43〕 양재천 수변산책로의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도로의 이용성

(단위: %)



제3장 지방자치단체 정책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153

  다) 외부로부터 양재천의 접근성

‘외부로부터 양재천의 접근성’의 결과를 보면 ‘접근성이 좋다’가 

82.0%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그저 그렇다’가 15.3%로 높게 나타났

다. 또한 서초구와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 모두 접근성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용자 10명 중 8명 정도가 양재천이 외부로부

터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44〕 외부로부터 양재천의 접근성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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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접근성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중복 응답)

‘접근성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결과를 보면 ‘지하철에

서 멀다’가 68.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안내 표지판이 되어 있

지 않다’가 57.9%로 높았으며, ‘버스 정류장에서 멀다’가 36.8%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기타 응답으로는 ‘주차장 부족’이 있었다.

한편 서초구 이용자의 경우 ‘지하철에서 멀다’가 80.0%를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초구 외 이용자의 경우 ‘지하철에서 멀다’와 ‘버

스 정류장에서 멀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이용자들이 양재천의 접

근성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하철 및 버스 정류장과 거리가 

멀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45〕 접근성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중복 응답)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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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양성 기능

  가) 양재천의 편의시설에 대한 생각

‘양재천의 편의시설에 대한 생각’의 결과를 보면 ‘잘 되어 있다’가 

61.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그저 그렇다’가 31.5%를 차지하고 

있다. 서초구 이용자에 비해 서초구 외 이용자가 4.7% 더 ‘잘 되어 있다’

고 응답하여 이용자 중 60% 이상이 양재천의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46〕 양재천의 편의시설에 대한 생각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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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양재천의 공공시설에 대한 생각

‘양재천의 공공시설에 대한 생각’의 결과를 보면 ‘잘 되어 있다’가 

45.5%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그저 그렇다’가 42.0%의 비율을 차지

하고 있다. 또한 서초구 이용자의 경우 ‘그저 그렇다’의 비율이 46.1%로 

가장 높은 데 비해,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의 경우 ‘잘 되어 있다’의 비율

이 49.5%로 가장 높아 서초구민보다 서초구 외 지역의 이용자들이 양재

천의 공공시설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7〕 양재천의 공공시설에 대한 생각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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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양재천에 확충해야 할 편의시설

‘양재천에 확충해야 할 편의시설’의 결과를 보면 그늘 공간이 29.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벤치가 19.8%, 음수대가 17.3%의 순서로 높

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서초구와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 모두 그늘 공

간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양재천에 가장 확충해야 할 시설은 그늘 

공간으로 생각된다.

〔그림 3-48〕 양재천에 확충해야 할 편의시설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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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천의 기능 중요도

‘하천의 기능 중요도’의 조사 결과, ‘안전, 방재시설’ 중요도에 대한 긍

정 응답이 8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변공간의 역사와 문화’ 중요

도에 대한 부정 응답이 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영역 항목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매우

그렇

다

매우

중요

함

긍정 보통 부정

사회적
기능

(1) 운동, 오락 등 활동적 공간 1.0 4.2 17.4 44.9 32.4 77.4 17.4 5.2

(2) 휴식 공간, 이벤트, 행사, 축제 공간 1.4 4.5 24.6 48.2 21.3 69.5 24.6 5.9

(3) 생태환경학습 및 어린이 체험 공간 0.4 2.2 25.4 52.2 19.7 71.9 25.4 2.7

연결적
기능

(4) 외부에서의 편리한 접근 0.3 2.1 22.5 49.0 26.1 75.1 22.5 2.4

(5) 다양한 이동수단으로 접근 가능 0.1 5.5 27.8 46.9 19.7 66.6 27.8 5.6

(6) 수변과 배후지역의 연계 0.4 3.7 27.9 48.7 19.2 68.0 27.9 4.1

정체성

(7) 수변공간의 역사와 문화 1.4 7.4 42.8 36.8 11.5 48.3 42.8 8.8

(8) 수변공간으로서 장소성 1.1 4.1 32.0 47.9 14.9 62.8 32.0 5.2

(9) 지역 고유의 환경 특성 2.0 4.9 32.2 45.4 15.6 61.0 32.2 6.9

심미적
기능

(10) 수변경관의 다양함 0.8 2.4 20.2 50.4 26.1 76.5 20.2 3.2

(11) 물이 주는 친근함 0.6 1.7 16.7 49.2 31.9 81.0 16.7 2.2

(12) 하천의 쾌적함, 개방감 0.4 1.0 10.4 41.0 47.2 88.2 10.4 1.4

생태적
기능

(13) 생물서식처 0.4 2.0 16.4 47.5 33.7 81.2 16.4 2.4

(14) 수질 관리, 녹지축 형성 0.7 1.0 9.1 37.9 51.3 89.2 9.1 1.7

안전적
기능

(15) 이수, 치수 기능 0.3 1.1 10.5 36.0 52.1 88.1 10.5 1.4

(16) 안전, 방재시설 0.3 0.8 9.0 31.6 58.3 89.9 9.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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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운동, 오락 등 활동적 공간

‘운동, 오락 등 활동적 공간’의 결과를 보면 ‘중요함’이 44.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매우 중요함’이 32.4%, ‘보통’이 17.4%로 높은 비

율을 차지했다. 또한 서초구와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들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4.0%, 4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이용자 중 

77.4%는 운동, 오락 등 활동적 공간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9〕 운동, 오락 등 활동적 공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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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휴식 공간, 이벤트, 행사, 축제 공간

‘휴식 공간, 이벤트, 행사, 축제 공간’의 결과를 보면, ‘중요함’이 48.2%

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보통’이 24.6%, ‘매우 중요함’이 21.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서초구와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들 모두 ‘중

요함’과 ‘매우 중요함’의 비율이 가장 높아 이용자 중 69.5%가 휴식 공간, 

이벤트, 행사, 축제 공간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0〕 휴식 공간, 이벤트, 행사, 축제 공간

(단위: %)



제3장 지방자치단체 정책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161

  다) 생태환경학습 및 어린이 체험 공간

‘생태환경학습 및 어린이 체험 공간’의 결과를 보면 ‘중요함’이 52.2%

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보통’이 25.4%, ‘매우 중요함’이 1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서초구와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들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

율이 50%를 넘었고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9%를 넘어 이용

자 중 71.9%가 생태환경학습 및 어린이 체험 공간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1〕 생태환경학습 및 어린이 체험 공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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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외부에서의 편리한 접근

‘외부에서의 편리한 접근’의 결과를 보면, ‘중요함’이 49.0%로 가장 많

았고 그다음으로는 ‘매우 중요함’이 26.1%, ‘보통’이 22.5%로 높은 비율

을 차지했다. 또한 서초구와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들 모두 ‘매우 중요’와 

‘중요’의 비율이 76.1%와 73.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해 이용자 중 75.1%

가 외부에서의 편리한 접근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2〕 외부에서의 편리한 접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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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다양한 이동수단으로 접근 가능

‘다양한 이동수단으로 접근 가능’의 결과를 보면, ‘중요함’이 46.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보통’이 27.8%, ‘매우 중요함’이 19.7%의 비

율을 차지했다. 또한 서초구와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들 모두 ‘중요’와 ‘매

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이용자 중 66.6%가 다양한 이동수단

으로의 접근이 가능한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3〕 다양한 이동수단으로 접근 가능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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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수변과 배후지역의 연계

‘수변과 배후지역의 연계’의 결과를 보면 ‘중요함’이 48.7%로 가장 많

았고, 그다음으로는 ‘보통’이 27.9%, ‘매우 중요함’이 19.2%의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서초구와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들 모두 ‘매우 중요하다’

와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6.0%, 70.9%에 달해 이용자 중 

68.0%가 수변과 배후지역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4〕 수변과 배후지역의 연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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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수변공간의 역사와 문화

‘수변공간의 역사와 문화’의 결과를 보면 ‘보통’이 42.8%로 가장 많았

고 그다음으로는 ‘중요함’이 36.8%, ‘매우 중요함’이 11.5%를 차지했다. 

