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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00년  들어와 삶의 질 향상과 함께 환경에 한 국민  심이 

증가하 으나, 국민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할 목 으로 추진된 오염매체 

리 심의 환경정책은 실질 인 국민 체감 오염도를 개선하지 못하거

나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환경오염과 유해 향 는 질환 간의 한 련성이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되면서 매체별 오염물질 리에서 수용체 심의 

리로, 행정지표에서 건강지표로 환경 리 목표를 환하는 등 국민건

강을 우선하는 환경보건 리 정책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동안 다양한 개발활동으로 인한 환경 향을 평가하고 히 처

하기 해 환경 향평가법에 의한 환경 향평가가 실시되어 왔으나, 이

는 사람의 건강 향을 직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에

서는 환경보건법에 의한 건강 향평가제도를 만들어 환경유해인자가 국

민의 건강에 미치는 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 

그러나 학계를 심으로 한 심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여러 사정으

로 인해 환경분야에서 환경유해인자에 한 실질 인 건강 향평가가 이

루어지지 못하 고, 보건분야에서도 건강 향평가와 환경 향평가를 연

계해보고자 하는 시도가 없었다. 

일 이 향평가에 한 심을 기울 던 유럽의 경우 건강 향평가

와 환경 향평가를 유기 으로 연계하여 상호보완 으로 발 시켜왔음에



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그러한 기반이 마련되지는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 향평가와 건강 향평가가 상호보완 으로 실시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하 으며, 외국의 사례와 국내 사례를 

통해 시사 을 도출해보고자 하 다.

본 연구는 우리 원의 김동진 부연구 원 주  하에 채희란 연구원과 

인제 학원 학교 김공  명 교수, 고려 학교 김진희 연구원의 공동연

구로 진행되었으며, 한국 생곤충연구회 김 두 실장의 도움이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진행과정에서 보다 좋은 보고서작성을 하여 자문과 검

독을 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 수 선임연구 원, 경북 학교 

김건엽 교수, 그리고 본 원의 최은진 연구 원, 박실비아 연구 원에게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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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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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alth impact assessment on local 

government's environmental health policy

Health impact assessment(HIA) has been defin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s a combination of procedures, methods and 

tools by which a policy, programme or project may be judged as 

to its potential effects on the health of a popul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those effects within the population.

Local governments have made large investments in development. 

Development projects come under the responsibility of a wide 

range of sector and the projects may ha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These impacts can affect the environment, public 

health, social structures and the demography of local communities.

The sustainability of development can be ensured only if the full 

range of potential impacts are assessed at an early stage using 

health impact assessment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 componen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ealing specifically 

with impact on human health is often called "Environmental Health 

Impact Assessment(EHIA)". It is widely held that EHIA offers unique 

opportunitie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health. 





요약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다양한 인간의 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유해 인자에 한 건

강 향평가에 한 심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음. 

○ 삶의 질 향상  건강에 한 욕구와 더불어 환경에 한 심이 

높아져가고 있는데, 환경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인체의 건강에 

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임. 

⧠ 건강 향평가는 정책결정자들로 하여  정책이나 사업 등으로 인한 

부정  건강 향을 방하고 극 으로 건강을 증진시키기 한 

안과 개선안에 한 선택지들을 제공해 으로써 건강한 공공 정책 

실 을 한 가장 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건강 향평가는 모든 정책이나 사업, 로그램 등에 용할 수 있

기 때문에 환경보건 분야의 정책 등에도 용 가능하지만, 실은 

제도의 여건 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재 환경 향평가는 환경 향평가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고, 환경

향평가 내에서 건강 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  기반이 갖추어

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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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아직은 환경 향평가와 건강 향평가가 등한 계에 있

지 못하고, 건강 향평가의 상도 국한되어 있어 특정 정책에 

한 환경 향과 건강 향을 동시에 종합 으로 규명하지는 못하고 

있어 본래의 목 을 기 하기는 어려운 단계임.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 하에서 환경 향평가와 건강

향평가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 으며, 그 목  달

성을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환경 향평가와 건강 향평가에 해 

간략히 살펴보고, 

○ 이 두가지 평가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해 살펴보았음. 

○ 환경보건정책과 건강 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주요 외국의 황 

 사례를 살펴보는 한편,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단 에서 실시되는 사업  환경과 건강

에 동시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환경과 건강의 

측면에서 향평가를 실시하 음.

Ⅱ. 주요 연구결과  

⧠ 본 연구에서는 건강 향평가를 환경 향평가나 략  환경 향평가

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과 련하여 미국, 호주, 뉴질랜드, 독일의 

사례를 검토하 으며, 그에 따른 시사 을 도출하 음.

○ 환경 향평가제도는 건강 향에 한 분석과 감 책을 사업이

나 정책에 반 하기 한 강력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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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건강 향에 한 고려가 미비하여, 환경오염물질 노출

에 한 생의학  향 주로 분석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맥락  특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정량 인 분석 주로 진행됨.

○ 환경보건정책에 한 HIA 실시를 한 제안 은 다음과 같음.

－ 행 EIA내에서 포 인 건강 향이 검토되도록 상 사업, 평

가 항목과 범 에 한 규정을 마련하고 기 을 확 하여야 함. 

－스크리닝이나 스코핑 단계에서부터 보건  건강 련 문가

들이 참여하는 등 력 계의 구축과 역할 분담이 필요함.

－건강이나 웰빙 련 지표의 개발, 지역사회 단 에서의 건강 

 환경 련 자료 수집, 건강 향을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론

을 개발하여야 함.

⧠ 환경보건정책에 한 향평가 국내 사례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

는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을 상으로 건강 향평가를 실시하 음. 

○ 방역용 살충제를 오남용 할 경우 수질, 토양 등 환경매체는 물론 

인체에도 다양한 부정  건강 향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근거가 

상당수 보고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보건소에서는 자율방역단 등 비 문가에 

의해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때문에 효과성이나 문성 하로 인해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

으며, 기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에 한 교육도 체계

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방역용 살충제는 식약청의 의약외품 리로 인체 독성과 환경 독

성이 리되어 지고 있으나, 살충제의 특성상 인축에 한 미량의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면으로 피해를  수 있으므로 

살충제 사용시나 취 시 각별한 주의와 지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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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안 한 살충방제를 해서 공간 방제를 하는 연막방제나 

미립자 방제 등의 경우는 방송이나 확성기를 통하여 인근 주민

에게 방제실시를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필요함.

－잔류분무나 유충구제 등 국소 부  처리 시 처리 상주민이 방

제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명되어져야 함. 

－ 한, 필요한 경우 자체 인력을 비롯한 자율 방역단 등 방제 

활동에 참여하는 작업자들에 해 정보의 제공을 한 교육, 

실습 등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개인 보호장구 착용 등을 

의무화 하여야 함.

○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많은 선행연구들은 방역용 살충제로 인해 

환경이나 인체의 건강에 부정 인 건강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

타내고 있음.

－때문에 방역용 살충제의 취   리, 그리고 방역소독 작업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특히, 노약자가 많이 거주

하고 있는 복지시설 등에 방역소독을 실시할 경우에는 잔류된 

살충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Ⅲ. 결론 및 시사점 

⧠ 주요 외국의 사례에서 볼 때, 환경 향평가제도는 자체 으로 개발사

업 등에 한 환경 향을 평가하기 한 정책으로서 폭넓게 실시되고 

있음. 

○ 그러나, 환경이 아닌 건강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건강이 포 으

로 고려되지 않거나 평가 반에 걸쳐 지역사회의 맥락  특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정량 인 분석 주로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발

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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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실시한 방역용 살충제에 의해 향평가 결과, 방역용 살충제

를 오남용 하 을 경우 수질, 토양 등 환경에 한 향은 물론 인체에 

한 향 한 심각할 수 있음을 많은 근거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 

○ 방역의 목 은 감염병 매개체를 제거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건강

향을 사 에 방하고자 하는 것인데, 방역용 살충제를 잘못 취

하 을 경우 작업자 본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독성에 노출되어 

감염병으로 인한 건강피해 보다 오히려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음. 

⧠ 때문에 보건소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역용 소독제로 인해 발

생 가능한 토양, 수질오염 등 환경매체에 한 보다 실증 인 평가는 

물론 인체에 한 보다 세 한 평가를 실시하여 방역사업 담당자는 

물론, 문 작업자,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상 으로 건강 향평가에 한 인식이 

낮아 환경 향평가와 동등한 치에서 요성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발 을 해서라도 환경 향평가와 건강 향평가의 연계

는 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해 담당 부처 간 숙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

양한 사업에 한 시범 용을 통해 평가지침과 로토콜 개발, 그

리고 문가 양성 등 인 라 구축 한 우선되어야 함.

*주요용어: 건강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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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1986년 세계보건기구는 제1차 세계건강증진 회 오타와선언에서 ‘건

강한 공공 정책(Healthy Public Policy)’을 건강증진 추진의 다섯 가지 

핵심 요소  하나로 지목한 바 있다. 건강한 공공 정책이란 정책의 

향을 받는 개인이나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 시키고 건강의 형평성을 향

상시키는 정책을 말한다(강은정 외, 2009). 

건강 향평가는 정책결정자들로 하여  모든 공공정책  사업으로 

인한 질병, 사고를 방하고 극 으로 건강을 증진시키기 한 안과 

개선안에 한 선택지들을 제공해 으로써 건강한 공공 정책 실 을 

한 가장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한, 정책결정시 측하지 못한 

잠재 인 건강 악 향에 한 정보를 사 에 제공함으로써 정책 결정으

로 인한 추가 인 비용 발생을 방하고, 비보건부문의 정책에 해 “건

강”의 에서 재검토함으로써 정책 실시의 당 성 혹은 “license”를 

부여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결과 으로 건강 향평가의 실시는 질병발생 후 사후 인 처보다는 

사  건강증진활동을 지향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원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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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유도하며, 건강 환경조성이나 사회  건강결정요인에 한 심을 

유도하게 한다. 

때문에, 호주는 New South Wales 심으로 각종 정책에 한 건강

향평가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국 런던, 캐나다 퀘벡 등에서

도 지자체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들에 해 건강 향평가 사업을 

의무 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림 1-1〕 정책 결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료: Birley MH, The health impact assessment of development projects, 1965.

특히, 최근 삶의 질 향상  건강에 한 욕구와 더불어 환경에 한 

심이 높아져가고 있는데, 환경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인체의 건강에 

향을 미친다는 것인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때문에 다양한 인간의 활

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유해 인자에 한 건강 향평가에 한 

심 한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향으로 한반도에서 차 겨울이 짧아지는 등 

아열  기후화 되어가면서 생해충1)등의 매개체의 번식이 빠르게 증가

1) 인체에 직  는 간 으로 해를 주거나, 의학이나 생학에 계가 있는 곤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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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질병들이 특정 매개체들에 의해 된다

는 사실을 차 밝 지면서 이러한 매개체를 구제하기 한 방제법 

한 다양하게 발 되어 왔다. 

이들 방제법  인류에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방제법은 살충제, 살

균제, 살서제 등을 사용하는 화학  방제법이며, 이들 화학제들이 인류

보건에 기여한 공로는 매우 큰 반면, 이들의 오남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인축독성 문제가 앞으로는 심각한 수 에 도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특히 2000년  반 살충제 에서 상당수가 내분비교란물질이

라는 시민환경단체 등의 지 이 있어 극 인 리가 요구된 바 있으

나(양 철 외, 2004), 그 이후의 리실태에 한 심은 부족하 다. 

방역용 살충제라는 명칭으로 이용되는 약제라 할지라도 함유된 원제

는 농약이나 원 용 살충제로 이용되는 살충성분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포유독성  잔류독성 그리고, 흡입독성과 같은 문제를 벗어날 수는 없

다. 한 방역용 살충원제의 부분이 가정용 살충제로 명명된 의약부외

품이나 공산품의 형태로 소비자들이 쉽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안용 , 2002). 

외국의 경우 방역용 살충제나 살균제, 그리고 살서제에 한 안 한 

사용을 리하기 한 지침이나 규제는 독성에 한 자료를 근거로 다

양하게 리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는 Agricultural and Veterinary 

Chemicals Code, 캐나다는 Pest Control Products Act, 독일의 경우는 

Federal Communicable Diseases Act, 국은 Control of Pesticide 

Regulations, 미국의 경우는 biocide를 The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ticide Act나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의 감독 하에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biocide라는 

개념에 속하는 화합물들에 근간한 제품들의 등록이 농약에 하는 리

체계 속에 있음을 알 수 있다(양 철 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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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법과 같이 엄격한 용을 받는 살충제와는 달리 방역용 살충제의 

경우는 이러한 법 인 제재 없이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 농약용 사용기주

치보다 더 높게 살포되더라도  규제할 방안이 없다(안용 , 2002). 

특히, 일부 방역용 살충제의 경우 장기간 반복 사용될 경우 환경오염의 

증가, 해충의 이상 격발과 항성 발달, 익충  천 의 감소 등 자연생

태계나 환경에 여러 가지 향을 래할 수도 있다(양 철 외, 2004). 

한 방역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들마  다수가 신고를 필한 후 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 사업성 한 세한 수 이기 때문에 이들

이 사용하고 있는 살충제들에 한 리 역시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양 철 외, 2004).

방역용 살충제 등을 오남용 할 경우 환경에 한 향은 물론 사람의 

건강에 해서도 직 인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환경과 사람의 

건강에 한 향에 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지 

않을 경우 방역용 살충제를 사용하여 곤충이나 동물 매개체로 인한 질

병을 방하려다 오히려 살충제로 인해 치명 인 건강 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재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 향평가는 환경 향평가법에 의해 실시되

고 있고, 환경 향평가 내에서 건강 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아직은 환경 향평가와 건강 향평가가 등한 계에 있지 

못하고, 건강 향평가의 상도 국한되어 있어 특정 정책에 한 환경 

향과 건강 향을 동시에 종합 으로 규명하지는 못하고 있어 본래의 

목 을 기 하기는 어려운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 하에서 환경 향평가와 건강

향평가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 다. 특히 방역용 살

충제 등을 사용하는 방역사업과 같이 환경이나 사람 모두에게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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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사업을 하나의 사례로 들어 환경과 건강의 측면에서 정성 ‧정량

 평가를 실시해보고자 하 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일반 으로 환경보건정책에 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다. 환경

보건법 제2조(정의) 제1항에 의하면 “환경보건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

3조 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2조 제8호에 따

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

계에 미치는 향을 조사·평가하고 이를 방· 리하는 것을 말한다.라

고 되어 있다. 한, 환경부에서는 “환경보건정책이란 사 방원칙에 

입각해, 기 조성된 환경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 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통  환경정책에 피드백 시키는 한편, 환경오염 피해를 

구제하는 정책(이필재, 2011)”으로 정의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건강 향평가의 상으로 하고자 하는 환경보건정책의 

범의를 넓게 보고자 하 다. 건강 향평가의 정의에서 건강 향평가의 

상을 건강에 향을 미치는 정책(policy), 로그램(program), 로젝

트(project) 등을 정의하고 있고 이 세가지에 한 구분을 따로 하고 있

지 않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편의상 제목에는 환경보건정책이라고 

명시하 으나, 앙이나 지방에서 집행되는 정책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

니며 환경보건과 련되어 인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 

혹은 로그램을 모두 포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하 다. 

본 보고서에서는 환경 향평가와 건강 향평가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해 고찰하고자 하 으며, 주요 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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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 목  달성을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환경 향평가와 건강 향평가에 해 

간략히 살펴보고, 

－이 두가지 평가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해 살펴보았다. 

－환경보건정책과 건강 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주요 외국의 황 

 사례를 살펴보는 한편,

－우리나라의 지자체 단 에서 실시되는 사업  환경과 건강에 동

시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환경과 건강의 측면

에서 향평가를 실시하여 보았다.

특히, 지자체 정책에 한 건강 향평가는 우리나라 건강도시를 상

으로 건강 향평가 상 환경보건정책을 공모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을 

선정하고자 하 으며, 련 정책에 한 건강 향평가를 통해 지역주민

의 건강보호를 한 안을 제안하고자 하 다. 

지자체 방역소독 사업에 한 건강 향평가를 해 (그림 1-2)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을 따르고자 하 다. 특히, 분석의 상이 되

는 지역의 인구학 , 사회 , 물리 환경  황을 살펴보고, 련 정책에 

해 정성 으로 기술하 다. 정책에 한 평가 결과 도출을 해 선행 

연구를 정리하 고, 련 문가의 자문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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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건강영향평가의 틀

자료: Rainer Fehr, Environmental Health Impact Assessment, Evaluation of a Ten-Step Model, 
Epidemiology,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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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배경

“환경(environment)”이란 말은 일반 으로 “자연 ” 환경을 기술하는

데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의 유기체 혹은 유기체 집단을 둘러

싸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는 것들의 총화를 의미한다. 

환경은 특정한 유기체의 성장과 발달에 조 이라도 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 요인, 그리고 상황 등을 모두 포함한다. 한 환경은 찰되는 유

기체에 향을 미치는 생물 , 그리고 비생물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며, 

비생물  요인들(빛, 기온, 물, 기 가스들)은 생물  요인(모든 주 의 

살아 있는 종(species))들과 조합을 한다. 이 같은 환경은 시간이 지나면

서 변화를 하지만, 많은 유기체들은 이러한 환경의 변화들에 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종에 따라 내성의 한계가 서로 다르다(Ecological 

Problems, 2008).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조에서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

환경을 말한다.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

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 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자

연경 을 포함한다)를 말하고, 생활환경이라 함은, 기, 물, 폐기물, 소

음, 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계되는 환경을 말한다.”고 

각각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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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환경보건(environmental health)이란 무엇인가? 환경보건이

란 “환경 속에 존재하는 물리 , 화학 , 생물학 , 사회 , 그리고 심리

사회  요인들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간의 삶의 질을 포함한 건강의 

다양한 국면들을 의미하며, 한 재의 사람들과 미래 세 들의 건강에 

향을 잠재 으로라도 해롭게 미칠 수 있는 환경 속에 존재하는 여러 

요인들을 평가하고, 고치며, 통제‧ 방하는 등의 이론과 실천을 가리킨

다.”고 정의된다(Health, Environment & Work, 2010).

