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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환경
보건포럼과 건강 향평가
TWG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환경보건장관포럼1)

은환경과관련된인간의질병과건강문제를다

루기 위해 조직되었고 이 지역의 환경 및 보건

부문정부기관의장관이참여하고있다. 국제기

구로는 WHO와 UNEP2)가 참여하고 있고, 8월

태국 방콕에서 첫 번째 환경보건장관포럼,

2010년 7월제주에서제2차환경보건장관포럼

이 개최된 바 있다. 2010년 4월 조성된 건강

향평가TWG(Thematic Working Group)는환경

포럼산하의 7번째조직3)이다. 건강 향평가의

TWG에서는 2010~2012년의 활동계획을 개발

하여지역내의정책적추진에대한정보공유와

역량강화를도모하고있다. 2010~2012년건강

향평가활동계획의 정책방향은 첫째, 건강

향평가의 실행, 가이드라인, 도구, 다양한 정책

사업의건강효과에대한근거에대한정보와지

식을 공유하는 것, 둘째, 이 지역에서 건강 향

평가가각국가의의사결정과정에중요한부분

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 셋째, 건강 향평가를 수행하는 전문가 및

관계자의지식과기술을향상시키고역량을강

화시키며, 정보확산의증진, 초국가적인협력과

제개발등을추진하는것등이다. 건강 향평가

TWG의 의장기관인 우리나라의 한국보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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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환경보건포럼 자료원: http://www.environment-health.asia/
2)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3) 첫 번째 환경보건장관회의에서 조직된 Thematic Working Groups는 공기질(Air quality), 물공급 및 위생관리(Water supply,

hygiene, and sanitation), 고형 및 위험폐기물(Solid and hazardous waste), 독성화학물질 및 위험물질(Toxic chemicals
and hazardous substances), 기후변화, 오존층감소 및 생태계변화(Climate change, ozone depletion and ecosystem
changes), 환경보건응급상황 관련 비상계획(Contingency planning, preparedness and response in environmental
health emergencies) 등이었음. 건강 향평가 TWG는 2010년 7월 제2차 환경보건장관회의에서 승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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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임기는 2010~2012

년이다. 2010년첫번째회의이후2010년11월

에는 뉴질랜드의 더니든에서 열린 제3차 아시

아태평양 건강 향평가회의에서 태평양지역

국가들과 오픈워크숍을 하 고, 제2차 건강

향평가TWG회의를 개최하 다. 제2차 건강

향평가TWG회의에서는 각 회원기관과 국가들

의 활동계획을 구체화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

다. 부회장 회원이 차기회장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 부회장기관은 태국의 보건부에

서담당하게되었다. 

제2차회의결과의중요논의중하나는건강

향평가주제가다른TWG들과공통된논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었고, 따라서 다른

TWG와공동워크숍을추진하기로결정하 다.

2011년 7월 27일(수) 서울에서 공기질 관리

TWG(Thematic Working Group on Air quality)

와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 고, 7월28(목)에는

제3차 건강 향평가 TWG회의를 개최하 다.

본 논고에서는 각국의 건강 향평가 추진동향

에 대한 워크숍 결과, 건강 향평가TWG의 활

동점검회의결과및최근태국에서개최된환경

보건포럼 TF회의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전망에대한논의를하 다.

2. 건강 향평가TWG의 활동
경과4)

1) 주요활동개요

2010년4월첫회의(서울)때마련된건강 향

평가 TWG5)의 2010~2012년의 활동계획안은

2010년 11월 뉴질랜드 회의에서 수정된 바 있

다. 수정된 내용은 각 국가기관의 역할을 구체

화하는내용이대부분이었다. 2011년 7월 28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 다. 건강 향평가TWG

계획안의 활동내용은 첫째, 건강 향평가에 대

한정보와지식을공유하는활동으로서기존관

련 자료의 수집(가이드라인, 도구, 사업관련 정

보) 및웹사이트를통한정보공유, 둘째, 지역내

의 의사결정과정에 건강 향평가를 한 부분으

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법제도자료의

수집 및 관련된 권고)지원, 셋째, 건강 향평가

및관련분야에있는전문가와관계자의기술과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활동으로 기술지

원 워크숍 개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수집, 다

른TWG와의교류및협동워크숍개최등이포

함된다. 의장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는 건강 향평가 법제도와 관련된 현황자료를

수집해 오고 있으며, 태국에서는 건강 향평가

훈련수요파악에대하여조사하고있다.