서초구와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들의 결과를 보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비슷해 수변공간의 역사와 문화가 중

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용자의 비율과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이용자의 비율

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55〕 수변공간의 역사와 문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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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변공간으로서 장소성

‘수변공간으로서 장소성’의 결과를 보면 ‘중요함’이 47.9%로 가장 많

았고, 그다음으로는 ‘보통’이 32.0%, ‘매우 중요함’이 14.9%를 차지했

다. 또한 서초구와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들 모두 ‘매우 중요하다’와 ‘중

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2.3%와 63.5%로 가장 높아 이용자들 중 

62.8%가 수변공간으로서의 장소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6〕 수변공간으로서 장소성

(단위: %)



제3장 지방자치단체 정책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167

  자) 지역 고유의 환경 특성

‘지역 고유의 환경 특성’의 결과를 보면 ‘중요함’이 45.4%로 가장 많았

고 그다음으로는 ‘보통’이 32.2%, ‘매우 중요함’이 15.6%를 차지했다. 

또한 서초구와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들 모두 ‘매우 중요함’과 ‘중요함’이 

각각 61.4%와 60.4%로 가장 큰 응답률을 보여, 이용자들 중 61%가 지역 

고유의 환경 특성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7〕 지역 고유의 환경 특성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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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수변경관의 다양함

‘수변경관의 다양함’의 결과를 보면 ‘중요함’이 50.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매우 중요함’이 26.1%, ‘보통’이 20.2%를 차지했다. 또한 

서초구와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들 모두 ‘매우 중요하다’와 ‘중요하다’라

고 응답한 비율이 75.9%와 77.5%를 차지해 이용자 중 76.5%가 수변경

관의 다양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8〕 수변경관의 다양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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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물이 주는 친근함

‘물이 주는 친근함’의 결과를 보면 ‘중요함’이 49.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매우 중요함’이 31.9%, ‘보통’이 16.7%를 차지했다.

또한 서초구와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들 모두 ‘매우 중요하다’와 ‘중요

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1%와 81.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해 응답자 

중 81.0%가 물이 주는 친근함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3-59〕 물이 주는 친근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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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하천의 쾌적함, 개방감

‘하천의 쾌적함, 개방감’의 결과를 보면, ‘매우 중요함’이 47.2%로 가

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중요함’이 41.0%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서초구와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들 모두 ‘매우 중요하다’와 ‘중요

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9.2%와 87.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해 이용자 

중 88.2%가 하천의 쾌적함, 개방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60〕 하천의 쾌적함, 개방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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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다양한 생물서식처

‘다양한 생물서식처’의 결과를 보면, ‘중요함’이 47.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매우 중요함’이 33.7%, ‘보통’이 16.4%의 비율을 차지했

다. 또한 서초구와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들 모두 ‘매우 중요하다’와 ‘중

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3.8%와 77.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해 이용

자 중 81.2%가 다양한 생물서식처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61〕 다양한 생물서식처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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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수질 관리, 녹지축 형성

‘수질 관리, 녹지축 형성’의 결과를 보면 ‘매우 중요함’이 51.3%로 가

장 많고 그다음으로는 ‘중요함’이 37.9%를 차지했다.

또한 서초구와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들 모두 ‘매우 중요하다’와 ‘중요

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90.2%와 87.7%에 달해 이용자 중 89.2%에 달

하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수질 관리, 녹지축 형성이 중요하다고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62〕 수질 관리, 녹지축 형성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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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수, 치수 기능

‘이수, 치수 기능’의 결과를 보면, ‘매우 중요함’이 52.1%로 가장 많았

고 그다음으로는 ‘중요함’이 36.0%를 차지했다.

또한 서초구와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들 모두 ‘매우 중요하다’와 ‘중요

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8.3%와 87.7%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여 이용

자의 대부분인 88.1%가 이수, 치수 기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3-63〕 이수, 치수 기능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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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안전, 방재시설

‘안전, 방재시설’의 결과를 보면 ‘매우 중요함’이 58.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중요함’이 31.6%를 차지했다.

또한 서초구와 서초구 외 지역 이용자들 모두 ‘매우 중요하다’와 ‘중요

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90.2%와 89.5%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여 이용

자의 대부분인 89.9%가 안전, 방재시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3-64〕 안전, 방재시설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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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천의 중요도와 양재천에 대한 만족도 비교

  가) 사회적 기능

하천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중요도와 양재천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운

동, 오락 등 활동적 공간으로서의 중요도의 경우 서초구와 서초구 외 이

용자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만족도의 경우도 양재

천에서의 활동적 공간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

나 이용자들이 양재천을 운동, 오락 등의 활동적인 공간으로 만족하며 이

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휴식, 이벤트, 행사, 축제 공간으로서의 중요도의 경우 서초구와 서초

구 외 이용자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만족도의 경

우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용자들이 휴식, 이벤트, 

행사, 축제 공간으로서 하천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휴식, 이벤트, 행사, 축제 공간으로서 양재천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못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재천의 휴식, 이벤트, 행사, 축제 공간 기

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생태환경학습 및 어린이 체험 공간으로서의 중요도의 경우 또한 서초

구와 서초구 외 이용자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만

족도의 경우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용자들이 생태

환경학습 및 어린이 체험 공간이 하천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

지만 실제 체험공간으로서 양재천에서의 이용 만족도는 높지 않다. 양재

천에 생태환경학습 공간 및 어린이 체험 공간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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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6〉 하천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서초구 이용자 서초구 외 이용자

운동, 오락 
등 활동적 

공간

휴식, 
이벤트, 

행사, 축제 
공간

생태환경
학습 및 
어린이 

체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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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결적 기능

하천의 연결적 기능에 대한 중요도와 양재천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외

부에서의 편리한 접근에 대한 중요도는 서초구 이용자와 서초구 외 이용

자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만족도 또한 접근성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이용자들이 하천의 편리한 접근성에 대

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양재천의 접근성에 대해 편리하다고 생각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이동수단으로의 접근 가능성에 대한 중요도를 보면 서초구 이

용자와 서초구 외 이용자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만족도 또한 접근성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이용자들이 다양

한 이동수단으로 하천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재천에 다양한 이동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수변과 배후 지역의 연계에 대한 중요도를 보면 서초구 이용자와 서초

구 외 이용자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만족도의 경우

도 접근성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이용자들이 하천의 수변과 

배후 지역의 연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재천

의 수변과 배후 지역의 연계성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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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7〉 하천의 연결적 기능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서초구 이용자 서초구 외 이용자

외부에서
의 편리한 

접근

다양한 
이동수단으
로 접근 
가능

수변과 
배후지역
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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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체성

하천의 정체성에 대한 중요도와 양재천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수변공간

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중요도의 경우 서초구 이용자와 서초구 외 이용자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만족도의 경우 잘 모른다

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이용자들이 하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중요

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양재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양재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홍보

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수변공간으로서의 장소성에 대한 중요도를 보면 서초구 이용자와 서초

구 외 이용자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만족도의 경

우 일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이용자들이 하천의 수변공

간으로서의 장소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양재

천의 수변공간으로서의 장소성에 대해서는 일부 알고 있는 정도에 그친

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양재천의 수변공간으로서의 장소성에 대해 이용자

들에게 좀 더 알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역 고유의 환경 특성의 중요도를 보면 서초구 이용자와 서초구 외 이

용자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만족도의 경우 잘 모

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커 이용자들이 하천의 지역 고유의 환경 

특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양재천의 환경 

특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양재천의 환경 특성

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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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8〉 하천의 정체성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서초구 이용자 서초구 외 이용자

수변공간의 
역사와 문화

수변공간으
로서 장소성

지역 고유의 
환경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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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심미적 기능

하천의 심미적 기능의 중요도와 양재천의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면 수

변경관의 다양함에 대한 중요도의 경우 서초구 이용자와 서초구 외 이용

자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만족도 또한 좋다고 응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이용자들이 하천 경관의 다양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재천의 수변경관의 다양성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표 3-59〉 하천의 심미적 기능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서초구 이용자 서초구 외 이용자

수변경관의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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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생태적 기능

하천의 생태적 기능의 중요도와 양재천의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면 생

물서식처에 대한 중요도의 경우 서초구 이용자와 서초구 외 이용자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컸다. 만족도 또한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커 이용자들이 하천의 생물서식처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

고 있으며, 양재천의 생물서식처에 대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질 관리, 녹지축 형성에 대한 중요도를 보면 서초구 이용자와 서초구 