이를 다른 말로 표 하자면, 환경보건은 어떤 개인의 외면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 , 화학 , 생물  요인들 등과 행태들에 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을 다룬다. 한 환경보건은 인간의 건강에 잠재 으로 향을 미

칠 수 있는 모든 환경  요소들의 평가(assessment)와 통제를 포함하며, 

질병을 방하고 건강을 지지하는 환경들을 창출할 것을 표 으로 삼는

다. 여기에서 유의할 은 에서 말한 환경보건의 정의는 환경과 련

이 없는 행태, 사회  환경, 문화  환경, 그리고 유 학과 련되는 행

태는 제외한다는 이다(WHO, 2012).

우리나라 환경보건법은 제2조 제1호에서 “환경보건을 사업활동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되는 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

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

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2) 환경오염과 유독물, 찰물질, 취 제한물

질, 취 지물질, 사고 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는 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3)을 포함하는 유해화학물질 등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향을 조사‧평가하고 이를 방‧ 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4호
3)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2조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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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선시해야 할 환경적 위험들

오래 부터 지속되어온 험물질들에서부터 최근에 만들어진 험물질

들에 이르기까지 특히 개발도상 국가들에서 찰되는 환경  요인들은 

사망, 질병, 그리고 장애의 부담을 만들어내는 한 근원  원인이 되

고 있다. 이들 요인들은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망과 질병의 25%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아 리카의 서부 사하라 지역에서는 그 수 이 

35%까지 이르는 것으로 각각 추산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환경은 사업

장, 가정, 그리고 더 넓게는 지역사회/생활환경 등을 총칭한다(WHO).

비 생 인 식수, 물의 낮은 이용가능성, 불량한 생, 매개 동물성 

질병들, 주   실내의 질 공기, 독성 물질, 세계 인 환경 변화 등 

몇몇 주요한 험 분야들이 에서 추산한 환경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부담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들 험 분야들의 

부분은 비교  단순한 방  조치들을 정책들에 통합만 시킨다면, 그 

조치들만으로도 이들 험 요인들로 인하여 짊어지게 되는 세계의 질병

의 짐들을 폭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세계보건기구는 주장한다(WHO). 

그 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불안 한 음용수, 불량한 하수처리  불량한 생 상태는 설사 등을 

일으켜서 연간 1.7백만 명을 사망하게 하며, 무엇보다 가정에서 식사와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고체 연료 때문에 생기는 실내 매연은 호흡기 질

환을 일으켜서 연간 1.6백만 명을 사망하게 하고, 차량의 운행, 각종 산

업  에 지 생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시의 기오염은 연간 8

십만 명을 사망하게 하며, 도로의 교통에서 일어나는 손상들로 인하여 

연간 1.2백만 명이 사망하고, 납에의 노출은 230천 명을 사망하게 하고, 

 세계 으로 어린이 세 명 가운데 한 명꼴로 인지에 향을 받게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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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도  독은  세계 으로 355천 명을 사망하게 한다. 이들 사

망자들 가운데 2/3는 개발도상 국가들의 국민들이다. 이 같은 독들은 

사업장 그리고/혹은 가정의 환경에서 독성 화학물질과 살충제에 과도하

게 노출되거나 부 한 사용과 크게 연 되어 있다.

기후 변화의 향들로 인하여 야기되는 보다 심각한 기상이변, 질병의 

변화된 패턴, 농산물에 한 효과 등으로 연간 150천 명의 사망의 원인

이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WHO).

앞으로 30년 동안에, 세계 인구의 수  성장은 빈곤한 국가들의 도시

지역에서 주로 일어날 것이다. 속한, 비계획 인, 그리고 지속 불가능

한 형태로 시행되는 도시개발 등은 개발되는 도시자체들을 최근에 생겨

난 환경과 건강의 험요소들의 주요한 심 들이 되게 하고 있다. 이

들 험요소들에는 도시빈곤과 상승 작용하는 문제들, 증가하는 교통 사

망자수, 기오염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증가되는 도시화, 자동화  

도시 내에서의 보행/오락 공간의 감소 등은 좌식(sedentary) 생활양식을 

유발하여 이와 련된 비 염성질병을 속하게 상승시키는 결과를 래

할 것이다.  세계 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체  비활동성(physical 

inactivity)은 심장병, 암, 그리고 당뇨병 등과 같은 질병을 일으켜, 그 

결과로 매년 1.9백만 명을 사망하게 할 것으로 추산된다(WHO). 

증가되는 공업  농업 생산은 보다 빈곤한 국가들의 생산과 다른 국

가들에서는 사용이 지된 처방으로 조제된 것들을 포함하여 새로운 화

학제품과 보다 오래된 화학제품의 사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OECD는 

2020년의 세계의 화학제품들의 생산물은 1995년의 것보다 85%나 더 

늘어날 것으로, 그리고 세계 화학물질의 생산의 약 1/3이 비 OECD 국

가들에서 생산될 것으로 추산하 다. 그런데 이 생산량은 1995년의 것

과 비교하면 약 40%가 증가한 것이다. 이 게 화학제품의 생산이 보다 

부유한 국가들로부터 보다 빈곤한 국가들로 환되면 화학제품들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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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용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건강  환경의 험들을 반 으로 증

가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WHO).

이미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에서는 공업과정들, 펄 와 제지 공장, 채

 등에서 생산되는 여러 종류의 독성 폐기물들이 인간의 건강에 허용

되는 한계를 훨씬 과하는 수 까지 토지, 공기, 물 등에 배출되고 있

다. 성 독의 문제와 함께, 다양한 화학  조합물질들과 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건강에 으로 향을 받아, 그 결과, 다양한 만

성  건강상황과 질병들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WHO).

세계  수 으로 볼 때, 에 지 자원(특히 화석 연료)의 수요와 지속 

불가능한 사용은 기후를 통제하고 규제하는 기 들(mechanisms)을 포

함하여 세계의 생태계들에 스트 스가 되고 있다. 이들은 매개 동물성 

질병들의 변화된 양태로부터 시작하여 극단의 기상악화 이변들에 이르기

까지 차례차례로 인간의 건강에 향들을 미친다. 기후 변화와 련된 

건강의 향들로 재는 연간 150천 명의 사망자가 생기고 있으나 이 

숫자는 장래에 더 늘어날 것으로 측되고 있다. 

이들 외에도, 생물의 다양성의 상실과 같은  세계 인 환경 변화들

은 동물 집단들에서 질병 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켜 인간의 건강상 결

과들을 래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은 인간들에게 향을 미치

는 부분의 병원균들의 원천(source)이 될 것이다. 생물의 다양성의 상

실은 장래 식량과 의약품의 개발 등에 이용 가능한 유  자원들을 고

갈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그로 인해 생기는 건강상의 결과들을 떠안게 

할 것이다.

환경상의 험들이 건강에 미치는 향들은 빈곤한, 취약한 인구집단들

을 가장 견디기 어렵게 만든다. 를 들면 기후 변화의 결과로 해수면이 

상승할 경우, 는 극단의 기상이변사건들이 일어날 경우, 가장 취약한 

집단은 해변의 가난한 인구집단들일 가능성이 있다. 일반 으로 빈곤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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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식수에 한 근성이 낮고, 오염된 실내 공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

으며, 매개 동물성 질병의 이환과 고체연료의 사용 가능성도 높다.

  2. 환경과 질병의 예방

건강에 향을 미치는 환경  험들에 보다 근본 으로 처하기 

해서는 환경보건/건강 재(environmental health interventions)들을 고

려하는 공 보건 략과 방 략들을 우선 으로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

이 매우 요하다. 이러한 략들은 통 인 치료 주의 재들보다 

경제 으로는 비용-효과 이고, 사회 으로는 지역사회의 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편익을 제공한다.

한 마디로 환경  험들에 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조치들을 사 에 

강력하게 취하자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 으로 말하면 안 한 음용

수의 공 , 청정한 가사용 연료의 사용, 모든 폐수의 생  처리, 토지

의 사용  개를 포함한 농업  행들을 건강에 이롭게 리하기, 안

한 가정환경의 구축, 실외  실내 공기의 오염 방, 건강부문과 다

른 부문들과의 연합과 제휴 등으로 다양한 환경  험들을 건강에 이

롭게 보다 더 잘 리하여 험요인들을 사 에 방하는 조치들을 취

하는 행동의 실천이다(Pruss-Ustun, et al, 2006).

제2절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ment, EIA)

원  자연환경 하에서는 무생물과 생물 간에, 식물과 동물 간에, 그

리고 앞의 모든 것들과 인류 간에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평화롭게 공

존하면서 성장과 번 을 구가하 다. 그러나 근 이래,  세계는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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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업화, 도시화, 세계화, 그리고 인구의 기하 수  성장 등으로 새로

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인류의 삶의 형태는 근본 으로 변화되어 가는 동

시에 자연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그 결과, 인류의 건강은 심각한 부정

인 향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새로운 상에 당면하여 당황한 인류는 환경과 인간 간의 

계, 그리고 자신의 건강에 하여 새삼스럽게 깊이 있게 논의하여야 할 

필요성을 감하게 되었다. 이 같은 범사회  인식과 논의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속하게 진행되었던 선진국들에서부터 화되어  세계로 

속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환경에 하여 개발 로젝트가 미치는 향들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견하고 그에 처하려는 기도를 의미하는 환경 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는 1969년에 미국연방정부가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을 제정하여 제도 으로 

시행하기 시작한 것이 세계의 효시이다. 그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독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말 시아 등을 시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및 목적4)

가. 정의 

국제 향평가 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IAIA)는 “환경 향평가란 개발 제안(development proposals)들이 가지

고 있는 생물‧물리학 , 사회   기타 련된 여러 향들을 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이 에, 그리고 공약을 공표하기 이 에, 정하고, 

측하며, 평가하고, 완화하게 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한다.

4)Pierre Senecal외, 1999



28∙지방자치단체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나. 목적

와 같이 정의되는 환경 향평가는 다음과 같은 구체  목 들을 가

진다. 첫째, 환경  고찰이 개발에 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명백

히 다루어지고 구체화되는 것을 보장하고; 둘째, 개발 제안들의 유의하

게 해로운 생물‧물리학 , 사회   기타 련된 여러 향들을 미리 

고려해서 이들을 피하고, 최소화하며, 상쇄하고; 셋째, 자연계(natural 

systems)의 생산성과 수용 능력을 보호하고, 그 체계들이 가진 기능들을 

유지하는 생태  과정들을 보호하고; 넷째, 지속가능하고 자원을 사용 

 리할 기회들을 최 한으로 활용하는 개발을 진한다. 

다. 이점 및 편익5)

유엔환경 로그램(UN Environment Program)은 환경 향평가의 이  

 편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제안된 로젝트의 디자인을 개선할 수 있다.

－의사결정 시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더 많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 

－환경에 하여 보다 민감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발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 로젝트를 로젝트가 시행되는 자연환경과 사회  장에 보다 잘 

통합시킬 수 있다.

－환경의 손상을 감시킬 수 있다.

－지속 가능성의 성취에 정 으로 기여할 수 있다.

－사회 경제  목 들을 충족시킨다는 견지에서 로젝트의 효과를 

보다 더 높일 있다.

5) Environment in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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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

우리나라는 1960년  후반부터 다양한 부문들에 의해 우후죽순처럼 

속하게 발의, 시행된 개발 로젝트들로 인해 자연생태계는 괴되고 

환 오염은 심화되어, 발생된 오염물질의 처리 등을 포함한 사후 책만

으로는 환경의 보 은 물론이고 질  향상을 꾀하여 본래의 인간과 환

경간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들이 팽배해져 국민들 간

에 넓은 공감 를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각종 개발 로젝트들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사 에 개발 

로젝트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향들, 특히 부정  향들을 악하여 이

들을 감하고 완화하는 책들을 강구함으로서 환경상태의 건 성을 유

지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게 하는 의사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어 맺은 열매가 환경 향평가제도이다.

가. 도입과 발전

우리나라의 “환경 향평가”제도는 1977년에 제정된 ｢환경보 법｣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로 환경 향평가가 시행되기 시작한 것

은 1981년 3월부터이다. 이 당시 환경 향평가의 상은 앙정부기

과 공공기 이 행하는 도시지역의 개발사업, 공업단지의 조성사업, 에

지 개발사업, 항구와 공항의 건설, 도로와 철도  지하철의 건설 등 특

정 사업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6년 환경보 법이 개정되면서 환경 향평가의 상은 사기

업이 시행하는 규모 사업들을 포함하도록 확 되었고, 주무부서인 환

경청은 환경 향평가의 차를 더욱 세부 으로 구체화하 다. 그 지만 

환경 향평가에 한 련 앙 서들의 이해 부족 등을 포함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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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들로 우리나라 환경 향평가 제도는 본래의 구실을 다 하지 못하고 

있었다.

1990년에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환경 향평가 제도는 새로운 

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법령이 정하는 환경보 에 

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는 “환경 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처 장 과 의하도록 하고, 그 평가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를 갖도록 하 다.  의한 내용의 이행 여

부를 조사 확인한 결과, 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 행정

기 의 장에게 시정을 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명문화하 다. 그 지만 

환경 향평가서의 작성 과정상의 문제 , 환경처와 인허가 주무부서간의 

의한 내용이 행정  구속력을 가지지 못했던 , 주민의 입장이 고려

되지 못한 , 평가 상사업의 확  필요성 등이 제기 되었다.

1993년 6월에는 ｢환경 향평가법｣이 제정되어 그간에 제기되었던 문제

들을 개선하고, 환경 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정책  의지를 표

명하 다. 1997년에는 시‧도 조례를 통해서도 환경 향평가 상을 확 할 

수 있도록 조치하 고, 2001년에는 환경‧교통‧재해‧인구 등 한 각각의 

향평가를 통합하는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을 제정하여 환

경, 교통, 재해, 인구 등에 한 각각의 향평가를 통합, 시행하 다.

2008년 3월에는 기존의 환경 향평가법을 문 개정하여 ｢환경‧교통‧

재해등에 한 향평가법｣을 치하면서, “환경 향평가 상사업의 사업계

획을 수립‧시행할 때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향을 미리 조사‧

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 향을 피하거나 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

여 친환경 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 하고 안 한 국

민생활을 도모할 목 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2012년 7월에는 환경 향평가법이 개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이원화 

되어 운 되고 있던 사 환경성검토제도6)와 환경 향평가제도7)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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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체계로 통합하 다. 따라서 기존 사 환경성검토제도에서 다루었던 

략환경 향평가와 소규모환경 향평가가 기존 ｢환경 향평가법｣에 도

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개정법률안에는 환경에 향을 미치는 상

계획 수립시 환경보 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정성 등을 검토하는 략

환경 향평가 개념을 도입하 다.

나. 평가대상사업

 모든 개발사업은 그 시행이 주변 환경에 향을 미친다. 그러나 모든 

개발사업을 환경 향평가제도로 제어하는 것은 효율 이지 않다. 그래서 

당해 개발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향이 상 으로 큰 사업만을 환

경 향평가 상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모두 17개 분야, 74개 사업이 환

경 향평가 상사업에 해당되는데 그 분야는 아래와 같다(이 수, 2012).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 지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개발사업

10. 개간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6)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 

7) 환경 향평가법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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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모래·자갈· 물 등의 채취사업

18. 환경에 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8)

다. 평가절차   

 환경 향평가는 승인기 과 의기 이 의를 이행하는 차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림 2-1)은 그 차를 나타낸 것이다. 환경 향평가법은 

차법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래의 의 차 로 이루

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 의가 진행되지 않는다(이 수, 2012). 

8) 제18호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가축분뇨의 리  이용에 한 법률｣ 제2
조제8호 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는 공공처리시설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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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작성 ← 스코핑 위원회

↓
평가서 
작성

☞ 평가서 초안 작성

<사  업  자>

↓
공고‧공람,
설명회, 
공청회

→
주민의견 수렴

← 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사업자, 관할 시‧군‧구청장>

↓
평가서 작성

<사  업  자>

↓
평가 협의 ☞ 평가서 제출

<사업자→승인기관>

↓
평가서 협의요청

<승인기관→환경부(협의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의 전문적 검토심의(검토)
절차

평가서 검토 ←
<환경부>

↓
협의내용 통보 ← 이 의 신 청

<환경부등→승인기관→사업자> <사업자, 승인기관>

↓
협의내용 반영확인‧통보 ← 재   협   의

<승인기관→환경부> 협의내용 변경

↓
협의내용 
관리

☞ 협의내용 이행 ←관리대장 및 관리책임자, 
착공등의 통보, 

사후환경영향조사등<사  업  자>

↓
협의내용 관리‧감독 → 공 사 중 지

<승인기관 및 환경부> 벌칙‧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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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제점

우리나라 환경 향평가제도가 가진 문제 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윤 채, 2002).

  1) 제도  측면 

○ 개발계획이나 개발정책이 평가 상에서 제외되어 향평가가 거시

으로 이루지기 어렵다.

○ 의 내용 통보가 진행과정의 후반부에 있어서 사  방제도로서

의 목  달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물리  환경에 을 두고 있어서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 등을 포함

한 사회‧경제  환경의 역은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2) 운  측면

○ 환경 향평가서의 작성이 형식 이며 나열식이다.

○ 평가서의 작성주체가 사업자이므로 객 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다.

○ 의내용에 따른 이행계획의 실 되게 할 사후 리가 미흡하다.  