4) 자료원 : 환경보건포럼 건강 향평가TWG의 회의록 내부자료에 기초함.
5) 회원국 8개국(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태국, 필리핀, 몽골, 중국, 한국) 10개 기관의 건강 향평가 담당자, 국제 파트너 3명(일본,

호주, 뉴질랜드),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소, WHO 동남아시아지역사무소, UNEP의 관계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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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 향평가의 법제도 수집 및 회원국의
법제도에대한검토와권고

2010년 뉴질랜드에서 개최한 제2차 건강

향평가회의에서각회원국은법제도에대한정

보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제출하여 정보가

수집될수있도록협의하 다. 2011년 6월까지

7개국6)에서자국의법제도정보를제출하 다.

향후 의장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웹

사이트를통하여정보를공유할수있도록하고

환경보건포럼의공식홈페이지7)와연결할예정

이다.

3) 건강 향평가의추진을위한지역적인
지침

회원국들이 건강 향평가를 새롭게 도입하

여추진하는데도움이될수있는지역적인추

진지침이필요할것이라는논의가있었다. 유럽

등 기존의 국제기관에서 개발된 건강 향평가

의추진방안과이론들을활용할수도있기때문

에우선적으로는국제기구및단체와협력하여

기존의건강 향평가권고안을사용할수있도

록 협의하 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자

문공무원 오가와(Dr. Ogawa)박사에 의하면

1992년에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에서는이미건강 향평가를도입하 다.

개발사업 지원의 조건으로 건강 향평가 도입

을권고하기위하여개발된건강 향평가지침

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존의 지침들을

수집하고 목표를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국가별로 적용할 때에는 건강 향평가에

서다루는건강의결정요인을적용하는과정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 지역의 회원국을 위한

지침을따로만들기보다는이지역에서의건강

향평가의목표에더초점을두고논의할필요

가있다. 세계은행및국제원조기구들이가지고

있는건강 향평가관련지침도중요한참고자

료가될수있다.

건강 향평가의 지침은 부처별로 정책을 추

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법제도적 뒷받침

이 있어야 실효성을 거둘수 있다. 각 회원국들

이 건강 향평가 법제도를 추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이나 권고안을 개발하기 전에

기존의법제도를검토하고권고해주는것이우

선되어야 한다. 건강 향평가TWG의 활동계획

중 권고안개발의 담당기관인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의Morgan 교수가이부분을우선검토하고

권고안을 만드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호주

커틴대학의 스피켓박사가 제안한 법제도 추진

의단계는다음과같다.

①건강 향평가 법제화의 장단점을 분석

한다.

②현황을 정리한다. 첫째, 각국의 법제와 정

책, 지침과프로그램을검토한다. 둘째, 다

른 지역 국가의 건강 향평가 법제도, 정

책, 지침사례를수집하여검토한다.

③상기자료를검토하여동남아시아및동아

6) 캄보디아, 라오스, 몽고, 필리핀, 한국, 태국, 베트남
7) http://www.environment-health.asia/ 동아시아 환경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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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국가에적합한유형을선별한다.

④적용할건강 향평가의유형을각국가별

로추진하기위해전략을세운다.

⑤추진과관련된장애요인을분석한다. 첫째

정치적인의지, 둘째, 공공및민간의자원

부족, 셋째, 건강 향평가에 대한 역량부

족(지식과기술) 등.

⑥국가건강 향평가법제화의결과에대한

기대효과를분명히설정한다.

4) 건강 향평가분야의 훈련에 대한 요구도
분석

건강 향평가TWG 활동계획가운데하나인

회원국의 건강 향평가 훈련요구도에 대한 분

석을태국정부8)에서담당하고있다. 2011년상

반기에 일차적인 요구도 조사를 실시했고, 6개

국이설문에응답하 다. 이중5개국9)은건강

향평가관련훈련과정을가지고있다고응답하

다.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대학,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훈련프로그램의 지원은 주로 세계보건기

구의 지역사무소(서태평양지역 또는 유럽)에서

해오고있다.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지역의 건강 향평

가훈련내용은분산되어있고통일성이없는것

으로 나타났고, 각 국가의 특정한 필요에 따라

개발되고보급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

서 세계보건기구에서 회원국들이 공통으로 사

용할수있는건강 향평가지침을보급할필요

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5) 회원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테크니컬 워크
숍의추진

회원국의 건강 향평가 담당자들의 역량강

화를 위해서 테크니컬 워크숍이 필요하다.