외 이용자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만족도의 

경우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양재천의 수질 관리와 녹지

축 형성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표 3-60〉 하천의 생태적 기능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서초구 이용자 서초구 외 이용자

생물서식처

수질 관리, 
녹지축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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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안전적 기능

하천의 안정적 기능에 대한 중요도와 양재천의 만족도를 보면 이수, 치

수 기능에 대한 중요도의 경우 서초구 이용자와 서초구 외 이용자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만족도의 경우 또한 잘되어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이용자들이 하천의 이수, 치수 기능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양재천의 이수, 치수 기능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전, 방재시설의 중요도를 보면 서초구 이용자와 서초구 외 이용자 모

두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만족도의 경우 잘되어 있다와 

그저 그렇다가 비슷한 응답률을 보여 이용자들이 하천의 안전과 방재시

설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재천의 안전과 

방재시설에 대해 만족하는 이용자와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이용자가 

많아 안전과 방재시설을 더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표 3-61〉 하천의 안전적 기능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서초구 이용자 서초구 외 이용자

이수, 치수 
기능

안전, 
방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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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건강영향평가 결과 및 권고 사항

  1. 건강영향평가 결과

가. 양재천 종합 정비사업으로 인한 잠재적 건강영향 

1) 긍정적 건강영향 

일반적으로 도심하천은 녹지공간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여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건강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강화되면서 도시의 녹지공

간으로서 역할만을 담당하던 수변공간에 활동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추

가되는 등 도심 내 하천 수변공간의 중요성이 보다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들은 도시 내 하천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천 및 

수변공간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양재

천 종합정비사업은 그 중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양재천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건강효과를 보면 사회경제적 환

경 결정 요인 측면에서 하천 관리사무소 건립으로 수질 오염 및 대기 오

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이 가능하며, 이러한 지속적인 관리는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산책

로 정비 및 녹지 확충은 여가 활동 장소로 활용될 수 있고, 단거리 이동 시 

양재천을 이용하여 도보 또는 자전거로의 이동을 유도할 수 있어 주민들

의 신체적 활동을 유도해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보안등 보강

설치와 다리의 하중도 정비는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해소

할 수 있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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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환경 결정 측면에서 볼 때 녹지 확충은 도시 공기의 오염을 억

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일교차를 줄여 급격한 온도 변화를 완화하는 효과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삶

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양재천의 경우 유사한 환경을 가진 다른 하천들과 비교하여 귀화율과 

도시화지수가 낮고 생태계교란식물도 적어 수질 관리가 잘되고 있다. 양

재천의 녹지관리는 도시공기의 오염물질을 줄여주고 기온상승을 억제하

며 일교차를 줄여 주어 급격한 온도 변화를 예방해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물질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양재천의 지속적인 개선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까지 

유입되어, 유동 인구의 증가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어 수입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질 또한 높아져 건강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및 지역사회 측면에서 보면 양재천에서 진행되는 행사나 이벤트

는 주민들 간의 교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

될 수 있으며 산책로 정비와 녹지 확충은 주민들을 양재천으로 유도할 수 

있어 주민들 간의 교류와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개인의 생활습관 결정 요인 중 신체활동 요인을 보면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의 정비 및 꽃길 같은 녹지 조성은 지역 주민들을 양재천으로 유도할 

수 있어 걷기 운동, 마라톤, 자전거 등 여러 가지 운동이 가능하게 함으로

써 신체적 건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유대강화와 주민들과의 

활발한 교류에도 도움을 주어 삶의 질과 사회적 자원이 활발해질 것이다. 

또한 양재천의 녹지 조성 확대는 정신 건강 측면에서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고 힐링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 정신건강에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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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행사와 이벤트, 휴식 공간은 주민들의 교류의 장으로 사회적 네트워

크를 결성할 수 있고 사회적 지지 기반을 확대할 수 있어 정신건강에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천 개발에서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하천의 기능적 측면을 

보면, 도심에 부족한 공간의 확보로 축제, 행사, 레크리에이션, 생태교육 

등 다양한 활동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양재천은 사회적 기능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다.

연결적 기능 측면은 이용자들이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이용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양재천은 다

양한 수단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생활체육 활동과 힐링 공간으로서의 

접근성도 높아,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물질적 접근

성뿐만 아니라 삶의 질의 측면에서의 접근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생태적 기능으로서 수변공간은 수자원의 보존, 생태계의 보전 및 친수

공간의 활용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수자원 보존을 위한 노력

과 녹지축 형성이 개선되고 있다. 또한 안전성 측면에서 수변공간을 이용

하는 이용자들의 안전과 치안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는데 

제방산책로의 정비와 자전거도로의 정비 및 보완등 설치, 다리의 하중도 

정비 등은 이용자들의 안전과 치안을 확보할 수 있어 주민들이 좀 더 편

안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양재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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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적 건강영향 

건강영향결정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보면 사회경제적 조건 측면에서 지

속적인 양재천 개선은 주거환경의 격차로 인해 환경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어, 양재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주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

하여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양재천의 행사와 이

벤트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어서 안전성 확보에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양재천의 유동 인구 증가로 주위 상업권이 활성화 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소음과 범죄의 증가 또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물리적 환경 결정 요인 중 소음 측면에서는 양재천에서 실시되고 있는 

행사 또는 이벤트로 인해 주위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줄 수 있고, 유동 

인구의 증가로 상업화에 따른 소음이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들 간의 교류 활

성화로 풀 수 있는 문제이다.

사회 및 지역사회의 결정 요인 중 사회적 지지 및 연대 요인을 보면 양

재천에서 진행되는 행사나 이벤트는 주민들 간의 교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행사나 이벤트가 주민 중심이 아니라, 타 지역주민들의 유

입 증가로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나 이벤트가 타 지역주민 중심으로 바뀔 

경우 주민들의 교류와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 사회적 

배제 감소 요인으로는 양재천 개선과 상업화의 진행으로 주변 주거공간

의 시세가 상승해 기존 주민들의 이탈이 우려되며, 양재천 접근도가 낮은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개인의 생활습관 결정 요인에서 보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정비 및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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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조성은 지역 주민의 신체활동 및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제공된다면 그 효과를 더

욱 증대시킬 수 있다. 

하천의 기능적 측면 중 사회적 기능 측면에서 보면 활동적 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지만 실제 휴식, 이벤트, 행사, 축제 공간으로써의 

양재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사회적 기능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

고, 생태환경학습 공간 및 어린이 체험 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아

서 이를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의 정체성은 조경배치, 전체적인 구조, 지역, 길, 건물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어우러져 만드는 분위기와 오랜 시간동안 다양한 역사와 문화

가 집적해 있는 공간으로 지역사회의 문화적 방문지로서의 매력을 갖추

어야 한다. 그러나 양재천 이용자들은 양재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수변공간으로서의 장소성에 대해서는 일부 알고 있는 정

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양재천의 환경 특성에 대한 인식도 낮아 양재천

의 정체성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생태적 기능으로서 수변공간은 수자원의 보존, 생태계의 보전 및 친수

공간의 활용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수자원 보존을 위한 

노력과 녹지축 형성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안전성 측면에서도 수변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안전과 치안

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제방산책로의 정비와 자전거도

로의 정비 및 다리의 하중도 정비 등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용자의 측면에서 안전 및 방재시설의 문제점을 파

악하여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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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권고 사항 

가. 긍정적인 건강영향 증진 방안 

양재천 종합정비사업의 긍정적인 건강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환

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 활동을 증진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천 관리사무소 건립은 수질 오염 및 대기 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이 가능하므로 하천 관리사무소의 역할은 명확한 중장기적 계획

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양재천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책로 

정비는 주민들의 신체적 활동을 유도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지만 

산책로 정비만으로 주민을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채로

운 볼거리,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 대한 설명, 시 현판을 설치하거나 서초

구에서 조성하고 있는 조롱박 터널사업과 같은 것이 지속적으로 시행되

면, 주민들의 이용률 증가와 함께 도보 거리 또한 증가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녹지 확충은 도시 공기의 오염을 억제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여가 활동

의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고 힐링의 공간으로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에 기