  3) 본질  한계

○ 미래 측은 본질 으로 불확실성이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 미

래 측을 주축으로 하는 환경 향평가도 이 에서 스스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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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건강영향평가와 타영향평가의 관계

효과 인 건강 향평가를 제도 으로 정착하기 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건강 향평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 있는 정책, 계

획, 사업안에 하여 잠재 인 건강 향을 측하고 이를 감하기 

한 안들을 고려하여 최종안을 확정하는 과정에 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사결정과정에서 건강 향평가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해서는 

법 으로 뒷받침되는 제도와 추진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해서

는 기존의 정치 , 행정  체계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실

인 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장 요한 사항은 기존의 향평가 제도에 한 고려이다. 이미 정

책, 계획, 사업에 해서는 법 으로 환경 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나 략 환경 향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를 실시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잘 

구축된 제도에 건강 향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은 운 상 효율성이

나 구속력 면에서 장 을 지니지만, 검토하는 건강의 범 가 좁고 제한

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 증진을 극 화할 수 있는 효과

인 건강 향평가 제도를 정착하기 해서는 환경 향평가  략 환경

향평가의 운  체계를 검토하여 이들과의 계를 정립해야 한다. 해외 

각국의 최신 동향에서도 기존의 환경 향평가 제도와 한 계를 갖

고 건강 향평가를 추진하고 있고 있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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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의 유형

가. 건강영향평가의 유형

지 까지의 국내 건강 향평가 련 연구는 건강 향평가의 차와 

방법을 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건강 향평가의 유형을 분류함에 있

어서도 방법론이나 평가의 상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 체

계는 건강 향평가의 기술 인 운 상의 면에 해서만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보건에서의 건강 향평가와 건강증진을 한 건강

향평가를 구분할 때에는 둘 사이 근간을 이루는 가치와 기원, 그리고 실

시 목 에 따라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다. 건강 향평가의 실시목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건강 향평가의 평가 상  방법론에 따른 분류

재 실시되고 있는 건강 향평가의 유형은 분류기 에 따라 매우 다

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 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강 향평가를 살

펴보면, 건강 향평가를 실시하는 상에 따라 정책(policy)에 해 실시

하는 건강 향평가와 사업(project)에 해 실시하는 건강 향평가로 구

분하거나, 검토하는 건강 향의 범 에 따라 좁은 의미의 건강 개념에서

부터 사회-경제 인 건강결정인자를 검토하는 포 인 의미에 따라 구

분할 수 있다. 한, 상 사업이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잠재 인 

건강 향을 측하고 분석하기 해 사용하는 방법론에 따라 양 조사

방법론 혹은 질 조사방법론으로 구분하기도 하며, 건강 향평가의 구속

력에 따라 법  규제력을 갖거나 자발  혹은 권장 수 에서 실행되며, 

건강 향의 분석 수 에 따라 간이평가(rapid), 평가(intermediate), 

종합평가(comprehensive)로 구분할 수 있다(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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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건강영향평가의 종류

평가대상 정책(policy) 사업(project)

검토하는 건강영향의 범위
좁은 의미

(생의학적 건강결정요인) 
넓은 의미

(사회-경제적 건강결정요인)

건강영향의 조사방법 양적조사방법론 질적조사방법론

실시목적 법적 제도 자발적으로 실시

건강영향평가 수준 간이(rapid) 종합(comprehensive)

〈표 2-1〉 분류기준에 따른 건강영향평가의 다양한 형태

자료: Harris-Roxas, B., & Harris, E. (2011) Differing forms, differing purposes: A typology of health 
impact assess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31, 396-403.

  2) 건강 향평가의 역사와 기원에 따른 분류

한편, 재 실시되고 있는 건강 향평가의 다양한 형태를 이해하기 

해서는 건강 향평가의 역사와 기원에 따른 발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 향평가를 실시하게 된 역사와 기원에 

따라 분류해보면 (표 2-2)와 같이 환경보건의 에서 출발한 형태, 건

강에 한 사회  에서 출발한 형태, 그리고 건강형평성을 달성하기 

해 건강 향평가를 실시하게 된 형태로 나  수 있겠다(Harris-Roxas 

& Harris, 2011).

가) 환경보건의 에서 발 한 건강 향평가

환경보건의 에서 발 한 건강 향평가는 물리  환경으로부터 인

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해 실시되며, 환경 향평가와 같은 맥락에서 수

백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함께 발 해 오고 있다. 특히 환경재앙의 발

생에 따라 환경 향평가가 제도화되면서 환경 향평가의 핵심 인 가치로 

인간건강이 자리매김해 오고 있으며, 환경 향평가 내에서 건강 향에 

한 검토가 포함되는 형태로 건강 향평가가 실 되고 있다. 환경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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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추진되는 건강 향평가는 환경 향평가제도 내에서 하나의 검토

항목으로서 건강이 포함되거나 건강 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형태로 

실시되며, 환경 향평가와는 별도로 독립 인 건강 향평가 제도로 확립

된 사례는 거의 없다. 환경보건의 에서의 건강 향평가는 환경 향평

가의 상인 개발사업에 하여 실시되며, 생의학  건강결정요인을 심

으로 건강에 한 향을 검토함으로써 개인의 건강에 심을 가지며, 물

리  환경에 국한되기 때문에 좁은 의미에서의 건강 향을 평가한다.

나) 사회  건강의 에서 발 한 건강 향평가

한편, 사회  건강의 에서 발 한 건강 향평가는 건강의 사회  

건강결정요인의 요성을 최 로 조명한 1977년 WHO 알마아타 선언

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사회  건강의 에서 볼 때 건강

향평가는 그 자체로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도구로 간주한다. 보건 

이외의 분야에서 건강 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각 분야에서의 정

책기획과 정책결정으로 인해 잠재 으로 건강 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사 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 화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즉, 사회  건강 은 환경보건의 과는 달리, 정책이

나 로그램에 해 실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 지역사회에 한 이

해를 기반으로 사회 , 정신 ,  건강결정요인에 해 분석하는 형

태로 실시된다. 따라서 평가분석을 한 방법론도 보다 포 이며 질

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다) 건강형평성을 강조하는 건강 향평가

최근에는 형평성을 강조하는 건강 향평가의 형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정책이나 사업의 향이 상 지역에서 인구집단별로 동일한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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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을 개선하기 해 실시한다. 이 에서 실시

하는 건강 향평가는 참여  과정을 시하며, 건강 향이 불공평하게 

나타나는 것을 피하고 격차를 이고자 한다.

건강영향평가의 역사와 기원에 따른 분류

환경보건의 관점 건강에 관한 사회적 관점 건강 형평성의 달성

역사
- 환경재앙 발생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도화

- 알마-아타 선언(1978)
- 오타와 헌장(1986)

- Black 보고서(1980)
- The Solid Facts(2003)

HIA 
실시 

목적

-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함

-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실용적인 도구로 활용

- 조직적 파트너십 형성을

촉진하는 도구로 활용

- 학습기회로 활용

- 사업계획서 단계에서 

예측할 수 있는 잠재적 

불형평성 요인을 없앰.

평가

대상

주로 개발사업

(환경보건 입장)

정책/사업

(특히 건강영향이 모호한 

거시적인 정책)
정책

형태
EIA 내에서 건강영향을 

평가
단독 HIA

단독 HIA에서 형평성 

측면을 추가하여 사정함

주요 

추진 

기관

환경당국
보건당국

보건 이외의 기관
좌동

건강의 

개념

개인 수준의 건강

물리환경적 건강결정요인
광범위한 건강 개념 건강의 사회적 개념

철학적 

배경
실증주의 (Positivism)9)

구성주의 

(Constructivism)10)

구조주의 

(Structuralism)11)

방법론

예측적 모형

역학적 조사

toxicological 연구방법

Health risk assessment

건강영향 측정을 위한 

근거를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함.
참여적 방법론 강조

〈표 2-2〉 건강영향평가의 역사와 기원에 따른 분류

출처: Harris-Roxas, B., & Harris, E. (2011) Differing forms, differing purposes: A typology of health 
impact assess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31, 396-403.

9) 실증주의(Positivism) : 찰이나 실험 등으로 검증 가능한 지식만을 인정하는 인식론  

방법론  태도

10) 구성주의(Constructionism) : 한 개인이 사물에서 얻는 지식은 그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의 지식에 의존하고 외부에서 가산  과정을 통해 하나씩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

에 있는 구조  과정을 통해 새롭게 창조해 나간다는 이론

11) 구조주의(Structuralism)어떤 사물의 의미는 개별로서가 아니라 체 체계 안에서 다른 

사물들과의 계에 따라 규정된다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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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70년대 1980~90년대 2000년대

환경보건에서의 건강영향평가의 발전

환경 

영향 

평가

1969 NEPA 법 (미국)
1972 The Indian 

Wildfire 
(Protection) Act 
(미국)

1974 Environmental 
Protection 
(Impact of 
Proposals) Act 
(호주)

1980 IAIA 설립

1990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영국)

1990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캐나다)

2005 IFC 
Performance 
Standards에 

건강 추가

환경 

재앙 

사건

1959 Minamata(일본)
1969 Santa Barbara 

Channel (미국)
1969 Cuyahoga River 

Fire (미국)
1972 Lake Peddar 

Dam controversy 
(호주)

1978 Seveso 
(이탈리아)

1978 Love Canal 
(미국)

1979 Three Mile 
Island (미국)

1984 Bhopal (인도)
1986 Chernobyl 

(우크라이나)
1989 Exxon Valdez 

Oil Spill (미국)

2009 Montara West 
Atlas Oil Spill 
(호주)

EIA 
에서의 

건강 

고려

1956 Clean Air Act 
(영국)

1962 Silent Spring
1978 WHO Seminar 

on Environmental 
Health Impact 
Assessment 
(그리스)

1995 EU Treaty 
Article

〈표 2-3〉 환경보건 및 사회적 건강의 관점에서 실시하는 건강영향평가의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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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70년대 1980~90년대 2000년대

사회적 건강의 관점에서의 건강영향평가의 발전

건강 

영향 

평가 

제도의 

발전

1992 HIA 
Guidelines 
(ADB)

1996 HIA: An idea 
whose time 
has come

1998 1st HIA 
Conference 
(영국)

1998 Merseyside 
Guidelines for 
HIA

1999 Gothenburg 
Consensus 
Paper

2001 enHealth HIA 
Guidelines 
(호주)

2004 Equity Focused 
HIA Framework 
(호주)

2005 Guides to HIA 
in the Oil and 
Gas Sector

2007 1st Asia-Pacific 
HIA Conference 
(호주)

2007 HIAs use 
icluded in 
Thailand’s 
Constitution

2007 1st HIA in the 
Americas 
Workshop (미국)

건강에 

관한 

사회적 

관점의 

발전

1974 Lalonde Report 
(캐나다)

1978 Alma-Ata 선언 

(WHO)
1986 Ottawa 헌장

1995 Intersectoral 
Action for 
Health (호주)

1997 Jakarta 선언 

(WHO)
1998 The Solid 

Facts (WHO)

2006 Bangkok 
Charter

건강 

형평성 

관점의 

발전

1980 The Black 
Report (영국)

1990 Concepts & 
Principles of 
Equity in 
Health

1998 Independent 
Inquiry into 
Inequalities in 
Health (영국)

2008 WHO 
Commission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Closing 
the Gap in a 
Generation

출처: Harris-Roxas, B., & Harris, E. (2011) Differing forms, differing purposes: A typology of health 
impact assess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31, 39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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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시 목 에 따른 건강 향평가의 분류

건강 향평가를 실시하는 목 에 따라 분류할 경우, 법 규정에 의해 

의무 으로 실시하는 경우,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해 실시하는 경우, 

정책 옹호를 해 실시하는 경우, 그리고 지역사회 주도형의 4가지 유형

으로 나  수 있다(Harris-Roxas & Harris, 2011).

가) 법규정에 의해 의무 으로 실시

법  의무사항에 의해 실시하는 건강 향평가는 일반 으로 환경보호 

련 법  제도 하에서 정해진 차와 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실증 인 

근거를 토 로 건강 향을 검토한다. 규모 개발 사업을 실시하기 한 

법  승인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것이 부분이다. 이러한 형태

의 건강 향평가는 환경 부문에서 주로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제한 으

로 보건당국에 권한이 일부 이양되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의 건강 향평가의 실시가 확 되면, 건강 향평가를 시행

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나 시설, 장비 등을 갖춘 문인력이나 기 을 공

식 으로 등록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평가 문인력‧사업제안자‧허가당

국 간의 역할과 책임에 한 기 이 명확하게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건

강 향평가 시행의 차와 방법에 한 기 을 비롯하여 보고  결과

활용에 한 기 도 마련되어야 한다. 한, 재 건강 향평가를 시행

하는 문인력 집단이 양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건강 향평가 

문인력 양성을 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목 으로 실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목 으로 실시하는 건강 향평가는 상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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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을 추진하는 기 에서 주도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부분이다. 즉,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최종 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에 건강 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사결정을 한 하나의 근거

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 으로 건강 향평가를 실시할 때 건강

향을 검토하는 방법론과 수집하는 근거의 종류와 성격은 매우 다양하며 

상당히 유연하다. 체로 정책을 상으로 실시되지만, 개발사업을 상

으로 실시되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의 건강 향평가는 법  의무에 의해 실시되는 건강 향

평가에 비하여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모호해질 수 있다. 한 엄격한 지

침이나 기 이 없기 때문에 건강 향평가 추진을 한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며 평가항목을 결정하는 스코핑에 한 기 을 정하거나 결과에 

한보고 등의 기 을 정하는 데 국한될 수 있다.

한편, 건강 향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련부처와 련기  등에서 

범 한 참여가 이루어지며, 이들이 모두 건강 향평가의 차에 직  

개입함으로써 정책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건강 향평가의 부가가치를 

직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련부처의 계자들이 공동

으로 상 정책  사업을 선별하는 스크리닝 도구를 개발하거나 건강

향의 평가 범 를 결정하는 스코핑 도구를 개발하는 등의 형태로 부

문간 력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한 목 으로 실시되는 건강 향평가는 특성상 

자발 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방정부에서 가장 효과 으로 활

용할 수 있다.

다) 정책을 옹호하기 한 도구로 실시

정책을 옹호하기 한 도구로 실시하는 건강 향평가는 주로 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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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나 사업과 련 있는 단체나 기 에서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정책

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잘 알려지지 않은 건강 향을 밝히고 강조

하기 해 실시하며, 체계 인 근거 수집과정과 향분석이 이루어져야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건강 향평가를 통해 궁극 으로 

상 정책이나 사업의 기본 원칙이나 방향을 재조정하여 특히 취약계층에 

미칠 수 있는 직 인 건강 향에 심을 두어 의사결정 과정에 반

되도록 하기 해 실시하는 것이다.

라) 지역사회 주도형 건강 향평가

지역사회 주도형 건강 향평가는 지역사회가 직  그들의 건강에 

향을 주는 사안들을 확인하고, 이들 사안들과 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건강이 고려되도록 보장하기 해 실시한다. 지역사회 주도

형 건강 향평가는 민주 인 차와 방법이 강조되며, 의사결정 과정에 

공식 인 차로 반 되지 않는 경우가 부분이다. 건강 향을 평가하

기 해 사용하는 근거자료는 지역사회의 가치 이 반 되어 있으며, 건

강 향평가의 시행 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요한 사회  학습 기

회로 작용하기도 한다. 건강 향평가 문가는 건강 향평가를 주도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건강 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기술 인 자문과 조

정자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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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평가의 유형

유형 1

: 강제 시행

유형 2

: 의사결정을 지원

유형 3

: 정책 옹호

유형 4

: 지역사회 주도

특징

환경영향평가 

내에서 실시되며, 
법에 의해 실시할 

의무가 있음.

자발적으로 

시행되거나 제안 

부처 동의하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함.

사업 제안자나 

의사결정권이 없는 

조직이나 단체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함.

대상 정책이나 

사업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사회에서 

실시함.

실시 

목적

- 법적 요구 준수

- 부정적 건강영향 

최소화

- 의사결정과정과 

추진을 개선함

- 부정적인 

건강영향 최소화

- 긍정적인 

건강영향 극대화

- 관심을 덜 

받아왔던 건강 

문제가 사업의 

계획, 의사결정 

및 추진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부정적인 

건강영향 최소화

- 긍정적인 

건강영향 극대화

- 지역사회의 건강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함

-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한 

참여 유도

- 부정적인 

건강영향 최소화

- 긍정적인 

건강영향 극대화

기원 환경보건의 관점

환경보건의 관점

사회적 건강 관점

건강 형평성

사회적 건강 관점

건강 형평성

사회적 건강 관점

건강 형평성

가치, 
판단

평가과정에서 가치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음.

가치판단의 역할이 

일부 있음.
가치판단의 역할이 

보다 분명함.

지역사회의 

가치판단에 의해 

주도됨.

수행 

기관
전문가 정부기관, 전문가

NGO, 대학 등 

관련기관

지역사회 (HIA 
전문가의 관여)
NGO, 대학 등 

관련기관

예산 

부담
사업 제안자 정부기관 다양함 지역사회 스스로

감독 

기관
사업 제안자 정부기관 다양함 지역사회 스스로

이해 

당사자 

(지역 

사회)

기술적 자료의 제공 평가과정에 정보제공 평가과정의 방향제시 평가과정을 주도함

〈표 2-4〉 실시 목적에 따른 건강영향평가의 유형 (Harris-Roxas & Harris, 2011)

출처: Harris-Roxas, B., & Harris, E. (2011) Differing forms, differing purposes: A typology of health 
impact assess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31, 39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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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건강영향을 검토의 다양한 유형

환경보건정책에 하여 건강 향을 검토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우선, 

개발사업을 상으로 이미 실시하고 있는 환경 향평가(EIA)나 정책 계

획이나 개발기본계획에 한 략환경 향평가(SEA)에서 평가 항목과 

범 를 결정할 때 건강을 포함하는 방법이 있다. 문헌에서는 이를 

health-inclusive EIA(건강 검토가 포함된 EIA) 혹은 health-inclusive 

SEA(건강 검토가 포함된 SEA)라고 지칭한다. EIA에 포함된 건강 향

에 한 검토는 부분 해성평가(risk assessment)의 형태로 나타난다. 

한편, 상 개발사업이나 계획의 건강 향이 비교  상당하다고 단되는 

경우, 기존의 EIA 체계에서 별도로 HIA를 실시하여 보다 심층 으로 건

강 향을 분석하도록 하는 통합 HIA/EIA의 형태로 추진되기도 한다. 