2010년 11월 뉴질랜드 더니든에서 개최된 제3

회 아시아태평양 건강 향평가 국제학술대회

와공동으로워크숍을가짐으로써역량강화워

크숍을추진할수있었다. 건강 향평가는기후

변화, 대기질관리등환경문제와관련된주제들

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TWG와 공동워

크숍의추진이계속필요할것으로전망된다.

6) 공동워크숍의결과

2011년 7월 27일(수) 건강 향평가TWG와

공기질관리TWG의공동워크숍이있었다. 건강

향평가TWG의 회원국들이 참여하여 건강

향평가제도화추진의 경과를 발표하 고, 공기

오염과관련된문제를발표하 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저소득국가가 대부분이

고, 개발정책이다른보건문제보다우선되고있

는것이특징이다. 라오스경우는100개이상의

개발프로젝트가있고, 벌목사업같은경우경제

성장과환경의지속가능성의균형을제대로맞

추지못하고있는상황이었다. 2006년3월에국

8) The Department of Health MOPH Thailand (Director Siriwan & her team) and Khon Kaen University (Dr
Yanyong & his team)

9) Indonesia, Japan, Philippines, Vietnam &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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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강 향평가정책이총회로부터승인, 현재

5년동안정책수행중이다. 정부가수력발전소

를통해개발목표를달성하고자하는계획에따

라2005년에준공하고2010년에완공하여태국

에전력을수출하고있다. 여기에는세계보건기

구(WHO)의 건강 향평가 기술지원이 있었다.

결핵, 기생충, 전염성 질환의 발병률이 높은 상

태에서 여러 개발계획에 건강 향평가를 실시

함으로써 깨끗한 식수공급률을 높이고, 양상

태를 개선하는 등 개선율을 높이고 있다. 건강

향평가를실시하는데홍보와역량이부족한

상태이고, 국제적 협력과 지원, 정보의 공유 등

이필요한상황이다. 태국은국가에서주도적으

로 건강 향평가를 강력하게 실시해온 제도적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정확한 목표 설정,

지역사회의건강에대한정확한인식, 국민들에

대한지지확보등이정책성과를높이는데중요

한요인인것으로분석되었다. 

건강 향평가를 도입하는 시기에 있는 베트

남은빨라지는도시화/산업화로도심지역, 산업

지대, 소규모 산업지역은 대기오염이 심각해지

고있다. 베트남에서대기오염이집중된오염원

은 교통, 산업, 서비스, 가정, 시멘트 벽돌 공장,

화력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인 것으로 분석되

었다. 필리핀의 경우는 환경 향평가에서건강

향평가를함께실시하도록하고있으며, 주요

질병은 심질환, 혈관질환, 악성종양, 폐렴/결핵

등이다. 캄보디아 보건부의 건강 향평가정책

은긍정적건강에대한평가를진작하고부정적

부분은 줄이는 데 있다. 국민의 건강/빈곤퇴치/

지속가능한발전에초점을맞추고있다. 캄보디

아의 건강 향평가 모범사례를 표준화하고 홍

보하며,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큰 과제로 남

아있다. 몽고의 건강 향평가는 초기단계여서,

환경 향평가를 실시할 때 세계보건기구의 건

강 향에대한자문을얻는수준으로실시하는

정도인것으로보고되었다(표1 참조).

태국의 경우 독립적인 건강 향평가 법제도

를 가지고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선두그룹의

전략적접근방식이다양하게취해질수있다는

것이다. 한편보건부만이아니라여러다른기

관과정부부처가참여했기때문에충분히이것

표 1. 동남아시아 및 우리나라의 건강 향평가 관련 법제도 현황

국가 건강 향평가관련법제도
캄보디아

라오스

몽고

필리핀

한국

태국

베트남

•1999년의환경 향평가시행규칙에건강 향평가포함

•2006년의건강 향평가에대한국가정책마련

•2002년의환경 향평가법에건강 향평가를포함(2009)

•환경건강 향평가국가계획및지침(1997)

•환경보건법(2008)에건강 향평가포함

•국가보건법(2007)

•환경 향평가법(2005): 환경 향평가보고서에건강 향평가를포함하도록함.(2011년추진중)

자료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환경보건포럼 건강 향평가TWG 및 공기질 관리TWG 공동워크숍자료, 2011년 7월
27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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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및동아시아지역의건강 향평가정책추진을위한협력과제

을추진하는데독립성이유지될수있다. 의사

결정에대한기회와정책창도크게열어놓고있

고, 정확한 목표 설정, 지역사회의 건강에 대한

정확한 인식, 국민들의 지지 등에 기초하고 있

다는데의의가있다.