여할 수 있다. 따라서 녹지 확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녹지 확

충 시 목적의식을 가지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녹지는 여가 활동

의 장이면서 힐링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녹지에 대

한 지식을 높여 줄 수 있게 주기적으로 양재천 녹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는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 길라잡이제도를 시행해 볼 만하다. 힐링의 장소로서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장소에서는 명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논의해 볼 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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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등 보강설치와 다리의 하중도 정비는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심리

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 특히 밤늦은 시간까지 운동을 많이 

하는 양재천에서는 사각지대를 찾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보안등 설

치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양재천에서 진행되는 행사나 이벤트는 주민들 간의 교류와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양재천을 활용한 이벤트를 활성화하고 

행사나 이벤트는 주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행사나 이벤트를 기획하여 주

민들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양재천의 정비는 유동 인구의 유입이 증가하고 유동 인구의 증가로 상

권이 활성화되어 지역사회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동 인구의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양재천에서 진행되는 이벤트

나 행사를 기획하고 기존의 각종 행사 등을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양재

천을 방문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의 정비 및 꽃길 같은 녹지 조성은 지역 주민들을 

양재천으로 유도 할 수 있어 걷기 운동, 마라톤, 자전거 등 여러 가지 운

동이 가능하게 함으로 신체적 건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유대

와 주민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좀 더 유도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하는 이벤트를 기획하거나 주민이 주도적으로 생활

체육을 육성할 수 있는 동호회를 창설 또는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하천의 기능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도심에 부족한 공간의 확보로 축제, 

행사, 레크리에이션, 생태교육 등 다양한 활동의 장으로 활용 될 수 있으

며, 사회적 기능 측면에서는 이런 다양한 행사나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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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에도 기여할 것

으로 예상된다.

연결적 기능 측면에서 양재천은 생활체육 활동과 힐링 공간으로서의 

접근성도 높고 또한 생태적 기능으로서 수자원 보존을 위한 노력과 녹지축 

형성에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이 단기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수변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안전과 치안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는데 다리의 하중도 정비, 제방산책로의 

정비와 자전거도로의 정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의 경우 폭은 넓어졌지만 양방향 주행으로 충돌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보행자를 보호하는 조치와 양방향 주행으로 일어날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한 방향으로 주행을 유도하는 것도 논의해 볼 필요

가 있다.

나. 부정적인 건강영향 감소 방안 

양재천 종합정비사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건강영향을 감소시

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회경제적 조건 측면에서 지속적인 양재천 개선

은 주거환경의 격차로 인해 환경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어 양재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주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거리 거주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교통노

선을 정비하거나 자동차를 이용하여 오는 주민들에게 무료주차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주말과 공휴일 또는 양재천에서 행사나 이벤트가 있을 때 

원거리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논의해 볼 만하다.

또한 양재천에서의 행사와 이벤트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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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안전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행사와 이벤트 시행 시 안전에 

관한 조치가 필히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양재천에서 실시하는 행사나 

이벤트 기획 시 주민들의 소음 피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 단계에

서 소음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피해가 갈 수 있는 소음이 발생할 경우를 

예상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상권 활성화로 인한 소음 

발생은 소음 다발지역을 파악하여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몽

활동을 시행하도록 한다. 상권 활성화에 따른 범죄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

해서는 범죄 다발지역에 집중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 자체 순찰대

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할 수 있다.

사회 및 지역사회의 결정 요인 측면은 양재천에서 진행되는 행사나 이

벤트는 주민들 간의 교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 될 수 있지만 행사나 이벤트가 지역주민 중심의 행사나 이벤트가 아

니라면 주민들의 교류와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른 행사나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들

이 주도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의 정비 및 꽃길 같은 녹지 조성은 지역 주민들이 

걷기 운동, 마라톤, 자전거 등 생활체육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생활체육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

활체육을 기반으로 하는 이벤트를 기획하거나 동호회 창설을 지원하여 

양재천에서의 생활체육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생활체육 활동의 활성화는 가족 간의 유대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주민들 간의 교류에도 기여할 것이며, 이러한 교류는 지역사회의 기

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정신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녹지 확충은 여가 활동과 힐링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므로 중장기적 녹지 확충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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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여가 활동의 장과 힐링의 장소로 극대화하기 위해 녹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는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진 길라잡이제도를 시행하거나 힐

링의 장소로 명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논의해 볼 만하다.

하천의 기능적 측면 중 사회적 기능 측면에서의 휴식, 이벤트, 행사, 축

제 공간과 생태환경학습 및 어린이 체험 공간으로써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기획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의 정체성은 조경배치, 전체적인 구조, 지역, 길, 건물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어우러져 만드는 분위기와 오랜 시간동안 다양한 역사와 문화

가 집적해 있는 공간으로 지역사회의 문화적 방문지로서의 매력을 갖추

어야 하는 것인데, 이용자들이 양재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

고 있어 양재천의 역사와 문화, 양재천의 환경적 특성을 홍보하거나 양재

천을 방문하였을 때 이러한 내용을 볼 수 있는 게시판 또는 전시물을 배

치할 필요가 있다.

생태적 기능 측면에서 수자원 보존과 녹지축 형성을 지속하고 있지만 

만족도 증대를 위해 더 다양하고 많은 녹지축이 형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성 측면에서 제방산책로의 정비와 자전거도로의 정비 및 다

리의 하중도 정비 등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

다. 하지만 양재천의 이용자 측면에서 안전 및 방재시설의 문제점을 파악

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 이다.

  3. 소결 

도심하천 수변공간은 도시의 녹지공간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여가

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강화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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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녹지공간으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하던 수변공간에 활동적 공간으

로서의 역할이 추가되는 등 도심 내 하천 수변공간의 중요성이 보다 강화

되고 있다(진윤정 등, 2001; 최정희 등, 2009).

도심하천 및 수변공간을 생태적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면, 

최근에는 좀 더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측

면에서 볼 때,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그리고 체육시설 등이 요구·설치되

고 있다(임병호 등, 2016).

하천과 같은 도시 내 오픈스페이스는 도시민들의 옥외 여가 활동을 증

진시키고 하천 주변의 녹지는 도시 내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연과의 

공감대 형성에도 크게 기여한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감

과 위안을 갖게 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정신적 안정치

료와 육체적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변병설 등, 2002).

이와 같이 도시의 하천과 수변공간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 

건강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서초구 양재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신체

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예상되는 부정적 요인을 감소시

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긍정적 영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첫 번째, 산책로 정비는 신체

활동의 유도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지만 단순한 산책로 정비는 한계

가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의 역사나 문화에 관한 게시물, 시 현판 등 다

채로운 볼거리나, 서초구에서 하는 조롱박 터널사업과 같은 사업 시행을 

통해 주민들의 신체적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

두 번째, 녹지 확충은 공기의 오염의 억제와 여가 활동, 힐링 공간으로 

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녹지 확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녹지는 여가 활동의 장이면서 힐링의 장소

이다. 따라서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양재천 녹지의 특성과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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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특성을 설명해 주는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 길라잡이제도를 시행해 

볼만 할 것이며,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녹지장소에는 명상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보안등 보강설치와 다리의 하중도 정비는 주민들이 안전에 대

한 심리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양재천에서의 안전 사각지

대를 찾아 해소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보안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주민들의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네 번째, 양재천에서 진행되는 행사나 이벤트는 주민들 간의 교류와 커

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주민이 주도하는 행사나 이벤트가 

되도록 기획하여 주민들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유동 인구의 증가는 상권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경제에 도

움이 된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재천에서 진행되는 이벤트

나 행사를 기획하고, 기존 행사 등은 홍보를 강화하여 외부 유입을 유도

할 필요가 있다.

여섯 번째,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의 정비 및 꽃길 같은 녹지 조성은 걷

기 운동, 마라톤, 자전거 등 여러 가지 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체적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유대와 주민 간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하는 이벤트를 기획하거나 주민

이 주도적으로 생활체육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동호회 등의 창설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 양재천의 사회적 기능 측면에서 다양한 행사나 생태교육 프

로그램 개발 등을 지속적 시행하고 연결적 기능 측면에서 생활체육 활동

과 힐링 공간으로서의 접근성을 높이며, 생태적 기능으로서 수자원 보존

과 녹지축 형성 사업을 단기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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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성 측면에서 양재천 이용자의 

안전과 치안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자전거도로의 경우 폭은 넓어졌지만 양방향 주행으로 충돌의 위험

성을 가지고 있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한 방향으로 주행을 유도하는 것

도 필요하다.