이는 문헌에서 통합 HIA/EIA(Integrated HIA/EIA) 혹은 환경-건강 향평

가(Environmental Health Impact Assessmet[EHIA])로 지칭되고 있다. 

  1) EIA 혹은 SEA 내에서 평가항목으로 건강을 검토 (Health-inclusive EIA)

환경 향평가 제도를 시행 인 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환경 향평

가의 범  안에서 일정 부분 건강의 향을 검토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환경보건법에서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

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향을 측하기 하여 환경유해인자에의 노출과 

환경유해인자의 독성 정보를 체계 으로 검토‧평가하도록 건강 향평가

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에서 

1988년부터 1994년 사이에 시행된 환경 향평가  72%가 건강 향을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되었으며(Brisitish Medical Association, 

1998), Steinemann (2000)은 미국의 42개 EIA를 검토한 결과 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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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례에서 건강 향에 한 언 이  없었으며, 건강 향에 한 

언 이 있더라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 다.

EIA에 포함되어 건강 향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 좁은 의미의 건강의 

역에 국한하여 검토하게 된다.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독성 효과를 주

로 분석하며, 산업재해, 정신건강 문제, 염성 질환 등에의 향은 반

되지 않는다. 그 기 때문에 보다 구조 이고 시스템 인 디자인에 한 

권고를 하지 못하고, 부분의 경우 권고안은 보건 서비스 강화로 종결

된다. 

많은 국가에서 health-inclusive EIA가 건강의 향을 포 으로 검

토하지 못하는 원인은 EIA에서 정의하는 건강의 개념이 좁고 생의학  

근이며, EIA에서 건강을 검토하는 담당자와 문가들은 환경보건 

공자이기 때문이다(Hassan, 2005). 한 EIA 주  부서에서 보건부 등 

련 부문과 의사소통이나 coordination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Noble 

& Bronson, 2006), 법에서 환경이나 환경 향 련 용어들의 정의와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를 들어, 캐나다 법의 경우 환경

(environment)에 하여 지구 환경의 구성요소인 토지, 물, 유기물, 무

기물, 생명체  이들과 상호 교류하는 모든 자연환경을 지칭한다. 그리

고 “환경 향”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물리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변화

를 지칭하며, 환경 향평가에는 환경 향과 물리  환경에 의해 발생하

는 건강이나 사회경제  변화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즉, 직 인 

향보다는 물리  환경의 변화로 인해 수반되는 간 인 향만을 평가

해도 되도록 작성되어 있다(Noble & Bronson, 2006). 건강 향의 복

합 인 인과 계와 이를 측정하기 한 EIA 방법론의 한계도 지 된다

(Noble, Bronso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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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통합 HIA/EIA 혹은 EHIA

가) 개념과 역사

통합 HIA/EIA 혹은 환경건강 향평가(Environmental Health 

Impact Assessment, EHIA)는 기존의 환경 향평가 체계에서 실시되는 

건강 향평가를 의미하며, 실시되고 있는 EIA와 유사한 진행 차에서 

건강 부문이 강화된 형태이다(Hassan et al., 2005). EHIA는 지역사회

의 건강에 향을 주는 생물학 -물리학  요인인 환경성 건강결정요인

에 심을 갖고 이들을 보다 범 하게 다룬다(그림 2-2).

〔그림 2-2〕 환경성 건강영향평가(EHIA)의 범위 및 관심 영역

자료: Hassan, A. (2005). Environmental health impact assessment of development projects: A practical 
guide for the WHO Eastern Mediterranean Region. Cairo, Egypt: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the Eastern Mediterran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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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HIA 시행을 한 제조건

① 법  근거

EHIA을 시행하기 해서는 법 인 근거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며, 근

거 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반 인 EHIA 추진체계에 한 사항으로 EHIA을 주 하는 정

부기 의 임명, 건강 향 분석보고서의 검토, EHIA 권고안을 의

사결정 과정에서 고려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EHIA의 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요건  기 을 제시한다(스크

리닝). 

－ EHIA에서 검토해야 할 평가 항목의 범 를 설정하는 과정을 명

시한다(스코핑).

－ EHIA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반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한 구체 인 차와 방법을 명시하며, 주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 되어야 하는 단계는 규정으로 정한다.

－ EHIA 결과에 한 보고 체계를 명시한다.

－보고서의 등록과 배포에 한 사항을 명시한다.

－ EHIA 시행 이후 사후 평가에 한 차를 기술한다.

② 제도  체계의 구축

부분의 국가에서는 환경 향평가를 시행하기 한 제도  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환경부에서 주 하는 경우가 많다. 개발자가 평

가서를 승인기 에 제출하면, 승인기 은 환경 향평가를 담하는 부서

에 의를 요청한다. 이 때, 건강 향에 한 검토가 하게 이루어

지도록 보장하기 해서는 반드시 환경 향평가 부서 내에 공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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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나 환경보건 문가가 담으로 근무해야 한다. 한, 부서 명칭을 

환경성 건강 향평가(EHIA) 으로 개명하여 환경부와 보건부의 보다 긴

한 력 계 구축을 도모할 수 있다.

EHIA 주  부처는 EHIA법을 집행하는 부처이자, EHIA 추진 과정

에 한 질 리를 해야 한다. 질 리를 해서는 심의 원회에서 

EHIA를 문가에 의뢰할 때 작성하는 EHIA 운  세부사항(terms of 

reference)을 하게 작성해야 하며, 투명한 EHIA 차를 보장하기 

해 제3의 기 에서 EHIA 분석 보고서를 검토하는 등의 체계를 구축

하는 것이 필요하다. EHIA 심의 원회는 보고서를 채택하거나 불합격

시킬 수 있는 권한을 비롯하여 추가 정보의 수집을 주문할 권한이 있어

야 하며, 가장 안 한 권고안의 채택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EIA/EHIA 부서는 심의 원회의 간사 역할을 한다.

③ EHIA 상 여부의 결정 (스크리닝)

EIA/EHIA 심의 원회에서는 EHIA의 첫단계로 먼  개발사업 계획

이 EHIA 심의 상인지를 결정하고, 상일 경우 평가방식을 결정하는 

스크리닝(screening)과정을 거친다. 상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종류, 규모, 치  필요성 등을 고려한다. 

행 스크리닝 정책을 살펴보면 개발사업은 다음의 3가지  하나로 

분류된다.

 EIA/EHIA 상이 아님

 간이/속성평가 진행

 포  EIA 혹은 EHIA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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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소규모 사업에 해서는 간이/속성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

이나, 동일 지역에서 여러 개의 같은 사업이 실시될 경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포  EIA/EHIA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이티오피아 북부에서 수백개의  건설 사업들이 인 결과로 말라

리아 발생률이 7배 증가한 사례가 있다(Ghebreyesus, T. et al., 1999). 

④ EHIA에서 평가 항목과 범 의 결정 (스코핑)

상 개발사업에 하여 EHIA를 실시하는 것이 결정되고 나면, 

EHIA에서 평가할 항목과 범 를 결정해야 한다. 즉, 공간 , 시간  범

를 비롯하여 지리  범   투입 산 등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는 

EHIA 운 세부사항(terms of reference)에 명시한다. 결정된 범  내에

서의 잠재  건강 향을 분석한다.

⑤ 지역사회  주민의 의견 수렴

EHIA 련법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EHIA 과정에 반드시 포함시

켜야 한다. 공청회를 실시할 때에는 참여하는 주민의 교육수 이 항상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HIA 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모두가 공평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EHIA 보고서에 한 지역사회 표단의 검토를 실시할 

경우 효과 으로 주민 참여를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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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HIA 운  세부사항의 작성

EHIA 문기 에 달하는 EHIA 운  세부사항(terms of 

reference)을 작성하는 것은 매우 요한 차이다. EHIA 운  세부사

항은 가능한 구체 으로 작성해야 하며, 심의 원회에서 결정한 EHIA

의 평가 항목과 범 를 반 해야 한다. EHIA 운  세부사항은 분석을 

수행하는 EHIA 문기 에게는 분석에 한 요한 기 이 되며, 분석 

완료 후 EHIA 보고서를 평가하는데 기 이 되기도 한다. 

 운  세부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다음의 사항이 있다.

 사업의 목 과 목표에 한 설명 ( - 기생산)

 개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술에 한 설명 ( -해변에 치한 

석유화력발 소의 냉각을 해 해수를 사용)

 분석에 포함해야 할 측가능한 환경 향과 기타 밝 야 할 잠

재 인 환경 향 ( -배출가스 발생, 해수 온도 상승 등)

 산업 재해  사고로 인한 향 ( -화재, 폭발)

 환경 향에 노출되는 1차 험인구집단 (연령, 성별, 건강상태, 

사회  지 나 직업별로 구분 가능)

 노출에 한 험인구의 취약성 분석 ( -발 소 근무자의 사업

재해에 한 훈련 여부, 공장굴뚝 인근 거주민, 재 호흡기 질환 

유무, 인근 해역에서 어업활동 여부  지역주민의 단백질 공

원 등)

 건강 향에 한 분석 (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증가, 호흡기 

질환 발생의 증가, 어업활동 감소로 단백질 섭취 감소 등)

 제도 /조직  요인에 한 분석 ( - 측되는 건강 향에 하

게 처할 수 있는 지역사회나 보건의료 시스템의 역량 등)

 친-환경 인 안에 한 검토 ( -태양열 발 이나 풍력 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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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 생산 가능성 검토)

 주요 환경 향을 일 수 있는 감 책에 한 검토 ( -배출

가스 정화시설의 증설, 해수 온도 상승을 이기 해 냉각 이

 길이의 연장)

 건강 향을 받는 인구집단의 피해를 이기 한 감 책에 

한 검토 ( -굴뚝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 이주 계획 등)

 건강 향에 노출된 인구집단의 취약성을 이기 한 감 책

에 한 검토 ( -근로자에 한 산업 안  교육의 강화, 안  보

호 장비 제공 등)

 피할 수 없는 건강 험에 처할 수 있는 공 보건학  책 검

토 ( -어업 수확량 감소로 인해 어린이의 단백질 섭취량 보강을 

한 책)

 재해 발생에 처하는 응 체계 제안 ( -발 소 폭발 사고 발

생시 험 리 략 검토)

⑦ 평가 보고서에 한 검토는 독립된 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EHIA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해서는 EHIA 주 부처나 EHIA

를 실시한 문기 과 독립 인 검토 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 검토

원회는 기본 으로 정치인, 공무원, 학계 문가  시민단체 등을 포

함시켜야 한다. 한, EHIA 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련 문가도 참

여하도록 하며, 상 지역의 지역사회 지도자, 지역 사업자나 산업계 

표 등을 포함시키는 한편, EHIA 련 문가인 역학자, 엔지니어  

해 분석 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한다. 검토 원회의 장은 고  정치인

(선출직)이나 학계의 덕망 있는 문가가 맡도록 한다. 이때, 환경부나 

보건부 장 은 검토 원회의 사무국장직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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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IA/EHIA 주 부처의 역할

일반 으로 EIA/EHIA 주 부처는 환경부가 담당하는 경우가 부분

이나, 국가에 따라서는 경제기획 련 부처가 주 하기도 한다. 주 부

처에는 EIA/EHIA 담당부서를 설치하여 다음의 역할들을 수행한다.

 사업 허가 지원서를 수

 EIA/EHIA 시행 여부를 결정 (스크리닝 결과에 따라 결정함)

 평가의 시공간  범 를 설정 (스코핑 결과에 따라 설정함)

 EIA/EHIA의 각 단계에서 주민 의견 수렴  참여가 이루어지도

록 함.

 소규모 사업인 경우 직  속성/간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련 보건  환경 부처와 의함.

 소규모 개발사업에 하여 환경이나 건강 향 감 정책 도입 

확인 후 허가 승인

 EIA/EHIA 평가 시행 문기 에 제시하는 운 세부사항(TOR) 

작성, 검토 혹은 승인

 검토 원회에 EIA/EHIA 검토 요청

 정부의 최종 결정에 한 보고서 작성  공개

의 사항들과 련하여 건강 향을 평가하고 부정 인 향을 감

하기 하여 보건부에는 다음의 역할이 요구된다.

 제안된 개발사업의 스크리닝, 스코핑 자문

 EHIA 운 세부사항(TOR) 작성 과정에 자문, 검토 혹은 승인

 EHIA 보고서(평가서) 검토에 참여

 부문간 력을 한 제도  장치 마련 (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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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근거 

법령
환경보건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정의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에의 

노출과 환경유해인자의 

독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평가하는 것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 

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는 것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개발사업의 허가‧인가‧ 

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함에 있어서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

실시 

대상의 

결정
(Screening)

계획 또는 개발사업 개발사업 계획 또는 개발사업

1.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중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

(2)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표 2-5〉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에서의 건강영향에 대한 검토

 건강 부문을 측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의 수집과 분석

 감정책의 시행을 감시하고 리

 지역사회의 건강수 을 모니터링하기 한 체계 마련

 향평가 수행 련 자료들을 DB화하여 장래 향평가 시행을 

한 참고자료로 활용

다. 우리나라의 건강영향평가 실시 현황

우리나라의 환경 향평가 제도는 최근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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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사전 

환경성 검토서에 

건강영향 항목 추가

환경영향평가서 사전환경성검토서

평가서 

작성자
관계 행정기관, 사업자 사업자 관계 행정기관, 사업자

평가 

(검토)
항목의 

결정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생활환경, 
자연생태환경 및 사회‧ 

경제 등의 분야로 평가 

계획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평가 

(검토)
세부 

항목
(Scoping)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환영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1) 대기환경 분야: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2) 수환경 분야: 
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해양환경

(3) 토지환경 분야: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대안 및 그 환경영향 

검토 결과와 영향 

저감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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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4) 자연생태환경 분야: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5) 생활환경 분야: 
친환경적 자원 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6) 사회‧경제 분야 : 
인구, 주거 (이주의 

경우 포함), 산업

평가 

기준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

(동법 시행령 제3조)
1. 초과발암위해도를 

적용할 경우, 
위해성기준은 10-6~ 
10-4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2. 초과발암 위해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위해성기준은 

위험지수 1로 한다.

과학적 지식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의 환경보전목표 
설정

다음의 기준을 참고

- 환경기준

- 생태‧자연도

-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 관련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해 

설정한 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1) 계획의 적정성 

(행정계획인 경우)
가. 계획의 환경목표와의 

부합성

나. 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다. 계획의 일관성

(2) 입지의 타당성 

(구체적인 입지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영우)
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협의 

요청 

절차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할 

때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을 받기 전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계획의 수립‧확정 전 및 

사업 허가 등을 하기 

전까지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 ↓ ↓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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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향평가제도(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는 법에

서 정한 특정 사업들에 하여 측되는 환경 향을 검토함으로써 사

에 방하거나 피해를 이기 해 실시한다. 환경 향평가 제도는 환경

과 경제를 통합 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 을 유도하기 한 략

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환경 향평가에서 검토하는 환경의 범 는 “자연

환경”과 “생활환경”을 포함하며, “자연환경”은 지하‧지표면‧지상의 생태

계와 자연경  등의 자연 상태를 의미하며, “생활환경”은 기, 물, 폐기

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계되는 환경을 의미

한다.

한편, 략 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는 

환경 향평가(EIA)의 상이 되는 사업들에 하여 환경 향평가를 실

시하더라도 이미 이  단계인 행정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결정으로 인한 

향은 개선할 수 없다는 데서 출발하 다. 우리나라에서는 ‘사 환경성

검토’로 시행되다가 2012년 7월 22일부터는 ‘ 략 환경평가’로 시행된

다. 행 사 환경성검토(SEA)는 환경에 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개

발사업이 환경 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되기 하여 실시하며, 그 

상은 환경 향평가 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 이 필요

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상으로 실시한다.

제4절 통합환경보건/건강영향평가

  1. 환경영향과 건강영향

자연환경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부분은 인간의 건강을 결정하

는 요소들이기도 하다. 그래서 건강에 미치는 부정  향들을 최소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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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책들은 환경에 미치는 부정  향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책이 

되고, 다른 한 편으로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  향들을 최소화시키는 

책들은 건강에 정  향을 미치는 편익들을 가져다  수 있다. 이

게 자연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유익함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기회들은 건

강 향평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원만하게 개발될 수 있다(Breeze, 2001).

를 들어보면, 기오염, 산림의 남벌 같은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요

인들은 직 으로 혹은 간 으로 인간의 건강에 부정  향을 미친다. 

그리고 기후변화 그 자체도 직 으로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친다. 그

래서 기오염과 산림의 남벌을 환경  이유, 즉 기후변화를 처하기 

하여 감시키는 책들을 시행하면 분명히 인간의 건강에 유익을  

것이며, 인간의 건강을 유지 는 향상시키기 하여 기오염과 산림의 

남벌을 이면 환경  효과, 즉 기후변화에 정  향을 미칠 수 있다

는 것이다. 

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은 “국민이 건강하고 쾌 한 삶을 릴 수 

있게 함”을, 환경보건법은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 성을 보호‧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각각의 목 으로 삼고 있어서 법률 으로는 우리나라 

환경 향평가는 사람들의 건강에도 상당히 역 을 두는 듯하다. 이러한 

상은 비단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외국들도 자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 향평가에서 사람들의 건강을 공통 으로 강조하고 

있어(Lehto, 1999) 주목을 받을 만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 까지 국내외 으로 시행되어온 부분의 환경 향평가에서 

건강은 형식  는 암묵  평가항목일 뿐이지 명실상부한 항목이 못되

었다. 건강의 보호는 모든 환경 향평가에서 가장 요한 심사항으로 

형식면에서는 강조되어왔지만 실천면에서는 건강 문가들의 한 의견

이나 건강의 기 들이 환경 향평가에 통합되지 못하고 있었다(Breez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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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환경 향평가와 건강 향평가는 상에서나 차에서 그리고 

추구하는 목 들이 서로 공통 는 유사한 들이 많다. 그 지만 환경

향평가는 특정한 로젝트나 개발들에 을 두고 시행되지만, 건강

향평가는 앞에서 말하는 로젝트와 개발들에 추가하여 모든 수 에서

의 서비스, 생산품, 로그램, 계획, 정책들도 평가의 상에 포함하고 

있어서 평가의 상 범 가 환경 향평가 보다 훨씬 더 범 하다는 

에서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Breeze, 2001). 이 게 양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 과 차이 은 서로를 배척해야 할 상 가 아니라 서로를 보

완하여 평가할 상과 그 방법을 더 넓힐 수 있는 상 로 보아야 하는 

타당성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오늘날 도처에서 환경 향평가의 범 와 방법들이 넓 져 가는 추세

에 있지만 평가의 주요한 목 들의 한 축인 인간의 건강에 해서는 간

과하거나 무시하는 사례가 많고, 그로 인하여 다부문  근방법으로 인

간의 건강과 안녕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환경 향평가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상실되고 있다. 