3. 환경보건포럼 TF회의의 결과

환경보건포럼TF는동남아시아및동아시아

환경보건포럼의 제2차 회의(2010년 제주에서

열림)에서결성되어지역내의국가들이자발적

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 다. 첫번째TF회의

는 2011년 6월 8~9일 마닐라에서 열렸고,

Workplan을 개발하고 환경보건포럼관련 조사

실시를결정하 다. 제2차TF회의는2011년10

월 18~19일간 태국 방콕에서 열렸다. 10월

18~19일양일간제2차환경보건포럼TF회의가

개최되었다. 10월 20일에는 제5차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환경보건포럼의 Advisory Board

Meeting이개최되어TF회의결과를검토하고향

후 추진방안을 논의하 다. 이 Advisory Board

에는 TWG의 대표의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 회의의 참여국가는 몽고,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 UNEP 및 WHO 대표 등이 있었다. TF의

의장은말레이시아대표가맡았다.

UNEP에서 실시한 회원국 조사결과에 의하

면TWG의연례회의를제도화할필요성이제기

되었고, 장관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준비사항을

보다구체화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는권고

가있었다. TWG 운 과관련해서는의장의선

출 및 순환과정, 리포팅 과정을 표준화해야 한

다는 의견이 있었다. TWG의 정보교환과 파트

너쉽을위해online knowledge hub을구축할필

요가있다는의견이있었다.

지속가능한 Financial Mechanism 구축을 위

한방안마련이가장시급한과제로부상하 다.

TWG의활동및TF의활동을지원하기위해예

산안을 증액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국가들의 예산지원이 일정하게 지속적으

로 될 수 있는 제도화방안이 필요하 다. 다양

한의견이있었으나, 중국, 일본, 한국에서예산

확보를논의하는것이가장현실적이라는논의

도있었다. 중국, 일본, 한국에서재정적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보건문제의 중요성이 국가

간 장관회의 등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고위급

회담(High level meeting)에서도 논의되어야 한

다는의견이있었다.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회원국의 참여율을

높이고 환경보건포럼을 홍보하기 위하여 정례

회의는 환경보건과 관련된 국제학술회의가 개

최되는 장소에서 연이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기를조율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라는의견

이있었다.

4. 결론

건강 향평가는 건강한 공공정책마련을 위

한예측과정이며, 어떤결과가발생할것이다라

는 예측을 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편

익뿐만아니라위해요인별로 향을분석해위

험도를예측할때불확실성을함께고려해야한

다. 건강 향평가를제도화하는것은많은국가



에서도전이되고있다. 

2007년태국과2010년제주에서3년마다개

최된환경보건장관포럼의결과에서볼때건강

향평가는 기존의 환경보건문제를 통합적으

로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고, 국제적 협력과

지원이 더 필요한 분야이다. 한편 동남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은 저소득국가이

며, 많은전염성질병과만성질병의위협을동시

에 겪고 있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건강 향평

가의정책적요구도는높으나대부분정책적시

행의초기단계이어서기술과자원, 역량이부족

한 상태이다. 기술적 지원과 더불어 재정적 지

원도필요한상황이다. 2010년 4월부터조직되

어시작된건강 향평가TWG의활동계획은회

원국들이 건강 향평가를 자국내에 제도적으

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정보와 역량 등

을지원하는하나의추진체가될수있다. 이번

국제워크숍과회의를통하여동남아시아및동

아시아국가들의요구도를보다분명하게파악

하는 기회가 되었고, 향후 운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별 건강 향평가의 법제도적

추진을위하여국가별로적절한권고와지침이

제공될수있도록국제협력과정보교류가더필

요하다. 둘째, 이를 위해 공공 및 민간부분에서

역량을강화시킬수있는자원과기술적지원이

필요하다. 국제기구와 단체의 파트너쉽과 지원

이더필요할것으로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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