부정적인 건강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첫 번째, 지속적인 

양재천 개선은 환경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양재천에서 멀리 떨어진 원거

리 주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원

거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의하도록 교통노선의 정비, 무료 주차 공간 제

공, 주말과 공휴일 또는 양재천에서 행사나 이벤트가 있을 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양재천의 각종 행사와 이벤트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안전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행사와 이벤트 기획 시 안전에 관한 

조치가 필히 수반되어야 하며, 행사나 이벤트로 인해 주위 주민들에게 소

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획 단계에서 소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

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유동 인구 증가에 다른 상권 활성화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소음 다발 지역을 파악하여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지

속적인 계몽활동을 시행하고, 상권 활성화로 인한 범죄 발생 위험성을 감

소시키기 위해 범죄 다발 지역에 집중적으로 순찰을 강화하거나 주민 자

체 순찰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양재천에서 진행되는 행사나 이벤트는 주민들 간의 교류 활성

화와 커뮤니티의 장이지만 지역 주민 행사나 이벤트가 중심이 아니면 주

민들의 교류와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으므로 행사와 이벤

트는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거나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네 번째,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의 정비 및 꽃길 같은 녹지 조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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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걷기 운동, 마라톤, 자전거 등 생활체육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므

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생활체육을 

근간으로 하는 이벤트를 기획하거나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동호회를 창설 또는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활체육이 활성화되

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녹지 확충은 여가 활동, 힐링 공간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지속적인 녹지 확충과 여가 활동의 장으로 활용

성을 높이기 위해 양재천 녹지의 특성과 식물의 특성을 설명해 주는 자원

봉사자 중심의 길라잡이제도를 시행해 볼만하며, 힐링의 장소로서 심리

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녹지장소에 명상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섯 번째, 사회적 기능 측면에서 볼 때 양재천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

는 행사, 이벤트, 생태환경학습에 관한 홍보가 미흡하고 이용자의 눈높이

에 맞는 행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홍보의 강화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의 정체성은 조경배치, 전체적 구

조, 지역의 다양한 요소들이 어우러져 만든 분위기와 다양한 역사와 문화

가 집적해 있는 공간으로 지역사회의 문화적 방문지로서의 매력을 갖추

어야 한다. 그러나 양재천이 역사와 문화 공간으로서의 인식이 낮으므로 

양재천의 역사와 문화, 환경적 특성을 홍보하거나 이러한 내용을 볼 수 

있는 게시판 또는 전시물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생태적 기능 측면에서 

수치적 기준보다는 주민들 입장에서의 수질 관리와 녹지축 형성이 이루

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성 측면에서도 제방산책로의 정

비와 자전거도로의 정비 및 다리의 하중도 정비 등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용자의 측면에서 안전 및 방재시설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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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건강영향평가 총설에 대한 교육 자료

  1. 건강영향평가제도 개요

건강영향평가란 제안된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가 인간에게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건강에 대한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건강증진 또는 건강 지향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조치를 개발하는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영향평가의 목적

○ 공공정책이나 사업, 계획 등을 결정하거나 수립 시 그 정책이나 

사업, 계획 등이 시행되기 전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예측, 

평가하여 건강에 해로운 사항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 의사결정자들에게 건강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 등과의 관

련성을 인지하도록 하여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건강’에 대하여 항

상 고려하게 함으로서, 향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건강의 결과

들이 의사결정의 결과물로 적절하게 생성될 수 있게 한다.

○ 정책에 의해 실제로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정책 형성에 참여하도

록 함으로서 의사결정자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보다 나은 정

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을 돕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용 
건강영향평가 교육 지침 개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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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통, 주택, 농업, 교육 등 비보건 분야

의 정책이나 프로젝트, 프로그램 등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건강영향평가는 제안된 정

책이나 프로그램 등이 잠재적으로 공중보건에 미치게 될 결과들

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형평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 법적 근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1018호 제정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건강관리 기본조례(2015. 12. 17.)

－ 조례 제2조 (정의) 6호의 건강영향평가정의 

－ 조례 제9조 (건강영향평가 실시)

－ 구청장은 공공정책이나 사업, 계획 등을 결정하거나 수립하려

고 할 때에 그 정책이나 사업, 계획의 시행이 건강에 미치는 영

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건강에 해로운 사항을 피하거

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조례 제10조 (구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 ②항의 8호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8.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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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이건강영향평가의 운영체계

가. 조직

1) 건강영향평가위원회  

○ 개요: 건강영향평가의 필요할 경우 건강영향평가위원회 설치 

○ 목적: 건강영향평가위원회는 정책 제안 및 사업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와 장·단기 계획의 수립, 수행 및 평가에 대

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

○ 역할

－ 건강영향평가 기준(간이평가, 포괄적 평가) 설정

－ 건강영향평가 모니터링과 평가

－ 건강영향평가를 실행할 담당자, 전문가 등의 인력에 대한 의사

결정

－ 일정표(스케줄) 계획 수립 및 보고서 자문

－ 포괄적 평가를 설정할 경우 외부 용역 심의 및 의사결정

○ 구성

－ 위원장: (부)구청장

－ 위원의 수: 9명 ~ 11명 이내의 홀수((부)구청장, 보건소장, 시

민단체, 사업담당자, 건강영향평가 전문가는 반드시 1명 이상 

참여)

－ 위원의 구성: 지방자치단체 내 다부서로 구성((부)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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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장(1명) 외 직원 2명,  외부 전문가 2명) 

○ ‘사무국’과 ‘분야별 자문단’ 설치

－ 사무국은 건강영향평가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를 준

비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며, 자문단은 각 분과별로 미리 전

문가 풀(pool)을 확보해 두었다가 필요시 직접 자문을 제공하

거나 다른 전문가들을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구분 사무국 자문단

역할
-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자료 수집, 조사, 회의 자료 작
성, 모니터링 등

- 위원회 요청 시 각 분야의 전문적 의견 제
시

구성 - 보건소 정규 직원 1명

- 문화체육/교육(행정지원국)/지역경제(기획
재정국)/사회복지/환경(생활복지국)/주택/
도시계획(도시관리국)/교통(건설교통국)/보
건의료(보건소) 각 분과별 5~7인 위촉

비고

- 위원회 위치가 보건소 바깥에 있
을 경우(기획실, (부)구청장 직
속), 결재라인의 문제, 행정적 
문제들(근무 평가 등) 

- 자문료 예산 확보 필요

〈표 4-1〉 건강영향평가위원회 산하 사무국과 자문단의 구성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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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건강영향평가 운영체계

단계 도구(역할), 담당

1단계: 
건강영향평가 
간이평가 대상 

선정

건강영향평가 필요성 결정
 - 대상 사업 

선정 점수표
 - 건강영향평

가 담당자가 
과별 선정

 

⋅건강영향평가
위원회 

⋅사무국
⋅담당공무원

 

⋅추가 자료 확보
⋅확실치 않음
⋅필요 없음

간이평가 대상 선정 

2단계:
간이평가  

 간이평가 체크
리스트 작성

⋅담당공무원간이평가 
(수집 가능한 근거를 바탕으로 
소수의 관계자의 면접/설문)

3단계
정책 제안 및 
보고서 제출

⋅개선의견 
있을 경우

⋅담당공무원
⋅정책 담당자 

검토

간이평가 결과 제출
(정책이나 개선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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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책개선 실적관리 및 종합 분석 보고

가. 사업 개선 실적 관리

1) 개선의견 반영계획 관리

○ 선의견 반영계획 사업 대상 

－ 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서 검토 결과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나라도 체크되어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 개선의견 반영계획 

－ 사업내용에서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건강영향 요

구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반영완료’, ‘추후개선’, ‘해당 없

음’ 중 하나를 체크한다. 

－ 반영완료인 경우 어떻게 반영했는지 기술한다.

－ 추후개선인 경우 사업내용, 수행방식 등의 반영계획과 지침, 

예산 반영계획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기술한다.