그럼에도 환경 향평가를 받아야할 제안서에서 환경에 미치는 효과보

다는 인간의 건강에 한 효과를 강조하여 일반 들과 의사결정자들

에게 정  향을 미치고 있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Breeze, 

2001).  

환경 향평가에서 인간의 건강에 한 언 이 없었던 이유는 건강에 

한 심사들의 범 가 분명하지 안했거나 건강과 정책분야들과의 계

에 한 인식이 낮은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아도 큰 잘못을 아닐 것이다. 

환경 향평가에 건강을 포함한다하여도 상을 생물물리학

(biophysical) 환경만으로 국한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 특정한 지역사회

들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건강은 그 지역사회의 기나 수질을 오염시키

는 오염요인들의 독성학  수 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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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지역사회 사람들의 건강에 향을 미치는 범 한 요인들의 향

을 받는 지역사회의 노출에 을 두기는 두되, 개발 로젝트들의 

정  는 부정  향들이 지역사회의 인구 체와 그 인구를 구성하

고 있는 소집단들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도 함께 조사 연구하여 서

로 비교하는 비교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때 소집단은 거주 지역을 

비롯하여 여러 특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 향평가에 포

함되어야 할 건강부분의 범 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과 일반인들의 여론

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Breeze, 2001).

  2. 통합환경보건/건강영향평가의 정의와 개념적 틀 

가. 정의

Briggs(2008)는 “통합환경보건 / 건강 향평가(integrated  environmental 

health impact assessment)란 환경에서 기인하는 건강 련 문제들, 환

경에 향을 미치는 정책들, 기타 재들이 가지는 건강 련 향들 등

을 실 세계의 복잡성, 상호의존성, 그리고 불확실성이 고려되는 방법

으로 평가하는 수단이다.”라고 정의한다(Briggs, 2008). 

Briggs(2008)가 내린 의 정의는 환경과 건강에 하여 범 한 그

리고 포 인 개념에 기 를 두고 있다(Briggs, 2008). 그 말하는 환경

이란 통 으로 생각해오던 화학  유해물질들 혹은 환경오염물질과 같

은 환경유해물질은 물론이고 정 으로든 부정 으로든 건강에 향을 

미치는 주 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여러 국면들을 모두 포 하고 있

다. 건강도 사망과 질병이란 견지에서 정리되는 의학  개념을 넘어서서 

보다 더 포 인 인간의 신체 , 정신 , 사회  안녕의 개념까지를 포

해서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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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념적 틀

Briggs에 의하면, 건강에 미치는 효과들 역시 환경유해물질에 한 

사람들의 노출을 통해서, 그리고 환경 자본(environmental capital)과 서

비스에 사람들이 근하고 이용하면서 향을 받는다. 이와 같은 환경유

해물질에 한 노출과 환경자본에 한 근과 이용은 사람들의 행태들

과 인지(perceptions)들에 의해 조정(mediated)되며, 이들 행태와 인지

는 사람들이 생활하고 시간을 보내는 장소와의 함수 결과이고, 한 개

인과 인구집단의 특성(연령, 성, 사회경제  상태, 문화 신념체계 등)과

의 함수 결과이며, 연 된 감정, 태도, 가치 등과의 함수 결과라는 것이

다(Briggs, 2008). 

한 Briggs는  환경보건/건강체계(environmental health system)

는 외생  원인에 의한 향들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들 외부  원인들에 의한 향들은 정책들, 재들, 그리고 기술 , 사회 

인구학 , 그리고 경제  변화들 등과 같은 여러 범 한 요인들로부터 

시작되고, 이들 외생의 요인들이 체계 내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들로 환경  자본이나 유해물질들의 상

태를 바꿈; 인구의 분포, 특성, 행태 등에 향을 미침; 보건의료제도와 

그 제도에 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 향을 미침; 등을 제시하 다

(Briggs, 2008).

그러므로 “통합환경보건/건강 향평가는 앞에서 말한 변화하는 외생  

동력들의 상황 내에서 환경자본과 그 유해물질의 향들을 분석할 필요

가 있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변화의 향들은 사회 , 인구학  구

조들에, 혹은 경제  상황에 각각 향을 으로써, 혹은 정책  시도들

을 도모하게 이끌어서, 이들 외생  요인에 향을 미치도록 피드백

(feedback)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Brigg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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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Briggs가 제시한 통합환경보건/건강 향평가의 개념  틀이다.  

〔그림 2-3〕 통합환경건강영향평가 모형

자료: David J Briggs. A framework for integrated environmental health impact assessment of systemic 
risks. Environmental Health: 2008;7:61.  

 

  3. 통합환경보건/건강영향평가의 과정12)

환경과 건강에 한 정책에 한 통합된 평가/사정의 개념은 평가가 

수행되는 방법과 그 과정에 가 여할 것인지에 한 불가피한 함의

를 가진다. 통합환경건강 향평가의 과정은 통 인 험평가/사정 보

다는 훨씬 복잡하고 단계도 많아진다. 특히 분석의 기 단계, 즉 사  

평가단계에 훨씬 더 강도 높은 주의를 기울이고, 과정의 을 여기에 

12) David J Brigg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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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이 단계에서 첫째는 평가될 쟁 을 확실

하게 정의하여야 하고, 둘째는 한 평가의 형태를 선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결과들의 해석과 평가에도 노력을 쏟아야 한다. 그

게 하여야 여했던 이해당사자들이 그것들을 하게 이해하고 받아

드리도록 보장하기 때문이다. 

Briggs는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과정을 4개의 단계들로 

구성하는, 즉 쟁 의 틀 짜기, 디자인, 실행, 그리고 감정(鑑定; 

appraisal)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면서 이를 약어로 IDEA(Issue 

framing, Design, Execution, Appraisal)라고 칭한다. 그의 설명을 요약

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4〕 통합환경건강영향평가의 운영 틀

자료: David J Briggs. A framework for integrated environmental health impact assessment of systemic 
risks. Environmental Health: 2008;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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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쟁점 틀 짜기(Issue framing)

이 평가의 과정은 쟁  틀 짜기로부터 출발한다. 이 단계는 단히 

요하다. 그 이유는 문제가 정의되는 방법은 평가의 범 와 고려될 

리상의 선택지들을 제한하면서 을 맞추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단계

의 목 은 무엇보다 다룰 필요가 있는 정책 질문 혹은 문제 을 분명하

고 명쾌하게 발표하는 것이고 한 평가의 범 를 동의하는 것, 즉 문제

의 범 를 정하고, 문제의 성분들 가운데 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결

정하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정책 시나리오들의 윤곽을 그리는 것 등

이다.

이 과정은 기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에 책임을 가

진 과학자들은 물론이고 이용자(정책 입안자들)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가 필요하다. 참여의 과정은 단히 어려운 과정들 가운데 하나인데 그 

이유는 이들이 가진 힘(power)과 이해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가 어려움을 가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쟁 을 설명하

기 해서 사용 는 제시되는 단어나 문서는 애매하지 않게 분명하게 

표 하여 련자들 모두가 이해하게 하여야 한다.

쟁  틀 짜기는 단순한 선형의 과정이 아니라 아주 복잡한 것들이 순

환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무슨 모형을 사용하든지, 그 모형은 다변량의 

본질과 향 경로의  범 를 망라하여 요한 요인들을 빠뜨리지 않

게 하여야하며, 한 여되는 것들에 해서 이해가 가능한 조직  구

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디자인(Design)    

이 평가 과정의 두 번째 단계는 디자인이다. 이 단계의 목 은 앞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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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틀 만들기” 단계에서 안출된 개념  모형을 평가를 한 상세한 

로토콜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주요 변수들과 그 변수들의 계

들, 효과들의 방향, 계된 상황 요인들이나 교란 요인들, 평가 에 측

정될 구체  규  등을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체계의 최 의 개념 작

용을 분석 차에 보다 잘 맞는 조직 구조로 바꾸는 것을 포함한다. 이 

단계의 한 부분으로, 평가의 기 가 될 정책 시나리오들을 보다 상세하

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 시나리오들은 단히 요하다. 그 이유는 평

가란 비교하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디자인 단계에서 그 다음의 요한 스텝(step)은 스크린이다. 스크린의 

목표는 평가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다. 스크린은 불필요한 혹은 정보 가치가 없는 평가를 피할 수 있게 도움

을 주며, 한 평가에 가장 합한 수단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다. 

시뮬 이선(simulation)은 스크린을 하는 하나의 강력한 방법일 수 있

다. 를 들면, 선택된 시나리오들의 극단의 상태 하에서 체계가 그리고 

효과들의 결과  규모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측하게 한다.

다. 실행/집행(execution)  

실행은 이 평가 과정의 세 번째 단계이지만 이 과정의 심장부이다. 

이 단계는 통 인 험사정(평가)에서와 같이 유해물질 확인, 노출사

정, 험의 특성 규명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 덧붙여 건강 향평가의 한 

형태로서 건강상의 결과물들을 측한다. 그 다음에는 종합화하는 수단

을 통하여 앞의 모든 것들을 조합하여 향들을 반 으로 평가한다.

체계의 체에 련되는 쟁 들(systemic issues)을 다룰 경우,  과

정은 고도로 독립된 몇 개의 변수들이 있어서, 상이한 건강 결과물들에 

해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하여 작용하는 여러 다른 환경 요인들이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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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만들어내는 효과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유해물질들에 한 노출

로 일어나는 건강 향들의 추정, 혹은 환경자본에 한 근 등은 노출-

반응(혹은 사용-편익) 계들에 의존한다. 통 인 험평가(사정)는 이

를 하여 독성학  연구에서 얻은 자료들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 지만 통합환경건강 향평가에서는 이 같은 자료들의 이용만으로는 

부족하다. 를 들면, 독성학  연구들에서 끌어낸 계들은 동물 모형

에 기 를 둔 것들이 흔해서 이 계들을 인간에게 용할 경우, 불확실

성이 크게 발생한다. 한 이 계들은 계속 인 함수로 보다는 비 찰  

효과 수 (no-observable effect level) 혹은 유사한계치(similar threshold 

value) 등의 용어로 표 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독성학  연구들은 체 

인구에서 일어나는 험의 변이에 한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건강 향평가에서는 일반 으로 역학  연구들

을 더 많이 이용한다. 그 지만 역학  연구들 역시 제한 이 있다. 

를 들면 역학  연구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연구들은 연속 인 노출-반

응 함수들을 제공하지 못하고, 노출 집단과 비노출 집단 간을 단순하게 

조한 것들에 기 를 둔 상 험 측정치만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들 

연구들은 노출 분포들의 진  변화에서 기인하는 건강 향들에 한 

변화를 추정하기 한 기 로서는 합하지 않다고 하겠다. 

어떤 형태로든지 보다 진척된 모형을 만들거나 수정‧보완이 요구된다. 

그런데 보다 더 근본  문제는 많은 험 요인들의 노출-반응 함수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조합된 노출의 효과들, 복잡한 노출 혼합물 

속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작용하는 오염물질 종의 효과들 등에 한 지

식이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델 이 조사 등 문가 유도

(elicitation)와 같은 보다 질  방법을 사용하여 통합평가에 사용할 노출

-반응 함수를 얻을 필요가 있다. 어떻든 간에 노출-반응 함수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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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수행되는 방법상 단히 요하다. 그 이유는 노출은 선택된 함

수에 합한 형태로 추산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라. 감정(Appraisal)

감정은 이 평과 과정에서 4번째 단계이면서 마지막 단계이다. 이 단

계는 앞의 단계들을 실행하여 얻은 결과들을 종합하고 해석하며 문서화

를 하는 시 이다. 그래서 짜놓았던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에 의해 얻은 

결과물의 측정치들에 가 치를 주기고 하고 평가도 하며, 한 경우에

는 수용 가능성과 효과란 견지에서 여러 가지로 상이한 정책  선택들

의 우선순 를 설정하면서 순 를 매기기도 한다. 

이 단계에서도 최 의 단계에서와 같이 이해당사자들이 평가의 결과

에 해서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활동들에 내포된 함의에 해서 자신

들의 견해를 표 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첫 단계에서 세워놓았던 목표

들과 결과들을 연계시킴으로 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평가의 결과를 확

실히 받아드리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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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에서는 건강 향평가를 환경 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나 략 환경 향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과 련하여 외국 사례를 검

토하고 유형별로 분류하고, 주요 국가별로 추진 사례에 한 고찰을 통

하여 건강 향평가를 환경 향평가제도 내에서 실시하는 것과 련된 시

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1절 미국

  1. 미국 연방정부의 건강영향평가 추진 체계

미국은 일반 환경 향평가제도 내에 건강 향을 모두 포함하여 측정

하고, 건강 향평가를 한 별도의 제도나 차는 없다.

미국의 환경 향평가는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NEPA])이 제정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으며, 연방정부의 정

책과 의사결정에 하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NEPA법에 따라 연방정부가 제안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해 환경에 미

칠 수 있는 잠재  향을 고려하도록 환경 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는 연방정부가 정책이나 사업에 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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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를 제공한다. 표 인 상 사업으로는 고속도로 건설을 포함한 

교통 정책과 사업, 자연자원의 발굴, 유 자조작 생물(GMO) 련 정책, 

규모 도시재개발 사업 등이 포함되며, 재 연방정부 차원에서 연간 

500여 건의 환경 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체계를 미국 

내 19개 주에서 도입하고 있어 더 넓은 범 와 종류의 정책과 사업을 

환경 향평가의 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가. 환경영향평가 추진절차

연방정부의 환경 향평가 추진 차는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의 각 부

처가 정책과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국가의 사회  자원, 경제  

자원, 그리고 자연자원에  수 있는 향을 검토해야 하며, 부분의 

경우 련 부처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검토하게 된다. 1차 검토 결과에 

따라 그 향이 가시 인 것으로 단되면, 주 부처는 환경평가

(Environmental Assessment, EA)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다. 그

리고 그 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면, 해당 정책이나 사업의 환경 

향에 한 보다 구체 이며 체계 인 분석을 실시하여 환경 향보고서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IS)를 발행하는데, 이 과정에는 

련 타 부처뿐 아니라, 주정부, 지방정부, 소수민족, 일반 국민 등 련 

조직과 단체가 참여하게 된다. 처음부터 환경에의 향이 명백한 정책이

나 사업의 경우 EA를 실시하지 않고 바로 EIS 단계로 진입하기도 한

다. EIS의 최종 결과에 따라, 주 부처는 해당 정책이나 사업에 반 하

게 되며, 그 과정과 반  결과를 모두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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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추진 절차

1 단계 Categorical Exclusion

일반 으로 각 부처마다 환경 향평가 상이 되는 정책과 사업에 

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외 상이 되는 정

책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환경 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2 단계 : Environmental Assessment(EA) / Finding of No 

Significant Impact(FONSI)

환경 향평가의 상이 되는 정책과 사업에 해서는 주 부처가 

환경평가(EA)를 실시하여 실제로 환경에 향을 주는지 여부를 검토

한다. 만약 향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유의미한 향을 찾지 

못함.” 즉 FONSI 보고서를 발행한다.

3 단계 :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EIS)

이  단계의 EA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주 부처의 정책이나 사업

이 환경에 유의한 향이 있다고 단될 경우, EIS 보고서를 작성하

여 보다 체계 으로 그 향을 평가하고 안을 모색한다. EIS를 작

성하는 과정에 련 타 부처를 비롯하여 일반 국민  련 단체와 

조직이 참여하게 되며, EIS가 완성된 후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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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미국 환경영향평가 실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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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영향평가에서 건강에 대한 검토 체계

  1) 건강에 한 정의  평가기

NEPA 시행 규정은 인간 환경(human environment)을 “자연  물

리환경, 그리고 이들 환경과 사람들의 계”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 향평가의 평가 상을 “생태학 , 미학 , 역사 , 문화 , 경제 , 

사회  는 건강에의 직‧간 이거나 인 향”으로 규정하고 있

다. 향의 크기는 “제안된 사업이 공 보건이나 안 에 미치는 향의 

크기”를 기 으로 심각성을 단한다. 한, 소수민족이나 소득계층, 

그리고 아메리카 인디언 원주민의 생태학 , 문화 , 경제 , 사회  

는 건강에의 향이 자연환경이나 물리  환경과 연 될 경우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컨 , 미국원자력규제 원회에서 핵농축 시

설 건립으로 지역 내 2개 소수민족 농 지역 간 연결도로가 폐쇄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승인을 반 한 사례가 있다.

  2) 보건복지부(질병 리본부)의 역할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는 NEPA에 따른 환경 향평가 추진 과정에서 연방정부의 각 부

처가 실시하는 정책과 사업에 한 건강 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 

질병 리본부(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는 1978년부터 

그 역할을 임 받아 실시하고 있다. 질병 리본부는 주 부처에서 발행

한 EIS에 하여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데, 해당 정책이나 사업

의 잠재  건강 향에 하여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건강에 해로운 

향을 분석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는 권한을 가진다.

질병 리본부가 검토하는 타부처의 정책과 사업의 종류와 범 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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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며, 해 물질 노출, 기나 긴 상황에 한 응, 지하수 오염, 공

기 오염, 소음, 방사능 노출, 식품 오염, 폐기물 처리, 산업 보건과 안 , 

자 거나 보행 교통 인 라, 교통사고나 보행자 사고 방 정책 등에 

한 건강 향을 검토한다.

  3) 통합 HIA/EIA 시행 단계  차

통합 HIA/EIA의 시행 차는 기존의 NEPA에서의 EIA 시행 차를 

기 으로 추진되며, HIA의 차와 유사한 단계를 거친다. 통합형 

HIA/EIA을 실시할 경우, 이미 NEPA 법에 의하여 EIA 시행 상 사

업이나 계획에 해 실시하게 된다. EIA를 실시하도록 결정된 사업이나 

계획에 해서는 평가 범 와 항목을 결정하게 되는데, 통합 HIA/EIA

에서 건강 향이 하게 포함되기 해서는 이 단계가 요하다. 다음

으로는 평가  분석 단계인데, 통합 EIA/HIA에서는 향을 받을 상 

지역이나 인구집단에 한 기 자료를 분석하여 기술하고, 제안된 사업

이나 계획으로 인해 상되는 환경 향과 건강 향을 분석하여 이를 

감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한다. 이 내용을 환경 향평가서에 정리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이를 사업의 주 부처나 승

인부서에 달하여 최종 인 의사결정에 반 하게 된다(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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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HIA 통합형 HIA-EIA

대상여부 심사 (Screening)

HIA가 필요한지, 시행 가능한지, 시행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지를 결정한다.

(1) 대상 여부 심사 (Screening)

  NEPA 법에 따라 연방정부의 각 부처

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S)를 작성할 필

요가 있는지를 먼저 심사하여야 한다. 법

에 따라, 해당 정책이나 사업이 “인류 환

경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연방정부

의 활동”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지대

한 영향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대중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것”
이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NEPA의 대

상여부 심사 단계는 HIA의 스크리닝 단

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평가범위 설정(Scoping) 
다음 사항들을 결정한다.

- 영향을 받는 인구 및 집단

- 지리적인 범위

- 건강 영향의 종류와 범위

- HIA 추진 팀

- 분석을 위한 자료원

(2) 평가 범위 설정 (Scoping)

  통합형 HIA-EIA를 실시할 경우, 분석

하고자 하는 건강 영향의 종류와 범위는 

일반적인 EA/EIS에서와 유사하다. 즉, 
공중보건 전문가는 주민 증언, 문헌조사, 
평가 등을 통해 분석의 범위를 설정한다. 
공중보건 전문가는 건강 관련 분석 범위

에 관한 요약문을 주관부처에 제출한다.

평가/분석 (Assessment, or Appraisal)

기준측정치(Baseline)
: 대상 인구 현재의 건강수준과 건강결정

요인의 현황을 기술한다.

영향의 평가(Assessment of impacts)
: 양적 방법, 질적 방법, 문헌조사, 전문

가 조사 등을 통하여 잠재적 건강영향

을 예측한다.

(3) 영향평가 (Assessment)
 
영향을 받을 환경에 대한 기술

: EA/EIS에 포함된 경제적 요인, 사회문

화적 요인, 고용, 인구학적 요인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현황을 기술한다. 또한 

건강 관련 연구논문 및 보고서, 생존통

계, 건강 통계 및 주민 증언 등 공중 보

건 관련 자료원을 추가로 활용하여 기술

한다. 현황을 기술하기 위한 적절한 2차 

자료가 없으면 기준치 정보를 측정하기 

위해 직접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경우도 

있다.

〈표 3-1〉 단독 HIA와 통합형 HIA-EIA의 시행 단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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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HIA 통합형 HIA-EIA

정책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영향

: EA/EIS에 포함된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영향이 건강에 미치는 인과 관계

를 근거를 제시하여 규명한다. EA/EIS
에 포함된 영향들의 건강영향은 질적으

로 분석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합형 

HIA-EIA에서도 대체로 질적인 기술을 

따르게 되며 양적 모델링을 한 사례는 

거의 없다.

권고안

: 통합형 HIA-EIA은 제안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권고안을 개발하여 제시한다. 이러한 권

고안은 건강 악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 제안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계획의 

수정안 형태로 제시된다.

권고 (Recommendations)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한다.

(4) 결과 보고 (Reporting)

  환경영향보고서 초안 (Draft EIA, 
DEIS)의 세부 항목으로 건강 관련 내용

이 수록된다. DEIS는 일반에 공개되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보고서(Final EIA, 
FEIS)가 발행된다.

결과보고 (Reporting)
일반인과 정책결정가에 결과를 공개한다.

HIA 결과평가 (Evaluation)
정책 반영 여부를 평가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5) 의사 결정 (Decision-making)

  최종보고서(FEIS)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관부처는 해당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정책

이나 사업을 원안대로 실시, 수정안 실시, 
또는 철회하게 되며 그 결과를 “최종 결

정 기록(Record of Decision)” 의 형태

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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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강영향평가 추진 사례

가. NEPA내에서의 건강 검토 추진 사례 및 현황(Health-inclusive HIA)

미국에서는 1969년 NEPA법이 제정되고 건강에 한 향을 검토하

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법 도입 당시부터 이는 잘 실천되지 않았다. 

1970년 에는 주로 기나 수질과 같은 생물-물리  환경에 미치는 

향을 심으로 평가했다. 이는 1978년 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문화, 사

회  건강 향을 포함하도록 되었는데, 여 히 규정은 생물-물리  

향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 향평가 역시 생물-물리  환경에의 

향을 으로 다루게 되었다. 건강에 명백한 향이 있는 경우일지

라도 이를 검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인되는 경우가 일반 이었

다. 1980년 에는 CEQ 규정 개정의 시행이 강화되었고, 환경에 한 

정의도 단순히 생물-물리  환경 뿐 아니라 사회, 문화, 건강까지 포

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공 보건학계에서도 건강증진 등의 개념이 도

입되면서 건강에 한 포 인 정의가 변에 확산되기 시작하 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여 히 환경 향평가에서 건강은 포 으로 검토되지 

않았다. 

1980-90년 에 실시된 환경 향평가에서 건강에 한 검토가 실시된 

황을 보여주는 몇 개의 연구 결과가 있다. Arquigaga et al.(1992)은 

건강을 검토한 39개의 EIS를 살펴본 결과, 이  1/3은 해성 평가를 

실시한 것이었고, 1/3은 분석이 충 실시되었으며, 1/3은 아  분석이 이

루어지지 않았다. Canter(1990)는 건강에 심각한 향이 상되는 11개 

사업에 해 실시한 EIS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  단 4개만이 

건강에 한 향을 언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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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inemann(2000)은 1979년부터 1996년까지 심각한 건강 향이 

상되는 사업의 EIS 보고서 42개를 지역별, 제안부처별, 시기별, 향의 

종류별로 42개를 선별하여 건강 향의 검토 황을 조사하 는데, 이 

 반 이상(26/42=62%)에서 건강 향에 한 언 이  없었음을 

발견하 다. 나머지 16개(38%)에서는 건강 향에 한 언 이 나타나

기는 하 으나, 그 분석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다. 건강 향을 언

한 16개의 사례  9개에서는 건강 련 향이 상된다는 내용이 1-2

 가량의 짧은 문장으로 표 되었으며, 나머지 7개에서만이 “건강”이라

는 소제목 아래 건강 향이 기술되어 있었으나, 모두 유해물질로 인한 

암 발생 험만을 상하고 있었다. 조사된 42개 사례 모두 생물-물리  

환경 향에 해서 충분히 분석하고 있었으나, 16개에서만 이들 생물-

물리  환경이 건강에 향을  수 있다는 을 인식하고 있었다.

나. 환경영향평가 내에서 별도의 HIA 추진(Integrated HIA/EIA)

  1) California 주 San Francisco 시의 사례 – 도시 용도구역 재정비 계획

미국 캘리포니아州는 연방정부의 NEPA와 유사한 캘리포니아 환경법

(California Environmental Quality Act, CEQA)이 있어 개발사업이나 

공공 인 라 련 사업에 하여 환경 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샌 란시스코시의 경우, 시청의 도시계획국이 환경 향평가 련 업무의 

주무부서이며, 경우에 따라 보건국 환경보건과에 건강 련 검토사항에 

해 참여를 요청해 오고 있다. 

샌 란시스코 시는 1990년  후반부터 2000년  반에 걸쳐 시에

서 활발하게 추진한 도시 개발 사업  계획에 하여 안 이나 환경 

향, 그리고 한 주택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해결 안을 모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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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개발사업  계획으로 인해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건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해서 지역사회 조직들은 

시청 보건국(San Francisco Department of Public Health, SFDPH)에 

지원을 요청하 고, 시청 보건국은 지역사회와 력하여 도시 개발 사업

으로 인한 건강 향을 다루기 한 략들을 모색하 다. 시청 보건국

의 역이 아닌 타부서에서 실시하는 활동들에 해 보건국이 개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보건국은 새로운 근으로 건강 향평가

를 실시하게 되었다.

시청 보건국은 “경험학습(learning by doing)”을 통해 타-부문(특히 

도시계획국)과 원활한 력 계를 수립할 수 있었다. 2003년 Trinity 

Plaza 아 트 재건축 사업, 2005년 Rincon Hills 고층아 트 개발계획

의 경험에서 개발 사업으로 인한 건강 향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며,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조직화하고 참여시키는 과정이 더욱 요하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환경이나 주택 련 시민단체들이 잘 조직화되

면 시청 도시계획국에 정치 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발

계획으로 인한 실질 인 건강 향을 주민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악하는 

데 요한 정보원이 된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4년에는 Eastern 

Neighborhoods의 rezoning plan에 하여 20여 개의 지역사회 단체들

과 18개월 동안 Eastern Neighborhoods Community Health Impact 

Assessment(ENCHIA)를 추진하게 되었다. 도시계획, 도시 디자인, 지

역경제, 공동체 형성, 환경정의, 주택문제, 노숙자, 개방공간, 교통, 자 거, 

식품체계, 보육, 어린이, 노동조합, 개발자, 토지소유자, 건축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건강 향을 검토하 고, 그 결과 건강 향을 고려하기 한 체

계 인 도구가 필요하다는 이 강력하게 주장되어 2007년 Healthy 

Development Measurement Tool(HDMT)가 개발되어 샌 란시스코 시에

서 도시개발 사업에 한 건강 향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고안되었다.



82∙지방자치단체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가) 사례 1 : 트리니티 라자 아 트 재건축 사업

트리니티 라자 아 트 재건축 사업은 기존의 360세  임  아 트

를 총 1,400세 의 분양 아 트로 재건축 계획을 제안한 것으로 캘리포

니아 주의 CEQA법에 따라 환경 향평가 시행 상이었다. EIA 평가 

항목  범  설정 과정(scoping)에서 이견이 발생하 는데, 시청 도시

계획국(사업승인기 )에서는 재건축 계획으로 가구수가 증가되므로 건강

에 심각한 향이 없을 것으로 단한 반면, 주민들은 퇴거( 去), 임

료 상승, 건물 폭 , 거주지 이동 등으로 신체  건강에 직 인 향

과 함께 반 인 건강과 안녕(well-being)에 직간 인 향이 있음을 

주장하 다. 이미 트리니티 라자 아 트 재건축 사업은 캘리포니아 주

의 CEQA법에 따라 환경 향평가가 진행 에 있었으며, 보건국은 도시

계획국에 환경 향평가의 평가항목  직간 인 건강 향을 포함할 것

을 공식 으로 요청하 다. 도시계획국은 CEQA법에 의해 환경 향평가

에서 건강 향을 추가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 으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여 이미 복잡한 환경 향평가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꺼렸다. 

그러나 결국에는 보건국의 분석결과와 주민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환경

향평가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고, 이에 시청 보건국이 건강 향평가(HIA)

를 추진하기로 결정하 다. 

보건국에서 환경 향평가와 별도로 실시한 건강 향평가에는 이주로 

인한 스트 스, 두려움, 불확실성의 발생, 주거비용 부담이 상승하여 식

품 구입비 규모가 축소되어 건강에 향을 주며, 좁은 주거 등 불량한 

주거 환경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퇴거민들은 새로운 주거지로

의 이주로 인해 사회  자본이 축소되는 등에 한 건강 향을 분석하

다. 건강 향평가 실시 결과를 도시계획국에 달하 고, 도시계획국에

서는 개발자에게 주민의 이주로 인한 건강 향을 환경 향평가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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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트리니티 플라자 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 (2003)

(Trinity Plaza housing redevelopment)

개 요

∙ 미국 캘리포니아州 샌프란시스코 시청 보건국의 HIA 추진 사례

∙ 트리니티 플라자 임대 아파트는 총 360세대로, 임대료 통제 대상(rent-controlled)이었음.

∙ 2003년 개발자가 총 1,400세대의 분양 아파트로 재건축 계획을 제안함.

∙ 캘리포니아 주의 CEQA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시행

∙ EIA 평가 항목 및 범위 설정 과정(scoping)에서 이견이 발생

   - 시청 도시계획국(사업승인기관)에서는 재건축 계획으로 가구수가 증가되므로 건

강에 심각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

   - 주민들은 퇴거(退去), 임대료 상승, 건물 폭파, 거주지 이도 등으로 신체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전반적인 건강과 안녕(well-being)에 직간접적인 영향 주장

∙ 이에, 시청 보건국이 건강영향평가(HI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범위를 재설정하도록 도시계획국에 요청함.

반드시 분석하고, 감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요구하 다. 개발자

는 재건축 아 트 내에 기존과 동일하게 임 료가 통제된 360 세 를 

제공하기로 하 다.

트리니티 라자 아 트 재건축 사업에 한 HIA의 시행결과 개발자

는 개발 계획을 수정하여 재건축 아 트의 12%는 시세보다 낮은 기존 

임 료 수 의 아 트를 공 하여 기존 거주민들이 계속 거주지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로써 샌 란시스코는 본격 으로 도시계획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도시계획국은 개발사업에서 건강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기 시작한 결정 인 사건이 되었다. 향후 샌 란시스코 시

의 도시계획 련 사업  계획에서 이주나 정 주거 공  련 항목

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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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에 대한 평가

∙ 평가방법 : 간이 평가 (문헌리뷰, 포커스그룹인터뷰, 전문가자문, 공청회, logic 

pathway분석 등)

∙ 평가항목 및 범위 : 적정 주거 및 주택구입능력, 사회적 통합, 이주 및 지역사회 분리

∙ 대상인구의 특징 : 아파트 주민 360세대는 주거비용이 비싼 지역에 거주하는 저

소득층 집단임.

∙ 주요결과

   - 이주로 인한 스트레스, 두려움, 불확실성 등이 발생함.

   - 주거비용 부담이 상승하여 식품 구입비 규모가 축소되어 건강에 영향을 주며, 

좁은 주거 등 불량한 주거 환경으로 이사해야 함.

   - 퇴거민들은 새로운 주거지로의 이주로 인해 사회적 자본이 축소됨.

∙ 평가결과에 대한 제안 사항

   - 시청 승인부서에서 개발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에 건강 영향을 반드시 분석하고, 

저감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요구

   - 개발자는 재건축 아파트 내에 기존과 동일하게 임대료가 통제된 360세대를 제

공하기로 결정 

소 결

∙ 개발자가 사업계획 설계 과정에서 저감 대안을 반영했기 때문에 해당 환경영향평

가에서 다루지 않아도 되었으나, 향후 샌프란시스코 시의 도시계획 관련 사업 및 

계획에서 이주나 적정 주거 공급 관련 항목이 추가되었음.

나) 사례 2 : 샌 란시스코 동부 지역 용도구역 재정비 계획

샌 란시스코 도시계획국은 2003년 Eastern Neighborhoods 3개 구역 

(Missions District, Showplace Square-Potrero Hill, South of 

Market)의 rezoning plan을 발표하 고, 이에 한 환경 향평가  사

회 향평가 추진하기로 하 다. 이에 해 주민단체와 시청 보건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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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향평가에 범 한 사회  건강결정요인( 정 주택 가격, 이주, 사

회  통합 등)에 한 검토를 할 것을 도시계획국에 요구하 으나 반려

되었다.

이에 보건국은 별도의 HIA를 추진하기로 하 으며, 도시계획국에서는 

이에 조하는데 합의하 으나, 환경 향평가나 사회 향평가에 반 하

지는 않기로 결정하 다. 보건국은 건강에 한 포 인 개념을 용하

여 도시계획으로 인한 종합 인 건강 향을 평가하여 환경 향평가에 고

려되지 않는 사회  경제  향을 검토하 다.

특히 건강 향평가의 평가항목과 범 를 설정함에 있어 이해당사자들

이 직 인 권한을 갖도록 기회를 마련하 고, 지역사회와 주민의 경험

을 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하 다. 토지이용 계획, 용도지역 계획 등이 

주거, 고용, 공공 인 라와 같은 요인을 통한 건강 향을 확인하고 분석

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우선순 에 부합하는 토지이용  용도구역 계획 

련 정책을 제안하여 건강 향평가 방법론의 실행가능성을 보여  계기

가 되었다. 이해당사자 간 이해 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재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등 정책결정과정에서 효과 인 주민 참여 달성하 으며, 부문

간 업무 력을 진하기 한 역량을 개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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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샌프란시스코 동부 지역 용도구역 재정비 계획 (2007)

(Eastern Neighborhoods Rezoning and Area Plans)

개 요

∙ 미국 캘리포니아州 샌프란시스코 시청 보건정책과의 HIA 추진 사례

∙ 샌프란시스코 동부에 위치한 4개 구역은 공업용지와 주택-상업 혼합지역이었으며, 용도

구역 재정비 계획은 주택지를 확대하고자 함.

∙ 재정비 계획에 따라 주택지 용도가 확대되면, 새로운 주거시설 건설, 고속화도로 등 대

형 도로의 건설이 이루어지며, 기존의 공업지대도 공존하며 화물차량도 계속 운행하게 

되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됨.

∙ 전술한 건강영향은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다루지 않는 사항임.

   - 주변 대기로의 환경영향은 허용 기준치를 위주로 판단하며, 도심 내 다양한 노출원

이나 누적적인 영향, 대기 오염에 대한 취약 인구 등에 대한 고려가 없음.

   - 소음 발생의 증가를 예측하기는 하지만, 이로 인한 건강에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음.