2) 개선 실적 점검

○ 계획·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 및 건강영향평가 분석 평가 대상 정

책 중 개선 예정이거나 개선 완료가 되지 않은 정책을 대상으로 

실제 개선 현황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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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합 분석 보고에 관한 사항

○ 종합 결과 보고 작성·제출

－ 해당 과별로 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 및 정책 반영 결과를 취합

하여 종합 작성 후 건강영향평가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2절 간이건강영향평가에 대한 교육 자료

  1. 개요

○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영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분석 평가를 실시한다.

○ 간이평가는 새로운 자료를 수집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 간이평가를 할 사업을 선정한 후 사업담당자가 수집 가능한 자료

에 근거하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소수의 관계자들의 견

해를 기초로 평가한다.

○ 사업수행 전 비교적 짧은 시간에 평가를 할 수 있다.

○ 간이평가를 하는 목적은 각종 사업 제안의 고안, 기획 및 개발 또

는 전략 조달이나 계약 과정의 입찰 선정 과정에서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고려하는 데 있다.

○ 건강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므로 평

가의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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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석 대상의 선정

분석 평가의 취지를 살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선정하고, 건

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은 제외한다.

가. 대상 사업 선정

지방자치단체별로 아래 제안들 중 하나를 선정하도록 한다.

⧠ 1안 : 건강영향평가위원회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일정 점수를 받은 

리스트를 국에 전달→ 해당 국에서 최종 선정 

건강영향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사업 리스트를 

각 해당 국에 전달하여 해당 국에서 검토 후 최종 선정한다.

⧠ 2안 : 건강영향평가 지침 제공 → 국·과에서 건강영향평가를 할 사

업을 직접 선정

각 국·과가 사업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건강영향평가 대

상 선정 기준에 대한 지침을 공유하여 국·과에서 건강영향평가를 할 사업

을 직접 선정한다.

⧠ 3안 : 취약계층 대상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취약계층 대상 사업을 우선으로 선정하는 방안이다.

－ 사업 중 취약계층(저소득 구민, 저소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위주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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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점검 포인트

－ 각 과의 담당자는 대상 사업 선정 시 아래 선정 기준에 해당되

는 사업을 위주로 선정한다.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제외사업
사업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는가? 

□ 예
□ 아니오(제외)

선정 기준
A. 영향을 준다면, 그 영향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 3점: 상 
□ 2점: 중 
□ 1점: 하 

B. 건강에 대한 영향이 미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가? 

□ 3점: 3년 이상
□ 2점: 1년~3년 미만
□ 1점: 1년 미만

C, 대상 사업으로 인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 1점: 예
□ 0점: 아니오

건강영향점수  = (B+C)*A

작성 요령: 건강영향평가 제외사업에서 건강에 영향을 주는가에서 ‘아니오’일 

경우 제외합니다. 

선정 기준: 건강영향크기와 건강영향기간을 고려해서 각 과에서 선정 기준의 점

수가 높게 나타난 사업을 건강영향평가의 사업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취약계층: 소득기준에 의해 사회 서비스 구매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과 노동시

장 여건상 취업하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을 말합니다. 취약계층은 

장애인, 저소득층, 환자, 다문화가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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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추진 절차

○ 해당 부서의 사업담당자가 간이평가를 한다.

○ 간이평가 체크리스트 도구를 이용한다.

○ 인구집단의 구성요원의 특성에 따라 건강영향평가에 간이평가 결

과를 근거로 권고 사항의 범위를 결정한다.

  4. 작성 요령

○ 건강영향평가 체크리스트에서 설정한 도구를 가지고 건강결정

요인의 5가지 영역에서 평가를 한다.

○ 건강결정요인의 5가지 영역에 대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어

떤 측면에서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적인지 기술한다.

－ 만약 부정적인 측면에 나올 경우 ① 사업내용이나 ② 예산분배

에서 건강영향 요구 반영에 대한 결정(예: 반영완료, 추후개선, 

해당 없음)을 하도록 한다.

－ 각각의 평가(① 사업내용이나 ② 예산분배)에서 추후개선이라

는 결정이 나올 경우 개선안을 작성하여 개선하도록 한다.

  5. 체크리스트 작성 서식

작성 서식 체크리스트는 크게 3부분, Ⅰ. 개요, Ⅱ. 건강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Ⅲ. 건강영향평가 반영사항 및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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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정의

○ 건강결정요인이란? 

－ 어떤 특정한 인구집단이나 개인의 건강 수준을 높이거나 낮추

는 요인들을 총칭한 것이다. 

－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조합되어 동시

에 영향을 받는다. 

－ 어떤 인구집단이 건강한가 혹은 건강하지 않은가는 그 인구집

단이 처하고 있는 주위의 사정과 환경에 의해 상당히 결정된다.

－ 거주하는 장소, 환경의 객관적 상태, 유전적 특징, 수입의 수준

과 교육의 수준, 그리고 이웃이나 가족과의 관계 등 여러 요인

들이 복합적으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 반면에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나 서비스의 이용 등과 

같은 요인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해 온 정도보다는 그 영향이 의

외로 낮다.

－ 건강의 결정요소를 크게 사회경제적 환경, 물리적 환경, 사회 

및 지역사회의 영향, 개인(생활습관과 정신보건)으로 총 네 가

지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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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결정요인 범주 구체적인 건강결정요인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조건

- 공공 정책(경제, 보건, 근로, 교육, 국방, 교통, 주거, 외교, 복지 등)
- 인구집단에 기초한 정책 (응급의료 서비스, 경찰, 보건 및 사회적 돌봄, 

교육, 교통, 복지, 육아, 여가)
- 사회/문화적 가치 및 규범 (차별, 다른 계층에 대한 태도, 정의, 형평성)
- 국가와 시민간의 관계
- 안전
- 고용 상태
- 교육수준
- 소득

주거 및 근로조건 
(물리적 환경)

- 주거환경, 공급
- 근로조건(위험 물질 노출 등)
- 수질, 대기, 토양의 질
- 소음
- 폐기물 처리
- 에너지 사용 및 자원의 지속성

사회 및 
지역사회의 영향 

- 사회적 지지 및 연대
- 사회적 배제
- 공동체 의식
- 공공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
- 고용 환경 (기회, 질)
- 교육/훈련 환경 (기회, 질, 비용)

개인의 생활습관 
및 정신보건

- 개인 행태(식이, 흡연, 음주, 마약, 신체활동 등)
- 자존감
- 태도,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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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 계획서상에 기재된 사업목적 기재

구분 신규사업 (   )    계속사업 (    )

소관부서

국장 국명

담당자 과명
성명

전화번호 

사업의 성격
□ 국가위임사무                □ 시·도 고유사무

□ 시·도 위임사무              □ 시·군·구 고유사무

사업위치

(혹은 대상)

사업목적 사업 계획서상에 기재된 사업목적 기재

사업내용
※  사업 계획서상에 기재된 주요 사업 대상, 세부사업명 및 

사업내용 기재 

총예산규모
① 10억 미만           ② 11억~50억 미만

③ 50억~100억 미만     ④ 100억 이상

추진일정

(경위)

추진근거 ※  해당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법, 규정, 지침 기재

기대효과 

년        월        일

건강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사업) 

I.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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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
사업

직접적, 간접적으
로 건강에 영향을 
주는가? 

□ 예

□ 아니오(제외)

선정 
기준

A. 영향을 준다면, 
그 영향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 3점: 상
□ 2점: 중
□ 1점: 하 

어떤 집단에 어떻게 영
향을 줄지 기술 

B. 건강에 대한 영
향이 미치는 데 오
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가? 

□ 3점: 3년 이상
□ 2점: 1년~3년 미만
□ 1점: 1년 미만

‘예’일 경우 얼마 동안 
영향을 줄지 기술 

C, 대상 사업으로 
인하여 취약계층
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 1점: 예
□ 0점: 아니오

‘예’일 경우 어떤 취약계
층에 영향을 줄지 긍정 
혹은 부정 모두 기술함

건강영향점수 (B+C)*A

작성 요령: 건강영향평가 제외사업에서 건강에 영향을 주는가에서 ‘아니오’일 

경우 제외합니다. 

선정 기준: 건강영향크기와 건강영향기간을 고려해서 각 과에서 선정 기준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사업을 건강영향평가의 사업 대상으로 우선적

으로 고려합니다. 