   -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내 보행자 안전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만, 실제로 다룬 적이 없음.

∙ 이에, 시청 보건정책과(SFDPH)가 건강영향평가(HIA)를 추진하였음.

건강영향에 대한 평가

∙ 평가방법 : EIA 내에서 포괄 평가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모두 실시함 - 전문가 판단, 소음 및 대기오염 노출 분석, 보행자 

사고 예측 모형, 정량적 건강 위해성 평가, 저감 정책 연구 등)

∙ 평가항목 및 범위 : 도로 교통량으로부터의 대기 오염물질 발생, 토지이용 변경으로 인

한 소음 문제, 보행자 안전 문제에 대한 분석 실시

∙ 대상인구의 특징 : 현재 해당 지역 주민 134,000명 및 개발 후 추가 예상 유입인구 

44,000명은 주택지, 공업지의 혼재와 교통량 증가로 영향을 받게 될 것임. 특히, 지역 

내 건강 영향의 발생이 거주지역, 인종 및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생길 것

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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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결과

   - 보행자 관련 사고 연 20건 추가 발생 예상(정량적 분석).

   - 신설되는 대형 도로 주변 거주민의 호흡기 관련 질환 유병률 및 사망률의 증가(정

성적 분석)

   - 소음 관련 수면 장애 발생 (정성적 분석)

∙ 평가결과에 대한 제안사항

   - 새로 건설될 건물에 공기 환기 및 정화시설 설치

   - 소음 측정 및 소음 통제

   - 도로 안전 정비 강화 (속도 방지턱, 도로 디자인 등)

   - 교통량 수요 통제 전략 및 교차로 대책 등

소 결

∙ 환경평가서 초안에 도로 교통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대기 배출로 인한 건강영향 분석과 소

음 및 보행자 안전문제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음.

∙ 저감정책으로 주택지 내 개발사업 시행시 도로 교통으로 인한 대기 오염물질 배출 분석

을 요구하였고, 새로 건설하는 주택시설에 환기 및 정화시설 설치를 요구.

∙ 건강영향평가 수행의 또 다른 성과로 건강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

었음.

   - 교통량 소음 측정 모형

   - 대기 오염 물질 농도와 건강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Gaussian dispersion model

   - 보행자 사고 예측을 위해 인구센서스 단위별로 교통망 분석 자료와 용도지역 및 인

구학적 자료를 이용한 다항 회귀분석

∙ 가장 큰 성과로는 시청 도시계획과 및 보건정책과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의 수립으로, 

도시계획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규제를 마련하는데 협력하고 있으며, 도시

계획과에서는 보건정책과에 다른 관련 사업에 대한 소음 및 대기 분석을 요청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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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laska 주의 사례 – 자원 개발 사업

미국 알래스카州 인구의 19%는 에스키모(유픽족, 이 피엣족)로도 잘 

알려진 알래스카 원주민으로 백인과 비교했을 때 사망률과 유병률이 훨

씬 높아 건강수 이 취약하다. 이는 지난 수십년 간 알래스카州에서 활

발하게 추진된 자원 개발사업으로 인한 외부 문물의 도입으로 경제구조

와 사회문화  변화로 인한 것이다. 원주민들의 통 인 자 자족 생활

구조가 근본 으로 흔들리면서 가게에서 쉽게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당뇨, 고 압, 비만과 같은 사 련 질환이 높아졌으며, 지역 내 

백인 인구의 유입으로 상 으로 소외계층으로 락하면서 자살, 폭력, 

음주  마약 등의 사회  질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0년 에 들어서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알래스카州에 매장된 석유

와 천연가스 개발에 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원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

었다. 미국 연방정부 해양에 지 리국(Bureau of Ocean Energy 

Management, BOEM)-당시에는 물 리국(Mineral Management 

Service, MMS)-의 국내 석유개발 계획을 수립하 고, 여기에는 북부 

알래스카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북부 알래스카 지역 거주 8개 원주민 

부족과 해당 행정구역인 North Slope군은 석유 개발로 인하여 발생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에 해서는 체로 정 인 반응이었으나, 석유 

개발 지역이  더 생활권과 근 해 오면서부터 이로 인한 직간

인 건강 향에 해 크게 걱정하기 시작하 다.

연방정부의 석유 개발 사업은 NEPA법에 따라 환경 향평가를 실시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그 결과를 검토하여 승인부처에서 사업의 최

종 인 허가 승인을 내린다. 행 NEPA 규정에서 환경 향평가를 실시

하는 목 이 “국민의 건강과 복지의 증진”로서 상 사업으로 인한 주

민의 건강에의 향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향평가

는 실시되지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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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처키海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권 허용 및 탄성파 탐사 활동 (2007)

(Chukchi Sea Oil Plan and Gas Lease Sale and Seismic Surveying Activities)

EIS 보고서 원문

URL: http://www.alaska.boemre.gov/ref/EIS%20EA/Chukchi_FEIS_193/feis_193.htm

개 요

∙ 미국 연방정부 NEPA 체계에서 최초로 시행된 건강영향평가(HIA) 사례

∙ 알래스카 북부 처키해의 3,400만 에이커에서의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와 시추권을 연

방정부가 허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오랫동안 North Slope 군의 원주민 부족에서 반대

해 왔으나, NEPA문헌에서 다루어지지 않아왔음. North Slope 군은 알래스카 북부 지

역의 군으로 인구 약 7,500명 중 이누피아트(Inupiat) 원주민이 70%를 차지함.

∙ 원주민들은 처키해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로 인해 다음의 건강영향을 제기해 왔음.

   - 오염물질로 인한 영향 : 오염된 어류와 사냥감 섭취로 암 발생 위험 증가, 가스 

발생으로 천식 증가

알래스카의 원주민 부족 표 원회(Alaska Inter-Tribal Council, 

AITC)는 North Slope군청과 손을 잡고 NEPA 체계 안에서 건강 향

평가를 시도하 다. 당시 진행 이었던 3개의 환경 향평가가 있었는데, 

이 에서 처키해 석유 가스 개발권 입찰에 한 환경 향평가(사례3)와 

북극해 연안지역 석유  천연가스 개발권 허용에 한 환경 향평가(사

례4)에 해서는 간이평가가 실시되어 환경 향평가서에 “환경 정의” 분

야에 해당 내용이 추가되어 보고서에 기술되었다. 마지막 사례인 

National Petroleum Reserve 석유 개발권에 한 환경 향평가(사례5)

의 경우 포  평가로 진행하여 건강 향 감 안까지 도출할 수 있

었다. 

가) 사례 3 : 알래스카 북부 처키해 석유 가스 개발권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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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양 섭취 관련 영향 : 원주민의 생존식이 행태에서 식품을 상점에서 구입하는 

행태로 전환되면서 당뇨병 및 대사증후군 증가

   - 사회적 질환 : 인근 지역의 산업화로 사회문화적 스트레스가 급증하여 원주민의 

자살률, 가정 내 폭력, 음주나 마약 사용의 증가

건강영향에 대한 평가

∙ 알래스카의 229개 원주민 부족 대표로 구성된 Alaska Inter-Tribal Council[AITC]과 

North Slope 군청(NSB)이 연방정부 국토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 BLM)

과 광물관리국(Mineral Management Service, MMS)을 접촉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건

강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수락하여 EIA에 건강 항목이 추가됨.

∙ 평가방법 : 간이평가 (logic pathway, 주민 증언, 전문가 의견, 관련 EIA 내의 건강관련 자료)

∙ 대상지역 : North Slope 군의 8개 이누피아트 원주민 마을 (각 마을은 250~4,000명이 

거주), 이들의 건강 수준은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미국 전체 평균에 비해 취약하

며, 특히 암 발생률, 사회적 질환 및 만성질환이 높은 편임.

∙ 평가항목 : 대기 및 수질, 사회문화적 동요, 자급자족 생활행태의 혼란, 알코올 및 마

약 접근성

∙ 주요결과

   - 사고, 당뇨병, 암, 내분비계 질환의 증가, 식량안전보장 취약, 알코올 및 마약 남

용의 증가, HIV 에이즈 및 매독 노출 위험 증가 등

∙ 평가결과에 대한 제안사항

   -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측정하고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확립

   -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로 인한 건강영향 관련 연구의 강화

   - 개발권 입찰시 건강 영향 저감 정책 적용

소 결

∙ 이미 진행 중인 EIA에 건강 항목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EIA 결과에 따라 새로운 저감 

정책은 도입되지 못하였으나, 입찰시 저감정책 적용을 기대함.

∙ 광물관리국(MMS)에서 North Slope 군청과 원주민 대표 위원회(AITC)와 협력하여 건강

영향 저감 정책을 추진하기로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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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북극해 연안지역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권 허용 (2007)

(Arctic Outer Continental Shelf Oil and Gas Leasing Program)

EIS 보고서 원문

URL: http://www.boemre.gov/5-year/2007-2012FEIS.htm

개 요

∙ 위의 [사례3]과 유사한 사업이며, 알래스카 북부 동쪽에 위치한 연안지역에 대한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및 시추권 허용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건강영향에 대한 평가

∙ 위의 [사례3]과 유사한 대상집단과 평가방법

∙ 주요결과

   - 자급자족을 위한 식량에 대한 위협으로 대사증후군 관련 질환 발생 가능성, 식량

안전보장 취약, 사회문화적 긴장상태 상승, 알코올 및 마약 남용, 사고 및 가정 

폭력 증가

   - 고용 효과는 비교적 작을 것으로 예측됨.

∙ 평가결과에 대한 제안사항

   - 개발권 허용 계획에 대한 대안으로 9가지를 제시하였으며, EIA 보고서에 포함되

었음.

소 결

∙ 광물관리국(MMS)에서 North Slope 군청과 원주민 대표 위원회(AITC)와 협력하여 건강

영향 저감 정책을 추진하기로 약속함.

나) 사례 4 : 북극해 연안지역 석유  천연가스 개발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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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 알래스카 National Petroleum Reserve 석유 개발권 (2007)

(National Petroleum Reserve-Alaska Plan)

EIS 보고서 원문

URL: http://www.blm.gov/ak/st/en/prog/planning/npra_general/nw_npra.html

개 요

∙ 알래스카 북동부에 위치한 North Slope 군 내의 지역 4,600만 에이커에서의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계획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건강영향에 대한 평가

∙ 평가항목

   - 탄성파 탐사 활동

   - 교통량(항공, 육로) 증가

   - 석유 수송 파이프 건설 

   - 도로 건설

   - 정유시설 선설

   - 대기오염물질 배출

   - 석유 유출 사고

   - 지역 고용 창출

   - 외부인 인구 유입

   - 수입 증가 (세입, 원주민 단체 수입, 임금 등)

   - 개발사업 종료 후 고용 감소

∙ 평가방법

   - 주민회의

   - 진행중인 환경영향평가의 관련 내용 검토

   - 전문가 자문 (지역 공중보건 전문가 생태 전문가, 연방정부 국토관리국(BLM) 

NEPA 전문가, AITC와 NSB 관계자 등)

다) 사례 5 : 알래스카 National Petroleum Reserve 석유 개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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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결과

   - 사회문화적 긴장상태 상승, 알코올 및 마약 남용, 사고 및 가정 폭력 증가 등 사

회적 질환 발생 증가

   - 도로 등의 건설로 인하여 알코올, 마약의 접근성 증가 뿐 아니라, 교통 및 이동량 

증가로 사고 발생 위험도 증가

   - 식량안전보장 취약 (자급자족에 비해 식품 가격 상승)

   - 자급자족을 위한 식량에 대한 위협으로 대사증후군 관련 질환 발생 가능성

   - 고용 및 수입의 증가는 자급자족 생활양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며, 사업 종료 

후 더욱 큰 부정적인 영향이 남게 됨.

   - 외부인의 유입 증가로 전염성 질환의 확대

   -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고용의 증가, 보건의료 서비스의 향상, 인프라 제고

∙ 평가결과에 대한 제안사항

   - 개발사업 주관 부서에서 건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의 생산과 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

   - 건강자문위원회를 구성, 연2회 정시 회의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개발 활동에 대

해 감시하도록 함.

   - 기름 유출 사고 발생시 건강 영향을 측정 (개발자가 예산 부담)

   - 자급자족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지원책

   - 공중보건 및 안전 정책 추가

   -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 및 모니터링 강화

소 결

∙ 국토관리국(BLM)은 건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적 범위 내에서 저감정책을 추진

∙ North Slope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사업자는 관련 보건당국과 지역사회

와 협의해야 함

∙ 알래스카 주에서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관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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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독 HIA 추진

미국에서 건강 향평가는 최근 큰 심을 받으며 발 하고 있다. 

Healthy People 2020은 건강 향평가를 국민건강증진 목표 달성을 

한 요한 기획 도구로 삼고 있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0). 질병 리본부의 “Healthy Places” 로그램의 

한 요소로 지역사회나 단체에서 건강 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 지원

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2년 4월 3-4일에는 제1회 건강 향평가 

회가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어 국에서 430명의 문가가 모 다. 참

가자들의 문분야는 공 보건을 비롯하여, 도시계획, 주거, 교통, 농업, 

환경 등 다양했으며, 등록이 당  상했던 것보다 6주가량 일  마감되

어 건강 향평가에 한 심이 단히 높음을 보여 다(Wernham, 

2012). 2007년까지만 해도 문헌에서 27건의 HIA 사례가 보고된 가운

데(Dannenberg et al., 2008), 최근에는 기하 수 으로 추진사례가 증

가하 다. HIA가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는 분야는 지방정부의 소규모 

개발사업이며, 토지이용이나 교통 련 정책에 한 HIA도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그림 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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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분야별 미국 HIA 추진현황 (1999-2012)

자료: Fiedling, J. (2012, April) Introductory Keynote Address: The Need for HIA. National HIA Meeting 
(Day One), Washington, DC.

〔그림 3-3〕 정부 단계별 미국 HIA 추진현황 (1999-2012)

출처: Fiedling, J. (2012, April) Introductory Keynote Address: The Need for HIA. National HIA Meeting 
(Day One),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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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미국 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가. 제한적인 건강영향 검토

미국은 EIA 내에서 건강 향을 고려할 수 있는 효과 인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NEPA는 강력한 규제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규정에서 

건강에 한 검토의 범 도 넓게 책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 으로는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 지 까지의 환경 향평가 추진 사례

를 살펴보면 건강을 검토하는 사례가 을 뿐 아니라, 검토하더라도 그 

내용과 범 는 생물-물리  건강결정요인으로 인한 신체  건강 향의 

검토에 국한되어 있다. 상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주민의 신체 , 

정신 , 사회  건강의 범 한 개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  건강결정요인 검토해야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NEPA에서 건강 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요인으로 EIA가 환경 

주로 진화하여 보건 문가에 의해 주도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

으로 지 할 수 있다. 더구나 건강의 결정요인과 향은 복합 이며 

직 인 인과 계를 정확하게 측하기 어려워, 정략 인 분석에 익숙

한 환경 문가의 입장에서는 분석 가능한 범  내에서 건강 향에 

한 검토가 이루진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EIA에 포함해야 할 건강 련 항목이나 분석 방법 등에 한 기 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등 건강 향을 검토하기 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했던 것도 EIA에서 건강 향이 고려되는 데 한계 으로 작용했다.

나. HIA를 통한 정책적 변화 유도

미국의 HIA 추진 사례에서 사업에 한 HIA를 시행한 결과로 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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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건강에 정 인 정책  변화나 사업 계획의 수정으로 이어졌

다. 캘리포니아 샌 란시스코시의 Trinitiy Plaza 아 트 재건축 사업의 

경우, 기존 주민들에게 이  수 의 임 료로 주택을 계속 공 하기로 

결정되었으며, ENCHIA에서 기 오염의 건강 향이 밝 짐으로 인해

서 샌 란시스코 시 차원의 도시계획에서 기 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알

래스카의 경우, 통합 HIA/EIA의 시행으로 향후 개발사업에 한 EIA 

시행에서 건강 향 검토에 한 새로운 규정이 생겨 HIA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  체계가 정비되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을 하여 련 기  간의 력 체계가 구축되었다.

다.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

샌 란시스코나 알래스카의 건강 향평가 사례는 모두 주민들의 요구

에 의해서 실시하게 된 경우이다. 오랜 기간 동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의 건강 향에 한 문제를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환경 향평가에 제 로 반 되지 못하 다. 건강 향에 

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요구사항은 포 인 사회  건강결정요인에 

한 것들이며, 주택, 지역사회 문화, 소음 등 다양한 요인들을 복합 으로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 향평가는 주민들의 문제의식에서 

시작하고, 주민의 시각에서 평가되고 분석되는 것이 하다. 한편, 

EIA는 문가 집단이나 문 평가기 에서 정량 인 분석을 실시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맥락 인 면을 모두 악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더구

나 정책 인 변화를 꾀하기 해서는 지역사회 지도자들이나 주민들간의 

계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HIA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는 필수 이다. 

미국의 사례는 HIA를 실시하게 된 동기에서부터 분석방법과 안의 선

택과 반 의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주도 인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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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적절한 분석 도구와 평가기준 개발

EIA에 건강 향평가를 강화하기 해서는 잠재  건강 향을 측하

고 분석하는 기법과 평가기 에 한 지침을 발 시켜야 할 필요가 있

다. EIA는 역학조사나 해성 평가와 같은 정량 인 기법을 선호한다. 

그러나 사업으로 인한 포 인 건강 향을 측하기 해서는 이와 같

은 방법만으로는 부족하다. 샌 란시스코의 HIA 추진 사례에서는 분석

을 한 자료의 부족과 분석 방법의 한계를 체감하고, HIA 추진 사례의 

결과로서 도시계획의 요소들과 건강 향에 한 다양한 모니터링 시스템

들을 구축하게 되었다.

제2절 호주

  1. 호주 건강영향평가 발전의 3가지 유형

호주에서 건강 향평가는 1990년  반부터 발 하기 시작했다. 호

주에 처음 소개되었을 당시에는 개발사업에 한 환경 향평가의 일부로

서 건강 향평가를 실시하 으나, 최근에는 정책, 계획  로그램에 

한 건강 향평가에 더 많이 집 하고 있다. 동시에 호주는 미국과는 

달리 “건강 형평성”에 을 둔 건강 향평가 유형이 발 했다. 