취약계층: 소득기준에 의해 사회 서비스 구매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과 노동

시장 여건상 취업하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을 말합니다. 취약계층

은 장애인, 저소득층, 환자, 다문화가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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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건강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건강결정요인이라고 합니다. 이 범주는 크게 사회경제적 
환경, 주거 및 근로조건 물리적 환경, 사회 및 지역사회 영향, 개인 및 기타 영역으로 구
분됩니다. 대상 사업이 건강결정요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 “부정”, 영향이 없을 경우 “영향 없음”, 긍정적일 경우 “긍정”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건강결정
요인

구체적인 건강결정요인 
부정
(-)

영향
없음
(0)

긍정
(+)

사회경제적 
환경

1. 질병의 예방(감소) 또는 유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 주요 질병: 암, 치매, 심뇌혈관질환, 아토피 등)

2.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와 관련이 있는가?

주거 및 
근로조건
물리적 
환경)

1. 수질, 대기, 폐기물 발생 등 쾌적한 환경과  관련이 있는가?

2. 교통, 주차 등과 관련이 있는가?

3. 범죄 발생(또는 감소), 치안 등과 관련이 있는가?

4. 주민의 주거환경과 관련이 있는가?

5. 지역 주민의 사고 및 손상과 관련이 있는가?

사회 및 
지역사회의 

영향

1. 지역 주민의 문화체육 활동과 관련이 있는가?

2. 사회적 지지나 연대 활동(예: 동호회모임 활성화 등)과 
관련이 있는가?

3. 가계수입 또는 지역경제와 관련이 있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등)

4. 사업의 상업화로 인하여 주민들의 이탈화 및 상대적 
박탈감과 관련이 있는가?

개인(생활습
관 및 

정신보건)

1. 지역 주민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가?

2. 지역 주민의 영양 또는 식습관에 영향을 주는가?

3. 지역 주민의 음주에 영향을 주는가?

4. 지역 주민의 흡연에 영향을 주는가?

5. 지역 주민의 우울과 관련이 있는가?

6. 지역 주민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가?

7. 지역 주민의 자살 분야와 관련이 있는가?

8. 지역 주민의 정서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가?

기타 

1.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성별 대상은? ①남  ②여  ③모두

2.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인구집단은?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합니다)

①영유아 ②어린이/청소년 
③성인 ④노인 ⑤취약계층 
⑥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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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결정
요인

구체적인 건강결정요인 
부정
(-)

영향
없음
(0)

긍정
(+)

3.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이해관계자는 사업 대상자와 수혜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해
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합니다)

①해당 지역 주민    
②인근 지역 상인
③시행(위탁운영)자 
④기타(___________)

4.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공간적 범위는? 관련 지역 기술

5.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취약계층은?

①장애인 
②저소득계층 
③환자 
④다문화가정 
⑤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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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건강영향평가 검토의견서(정책개선 및 환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일 경우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인지, 부
정으로 표시했을 경우 어떤 측면에서 부정적인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고려하여 사업에 반영했다면 ‘반영완료’, 개
선조치를 할 예정이라면 ‘추후개선’, 정책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면 ‘해당없음’에 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결정
요인

검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사회경제적 환경
긍정
부정

주거 및 
근로조건
(물리적 환경)

긍정

부정

사회 및 
지역사회의 영향

긍정
부정

개인(생활습관 및 
정신보건)

긍정
부정

기타 
긍정
부정 

건강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칠 경우 

1. 
사업내용에
서의 건강 
영향  요구 
반영

□ 반영완료 (어떻게 반영했는지 기술)
□ 추후개선 ☞ 아래 칸에  작성 
□ 해당없음

2. 
예산분배에
서의  건강 
영향 요구 
반영

□ 반영완료 (어떻게 반영했는지 기술)
□ 추후개선 ☞ 아래 칸에 작성 
□ 해당없음

☞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추후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만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예산에 대한 개선안을 작성해 주세요

세부 평가항목 해당 사업 개선안 
1. 사업내용, 수행방식 등 

반영계획
2. 지침, 예산 반영계획 등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 제언

5제 장





제1절 결론

건강영향평가는 정책, 계획, 사업 등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분

포를 파악하는 도구, 절차, 방법 또는 그 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자

치단체에서 그 수요가 높다. 특히 서울시 서초구는 공공정책이나 사업, 

계획 등을 결정하거나 수립할 때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 평가하여 건강에 해로운 사항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기 위해 구민건강관리 기본조례(2015. 12. 17.)에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 모델 개발 연구를 통해 우리 원이 서울시 

서초구 시범사업으로 2016년에 개발한 간이건강영향평가 운영체계와 평

가 기준에 대한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였고,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에

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이건강영향평가 지침을 개발하

였다. 특히 올해는 서초구청 관계자들의 협조하에, 해당 부서별 사업담당

자들이 평가 대상 사업을 직접 평가하면서 간이평가 평가 기준의 미비점

을 도출한 후, 평가 결과와 각 사업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 기준을 

개선·보완하였다. 그리고 향후 간이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지방

자치단체 관계자들을 위하여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마련하였다.

또한 사업의 예산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장기간에 수행되는 지

방자치단체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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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한 포괄적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 대상은 양재천 종

합정비사업으로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 향상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과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건강에 대

한 불평등이 있는 특정집단을 찾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양재천과 일반적인 하천의 기능을 비교할 목적으로 하천의 기능을 반

영한 건강결정요인들로 사회적 기능, 연결적 기능, 정체성, 생태적 기능, 

안전적 기능에 대해 양재천 방문 시민들의 의견을 수집하였다. 그 결과 

도심하천은 여가와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녹지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활동적인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재천 종합정비사업의 향후 방향 역시 산책로 정비나 여가 활동을 위한 

녹지 확충이나 자전거 이동과 같은 주민의 건강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

하는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겠다.

또한 양재천 종합정비사업의 잠재적인 부정적인 건강영향은 양재천에

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상대적 불평등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는 교통노선을 정비하거나, 무료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원거리 주

민을 위한 교통편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다. 또한 양재천에서 개최되는 

행사와 이벤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와 소음 피해에 대한 대

책과 함께,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는 주민 주도적인 행사나 이벤트를 계획

하는 것도 주민들 간의 유대감을 통한 부정적인 문제 해결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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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 제언

  1. 건강영향평가 평가체계의 이원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평가체계와 유사하게 간이건강영향평가는 공무원

이 직접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의 예산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거

나 장기간에 수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

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이 포괄적 건강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포괄적 건강영향평가 대상인 양재천 종합정비사업은 좋은 

사례이다. 기존 하천의 기능을 뛰어 넘는 도심하천의 역할이 향후 사업 

추진에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평가 결과는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에 의한 

평가의 필요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대상들을 평가하여 평가 방법들이 축적되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 이전이라도 정책과 사업 추진 현장에서의 건강영향평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2. 건강영향평가 주체별 역할

가.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

건강영향평가가 성별영향평가나 부패영향평가와 같이 제도화되기 위

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법제도화 시 현

재 환경영향평가에서 수행되고 있는 건강영향평가 검토의 비중과 범위를 

확대하고, 여러 지방정부가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건강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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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영향평가는 다른 유사영향평가 보다 폭넓은 대상과 평가항목

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 개발 및 평가와 결과 분석을 위한 지원

기관 설치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특히 이원화된 평가체계에서는 포괄적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전문가그룹이나 전문기관이 필수적이다.

나. 지방정부의 건강영향평가역량 강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사

업을 평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건강영향평가 운영체계 및 평가 기준과 

도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계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주력하여야 

하겠다. 이에 올해 개발된 지방자치단체 간이건강영향평가 지침에 대한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건강영향평가가 수행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사업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건강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건

강의 범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범주를 넘어 사회적, 문화적 건강영향

까지 폭넓게 접근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평가 기준과 평가 도

구가 개발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지방정부에서의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지

방자치단체에서부터 법제도화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자체에 대한 연구와 

시범사업 수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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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건강영향평가 반영사항 및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일 경우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
인지, 부정으로 표시했을 경우 어떤 측면에서 부정적인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만약 건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서 사업에 이를 고려하
여 반영했다면 ‘반영완료’, 개선조치를 할 예정이라면 ‘추후개선’, 정책요구를 반
영할 필요가 없다면 ‘해당 없음’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결정
요인의 
범주

구체적으로 기술

사회경제적 
환경

긍정 보행환경 개선으로 보행중 안전사고 예방
부정

주거 및 
근로조건
(물리적 
환경)

긍정

부정 해당사항 없음

사회 및 
지역사회의 

영향

긍정 쾌적한 보행환경 확보

부정

개인(생활
습관 및 

정신보건)

긍정

부정 해당사항 없음

기타 
긍정
부정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1. 사업내용에서의 
건강영향  요구 반영

□ 반영완료 (어떻게 반영했는지 기술)
□ 추후개선 ☞ 아래 칸에  작성 
☑ 해당 없음

2. 예산분배에서의  
건강영향 요구 반영

□ 반영완료 (어떻게 반영했는지 기술)
□ 추후개선 ☞ 아래 칸에 작성 
☑ 해당 없음

☞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추후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만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예산에 
대한 개선안을 작성해 주세요.

세부 평가항목 해당 사업 개선안 

1. 사업내용, 수행방식 등 반영계획

2. 지침, 예산 반영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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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서초구 생활체육교실 운영
구분 신규사업 (    )    계속사업 ( ○ )

소관부서
국장 국명

성명
전화번호

담당자 과명 문화체육관광과
성명 김리원

전화번호 02-2155-6217
사업의 
성격

■ 국가위임사무                □ 시·도 고유사무
□ 시·도 위임사무              □ 시·군·구 고유사무

사업위치
(혹은 대상)

반포종합운동장 외 7곳 및 각 동 주민센터

사업목적
체육활동에 대한 구민의 참여욕구가 증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누구나 쉽게 참
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행복도시 서초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총예산규모
①10억 미만 ②11억~50억
③51억~100억  ④100억 이상

추진일정
(경위)

○ 2017 생활체육교실 운영계획 수립
○ 기간별 모집일정, 회원모집 홍보 및 운영  

추진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16조
문화예술․체육․관광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문체부 지역문화과-932(2011.5.2.)>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제2조(생활체육의 장려)

기대효과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통한 구민의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
사업

직접적, 간접적으
로 건강에 영향을 
주는가? 

■ 예

□ 아니오(제외)

선정
기준

영향을 준다면, 그 
영향의 크기가 얼
마나 되는가? 

■3점: 상
□2점: 중
□1점: 하 

생활체육교실을 수강하는 관내 유소년, 여
성, 어르신의 체력증진

건강에 대한 영향
이 미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
는가? 

□1점: 예
■0점: 아니오

‘예’일 경우 얼마 동안 영향을 줄지 기술 

대상 사업으로 인
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1점: 예
□0점: 아니오

고령자, 장애인 등의 건강 및 체력증진

작성 요령: 건강영향평가 제외사업에서 건강에 영향을 주는가에서 ‘아니오’일 경우 제외

선정 기준: 건강영향크기와 건강영향기간을 고려해서 각 과에서 건강영향평가를 받을 사업을 선

정하도록 함.

건강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사업)

I.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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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건강영향평가 반영사항 및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일 경우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
인지, 부정으로 표시했을 경우 어떤 측면에서 부정적인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만약 건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서 사업에 이를 고려하
여 반영했다면 ‘반영완료’, 개선조치를 할 예정이라면 ‘추후개선’, 정책요구를 반
영할 필요가 없다면 ‘해당 없음’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결정
요인의 범주

구체적으로 기술

사회경제적 
환경

긍정 체육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해당시설 및 주변 상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부정

주거 및 
근로조건
(물리적 
환경)

긍정 운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와 활력 증진으로 근로 능률 향상

부정

사회 및 
지역사회의 

영향

긍정 생활체육교실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부정

개인(생활습
관 및 

정신보건)

긍정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습관 함양

부정

기타 
긍정

부정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1. 사업내용에서의 건강
영향  요구 반영

□ 반영완료 (어떻게 반영했는지 기술)
□ 추후개선 ☞ 아래 칸에  작성 
□ 해당 없음

2. 예산분배에서의  건강
영향 요구 반영

□ 반영완료 (어떻게 반영했는지 기술)
□ 추후개선 ☞ 아래 칸에 작성 
□ 해당 없음

☞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추후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만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예산에 대한 개선안을 
작성해 주세요.

세부 평가항목 해당 사업 개선안 

1. 사업내용, 수행방식 등 반영계획

2. 지침, 예산 반영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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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셉테드) 사업 실시
구분 신규사업 ( )    계속사업 (    )

소관부서
국장 국명 안전건설교통국

성명
전화번호

담당자 과명 안전도시과
성명 이진욱
전화번호 02-2155-7119

사업의 성격
□ 국가위임사무                □ 시·도 고유사무
□ 시·도 위임사무              □  시·군·구 고유사무

사업위치(혹은 
대상)

서초구 관내 전체

사업목적 도시 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를 사전예방하고자 함
총예산규모 ① 10억 미만

추진일정(경위) 2017. 1. 1. ~ 12. 31.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기대효과 
어둡고 음습한 지역을 밝고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여 범죄 발생율 및 주민의 범죄불
안감 저감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
사업

직접적, 간접적으로 건
강에 영향을 주는가? 

□ 예 환경 개선에 따른 간접적 효과
□ 아니오(제외)

선정 
기준

영향을 준다면, 그 영향
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
가? 

□3점: 상
□2점: 중
□1점: 하 

범죄불안감 저감에 따른 정신적 요소에 영향

건강에 대한 영향이 미
치는 데 오랜 시간이 걸
릴 수 있는가? 

□1점: 예
□0점: 아니오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정신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정확한 
시간 측정 곤란

작성 요령: 건강영향평가 제외사업에서 건강에 영향을 주는가에서 ‘아니오’일 경우 제외.

선정 기준: 건강영향크기와 건강영향기간을 고려해서 각 과에서 건강영향평가를 받을 사업을 선정하도

록 함.

건강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사업)

I.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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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건강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건강결정요인이라고 하며, 이 범주는 크게 사회경
제적 환경, 주거 및 근로조건 물리적 환경, 사회 및 지역사회 영향, 개인 및 기타 
영역으로 구분했습니다. 대상 사업이 건강결정요인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기술
해 주세요. 

건강결정
요인의 
범주

구체적인 건강결정요인 부정
영향
없음

긍정 비고

사회경제
적 환경

1. 질병의 예방(감소) 또는 유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 주요 질
병: 암, 치매, 심뇌혈관질환, 아토피 등)



2.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와 관련이 있는가? 

주거 및 
근로조건
(물리적 
환경)

1. 수질, 대기, 청소, 폐기물 발생 등 쾌적한 환경과  관련이 있는가? 

2. 교통, 주차 등과 관련이 있는가? 

3. 범죄 발생(또는 감소), 치안 등과 관련이    있는가? 

4. 주민의 주거환경과 관련이 있는가? 

5. 지역 주민의 사고 및 손상과 관련이 있는가? 

사회 및 
지역사회
의 영향

1. 지역 주민의 문화체육 활동과 관련이 있는가? 

2. 사회적 지지나 연대 활동(예: 동호회모임 활성화 등)과 관련이 있는
가?



3. 가계수입 또는 지역경제와 관련이 있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등)



4. 사업의 상업화로 인하여 주민들의 이탈화 및 상대적 박탈감과 관련
이 있는가?



개인(생활
습관 및 

정신보건)

1. 지역 주민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가? 

2. 지역 주민의 영양 또는 식습관에 영향을 주는가? 

3. 지역 주민의 음주에 영향을 주는가? 

4. 지역 주민의 흡연에 영향을 주는가? 

5. 지역 주민의 우울과 관련이 있는가? 

6. 지역 주민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가? 

7. 지역 주민의 자살 분야와 관련이 있는가? 

8. 지역 주민의 정서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가? 

기타 

1.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성별 대상은? ①남  ②여  ③모두

2.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인구집단은?
①영유아 ②어린이․청소년 
③성인       ④노인  
⑤취약계층  ⑥전체

3.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①해당 지역 주민    
②인근 지역 상인
③시행(위탁운영)자 
④기타(_____________)

4.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공간적 범위는? 사업시행 지역

5.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취약계층은?
①장애인 
②저소득계층 ③환자 
④다문화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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