가. 유형 1: 환경영향평가에서의 건강 영향 고려 (통합 HIA/EIA)

1994년 호주 국립 건강 의학 연구 원회(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는 “환경과 건강 향평가 보고서(Report on 

Health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를 발간하여 EIA에 



제3장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외국사례∙99

HIA을 통합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 다. 당시 EIA 의 추진 황을 분석

하면서 EIA에서 건강이 고려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자연스럽게 보건

부가 EIA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상을 보고하 다. 그리고 환경 향평

가에서 건강 향평가를 실시하기 한 제도  략을 제안하 다. 한편, 

호주 연방정부에서 EIA의 주 부처인 enHealth도 EIA에서 건강에 한 

고려를 강화하기 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Health Impact Assessment, 2001)을  세계에서 최 로 발표

하 다. 여기에는 EIA에서 범 한 건강결정요인으로 인한 건강 향에 

한 검토가 필요하며, 부정 인 향 뿐 아니라 정 인 향도 포함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 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지침에 불과할 뿐 

강제 집행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었다.

2005년에는 호주 공 보건 원회(National Public Health 

Partnership)가 연방정부, 역정부, 지방정부의 모든 수 에서 개발사업

에 한 건강 향평가의 시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여 HIA를 

기존의 EIA에 통합하여 실시하기 한 법 , 제도  연구를 실시하 다. 

당시 행 법 체계는 범 한 건강 향을 검토하기 어려운 등 평가범

가 한정되어 있었으며, 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보건당국의 상 인 

권한이 취약하다는 이 지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개발사업에 한 건강 향평가

의 도입 노력이 단되었다. 호주의 HIA 발 은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

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더욱 활발하게 발 하고 있다.

한편, enHealth와 공 보건 원회는 재 호주 건강보호 원회 산하 

환경보건 원회로 통합되었고, 2001년 개발된 건강 향평가 가이드라인

은 재 개정 에 있다. 연구기 으로는 Western Australia 주 Perth에 

치한 Curtin University가 2001년부터 환경건강 향평가 WHO 력

센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계자 역량강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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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형 2: 건강한 공공정책과 건강영향평가

  
건강한 공공정책을 수립하기 한 도구로서 건강 향평가의 도입은 

2002년부터 본격 으로 추진되었다. 연방정부의 “보건교육 연구 기 ”

에서 건강 향평가를 공공정책과 공 보건에 용하기 한 략을 연구 

과제를 추진하 다. 보건 이외의 분야의 건강결정요인 련 정책과 사업

에 해 건강 향평가를 실시하여 건강한 공공정책을 달성하는 것을 목

표로 하 다. 기존에 건강 향평가를 추진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연구

에서는 역량강화와 산 지원, 연방정부의 추진력과 부서간 연계 역할, 

시범사업의 추진, 질  제고를 한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우선 과제로 

제안하 다. 지 은 연구 기 의 지원이 종료되었지만 빅토리아

(Victoria)와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州에서는 역량강화 활

동이 지속되어 추진되고 있다.

다. 유형 3: 건강 형평성과 건강영향평가

건강형평성 심의 건강 향평가는 유형 2의 건강한 공공정책 심의 

건강 향평가와 함께 발 하 다. 2002년 연방정부 “보건교육 연구 기

”지원 사업으로 6개의 시범 사업을 실시하여 인구집단 간 균형 있는 

건강 향의 분포를 달성하기 한 것이다. 뉴사우스웨일즈州 보건국의 

‘뉴사우스웨일즈 건강과 형평성 정책’에서 건강 형평성을 달성하기 한 

략으로 건강 향평가를 추진하기로 하여 산 지원이 이루어졌다.

  2. 호주의 주(州)별 건강영향평가 추진 현황

  
재 호주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건강 향평가 추진은 없으며, 주정부

와 지방정부에서 각각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 황이다(표 3-2).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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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주에서 EIA 내에 건강 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빅토리아, 퀸즈

랜드, 뉴사우스웨일즈  사우스오스트 일리아 주는 정책 HIA와 형평

성 HIA를 모두 실시하고 있으며, Australian Capital Territory에서는 

형평성 HIA를 실시하고 있다.

〔그림 3-4〕 호주의 광역 행정구역

법적근거
HIA 추진 사례

통합 HIA/EIA 정책 HIA 형평성 HIA

연방정부 O O

Victoria O O O O

Tasmania O O

Northern Territory O

Western Australia O

Queensland O O O

New South Wales O O O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O O O

South Australia O O O

〈표 3-2〉 호주 州별 HIA 법적 근거 및 추진 사례 현황(Harris & Spicket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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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Victoria

빅토리아州는 2008년 빅토리아州 공 보건과 안녕 기본법(Public 

Health and Well-being Act 2008)에서 건강 향평가를 법제화하여 건

강한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데 효과 인 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주정부

는 도시 등 지방정부에서의 건강 향평가 제도화를 지원하고 있다(Blau 

& Mahoney, 2005). 특히 Melbourne시 인근에 치한 Monash 

University의 Social Health Impact Assessment Team과 함께 HIA 

역량강화에 력하고 있다. 

나. Tasmania

타즈매니아州는 EIA 내에서 HIA를 실시하도록 “1994년 타즈매니아 

환경 리  오염통제법(Tasmanian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Pollution Control Act 1994)”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주정부 

보건국장이 요구할 경우 EIA에서 건강 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

나 실 으로 추진 인력의 부족으로 용되지는 않았었다. 스코핑 단계

에서 개발사업자가 보건부 등 련 부처와 의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등 개선 노력은 있었으나, 비-보건 분야가 주 하는 환경 향평가 차

에 보건부가 참여하는데 의사소통이나 추진일정, 련 의견 수렴 등에서 

많은 한계가 드러났다. 최근에는 주정부 보건국에 HIA 문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HIA 추진에 질  제고를 꾀하고 있으며, 사회 향평가에서 건

강을 고려할 수 있는 략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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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Northern Territory

노던테리토리(NT)州의 경우, 보건가족국이 NT 환경 향포럼의 원

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NT 환경 향평가법(Environmental 

Assessment Act) 개정안에 HIA을 포함할 것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

다. 보건가족국의 환경보건과는 개발사업에 한 HIA 실행을 지원하기 

하여 업, 건설 등 산업분야별로 지침서를 개발하 고, 건강증진과는 

HIA 추진을 한 담당자와 인력의 역량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라. Western Australia

웨스턴 오스트 일리아州의 경우, 자원개발 활동이 성장 동력이기 때문

에 개발사업 뿐 아니라 개발계획과 정책 수 에서부터 건강 향을 고려

하고 있다. 주정부 보건부는 역계획 원회의 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역계획 수립과정에서 건강에 한 주정부의 심을 엿볼 수 있다. 주

택, 화재 등 응  서비스, 어업활동, 교통 분야에서는 이미 보건부와 

의하여 향평가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 새로 개정되는 공 보건법에서 

HIA를 EIA에 통합하여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추가될 망이다.

마. Queensland

퀸즈랜드 보건부는 인구증가, 도시화, 환경변화, 경제성장  개발 사

업으로부터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하여 건강 향평가의 잠재성을 인식

하여 도입하고 있다. 퀸즈랜드 건강증진계획 2007-2012 (Population 

Health Plan 2007-2012)에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과 개발사

업에 해 체계 으로 건강 향평가를 도입하기 한 략을 수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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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New South Wales

뉴사우스웨일즈(NSW)州는 호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로서 보건부의 환경보건과는 지속 으로 EIA 추진과정에서 건강 련 

검토를 해오고 있다. 한편, 보건부에서 독자 인 HIA를 추진하기 하

여 Health Impact Assessment Project를 통해 조직 으로 역량을 강화

해 오고 있으며, 그 사례는 WHO의 Commission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보고서에 소개되었다. 건강 향평가는 재 

NSW의 건강증진계획의 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한편, NSW주에 

치한 New South Wales University의 Centre for Health Equity 

Training Research and Evaluation 에서는 재까지 35개의 HIA에 참

여해 오고 있으며, 학원 석사과정에서 HIA 과정을 신설하는 등 문

가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사.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ustralian Capital Territory(ACT)에서 HIA는 의무 시행 상이 아니

지만, 필요한 경우 보건국장이 개발사업자에 HIA를 요구할 수 있다. 

Planning and Development Act 2007에 따라 환경 향평가의 스코핑 단

계에서 Planning and Land Authority는 ACT Health와 의하여 평가 범

와 항목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보건부의 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ACT

의 건강 향평가 추진 체계는 재까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으며, 보건

부가 환경 향평가 추진 기단계에서부터의 참여가 가능하여 범 한 건

강 향에 한 검토가 가능하다. 한 공 보건법 1997에 따라 환경 향평

가 실시 상이더라도 보건국장의 권한으로 건강 향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어 보다 면 하게 건강 향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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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South Australia

사우스오스트 일리아州는 “모든 정책에 건강을(Health in All 

Policies, HiAP)”을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로 하여 건강과 지속가능성

을 달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한 략으로서 “건강 즈 분석

(Health Lens Analysis)”을 명칭으로 하는 HIA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개발사업의 환경 향평가에서 건강 향을 검토할 때 보건국

의 환경보건과와 의하여 진행하고 있다. 추가로 보건국은 사우스오스

트 일리아 토지계획이나 발 계획 등 역 계획에도 참여하는 형태로 

건강 향을 검토하고 있다.

  3. 호주 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가. EIA내에서의 HIA 추진 강화

호주는 1990년 부터 EIA 내에서의 HIA 추진을 선도하는 국가 다. 

호주의 경우, EIA는 연방법에 따라 각 주별로 독자 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HIA도 주별로 EIA에 통합되어 발 하 다. 그러나 최근

에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측면에서의 건강 보호와 정책  차원에

서의 건강증진의 구분이 어들고 있으며, 상호 력의 필요성이 증 하

고 있다. 한, 호주의 자원개발 사업 붐으로 인하여 EIA와 HIA에 

한 심이 크다. 한편, 호주에서도 EIA 내에서 HIA 실시에 따른 규제 

강화 등의 불만이 여 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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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량강화를 위한 주정부 및 대학의 연계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에서 HIA에 한 정책 인 심과 지원은 시

기에 따라 유동 일 수밖에 없다. 그 기 때문에 호주에서는 HIA의 방

법론  개발이나 역량을 개발해야 하는 요성을 더욱 강조하여 HIA 

추진 시스템이 안정 으로 도입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여러 

학에서 HIA 련 연구 뿐 아니라 연수 과정 등을 주정부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경험을 통한 학습을 강조하면서 HIA를 실

제로 추진하면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HIA 

추진에 한 역량이 개발되면서 정책 으로 HIA가 법제화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지방정부 중심의 HIA 추진 장려

상  수 의 정책 (upstream policies)으로 인한 건강 향을 이고 

형평성 달성하기 한 도구로서 HIA를 주정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주정부 별로 HIA 련 제도를 마련하거나 

지방(도시)정부에서 건강한 공공정책을 수립하기 한 HIA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거나 훈련을 제공한다.

제3절 뉴질랜드

  1. 뉴질랜드의 환경보건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추진 체계

뉴질랜드의 건강 향평가는 환경 향평가 내에서 실시된다. 뉴질랜드

의 경우, 모든 개발사업은 자원 리법 (Resource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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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RMA])의 규제를 받는데, 행정기 의 승인이 필요한 모든 사업 제

안에 하여 “환경 향에 한 평가(assessment of environmental 

effects[AEE])”를 실시해야 한다. RMA에서 환경을 매우 범 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건강에 한 향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개발사업에 한 건강 향을 검토할 경우 체로 환경

보건학인 측면에서 분석되고 있었다. 뉴질랜드는 1990년  부터 일

이 HIA에 해 심을 갖고 발 시키고 있으며, 1995년에는 뉴질랜드 

공 보건 원회에서 건강 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기도 했는데, 이

는 RMA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에 한 HIA를 실시하는 것과 련하여 

해성 평가와 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Morgan, 2011).

최근에는 HIA를 정책에 해서 실시하도록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

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뉴질랜드 보건부에서는 2004년 HIA 

toolkit을 발표하는 한편, HIA 추진을 한 담당자 역량강화 로그램을 

지원해 오고 있다.

뉴질랜드 건강영향평가의 특징

○ 통합형 HIA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공 보건  환경보건의 역사가 길다.

○ HIA가 속도로 발 하고 있다.

  2. EIA 내에서 건강 영향을 평가한 사례

다음의 3가지 사례는 EIA내에서 건강 향을 평가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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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Marsden B 화력발전소 

(Marsden B coal fired power station)

개 요

∙ 1970년대 후반, 뉴질랜드 수도 Auckland 북쪽에 위치한 Whangarei 지역에서 석유화

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제안되었으나, 당시 석유 파동으로 계획이 무산되었음.

∙ 1990년대 후반, 공기업인 마이티 리버 전력(Mighty River Power)에서 인수한 후, 

2005년에 석유 대신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추진함.

∙ 건설부지는 해안 지역이며, Marsden 정유 공장과 같은 지역에 위치함.

∙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RMA하에서는 이를 검토할 규정

이 없다고 주장하여 건설계획은 예정대로 계속 추진되기로 결정(2005).

∙ 일부 사항에 대한 수정 조건 하에 건설 허용이 인가되었으나, 2007년 정부에서 계획

을 전면 백지화함.

건강영향에 대한 평가

∙ 주요 검토 사항 : 대기의 질, 수질, 소음

∙ 환경영향평가(AEE)는 직접적으로 건강을 다루지 않으며, 환경 기준 준수 여부만 표시함.

   - 예를 들어, 조사보고서에는 냉각 과정과 인근 해안으로 냉각수 배출이 지역 건강

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되고 있으나, 최종 환경영향평가 보

고서에는 기술되지 않음.

   - 또한, 현재 대기 중 오염물질 배출 현황은 환경 기준 이하를 따르고 있다고 발

표하였음. 그러나, 실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내용에서는 현재 기준보다는 WHO

에서 제시하는 보다 강력한 기준(’10 min’)을 도입해야 천식 환자에 부정적인 

건강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이 점을 축소하여 발표하였음.

   - 한편, 폐수 내 오염물질 검출 기준 준수와 중금속 축적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기준 준수 여부만을 다루는 것을 비판하는 입장이었음.

소 결

∙ Marsden B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AEE)에 건강에 대한 영향은 

명백하게 분석되거나 보고되지 않았음.

∙ 이는 지역주민의 지나친 관심을 환기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건강에 대한 영향은 일부 조사결과보고서에서 보고하고 있으나, 환경 기준 준수 여부

를 표시하는 정도로 최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음.

∙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검토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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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Holcim 시멘트 공장 (Holcim cement works)

개 요

∙ 2005년, 뉴질랜드 남섬의 동쪽 해안 마을인 Oamaru에 Holcim 시멘트 공장 건설 계

획을 당국에 제출하였음.

∙ Oamaru는 시멘트 원료가 풍부한 지역이며, 인근 석탄 광산에서 연료를 조달할 수 있

어 1980년대부터 소규모 시멘트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 공장 건립 후 항만을 통해 시멘트는 전국으로 수송될 것임.

∙ 해당 지역은 대부분 양목장을 운영하는 농촌 지역임.

∙ 2009년 환경법원에서 건설 허가 판결이 내려졌으나, Holcim사에서 건설이 지연되고 있음.

건강영향에 대한 평가

∙ 주요 검토 사항 :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 지역 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

∙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경우, 인체 영향과 관련된 환경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

하였으며, 인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 지역사회 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내에서 별도로 사회

영향평가(SIA)를 실시하였음. 여기에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지역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건강 문제(특히 야간이나 주말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과 스트레스, 공장 굴뚝 연기로 인한 가족 및 동물 건강에의 영

향 등)를 강조하였음. 

소 결

∙ 건강영향평가(HIA)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으며, 환경영향평가(AEE)에서 건강을 염두에 

둔 몇 가지 환경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였음.

∙ 사회영향평가(SIA)에서 일부 건강에 대한 검토가 실시되어 의사결정에 반영되기는 하

였으나, SIA에서 검토한 사회적 영향들은 최종 환경영향평가(AEE)에서 중요한 건강결

정요인들로 다루지 않았음.

∙ SIA에서 지적한 지역사회 분열이나 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해 개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 고려되지 않음.

∙ 별도의 HIA가 단독으로 추진될 경우, 환경영향 조사결과와 사회영향평가의 결과를 바

탕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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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Central Plains 관개 사업 

(Central Plains Water scheme)

개 요

∙ 뉴질랜드 남섬(South Island) 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 부근 캔터베리 평야

(Canterbury Plains)에 저수지 및 수로를 건설하여 Central 평야에 60,000ha의 농수 

공급 및 수자원 확보.

∙ 사업 추진을 위해 크라이스트처치 시청(Christchurch City Countil)과 셀린 군청(Selwyn 

District Council)은 공동으로 위탁사업체인 Central Plains Water Trust(CPWT)를 설립

하여 사업을 위한 관련 허가(resource consent)를 획득하고, CPW 주식회사를 통해 사

업 추진을 위한 예산 조달 활동을 시작하기 시작하였음.

∙ CPW 주식회사의 주주의 75%는 해당 지역의 농민이며, 2개의 지방정부도 주주로 참여함.

건강영향에 대한 평가

∙ 2000년부터 사업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어 사업의 포괄적인 사회 및 환경적 영향을 분

석하였으며, 2006년에 캔터베리 광역정부 환경국에 제출되었음.

∙ 2008년부터 공청회가 시작되었으며, 2009년 10월까지 이어져 계획에 반영되었음.

∙ 한편, 2006년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AEE)에는 건강영향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단, 건설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언급만 있음.

∙ 환경영향평가(AEE)가 사회적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사회영향평가

(SIA)를 실시하게 되었으나, 여기에도 건강영향은 체계적으로 분석되지 않았음.

∙ 건강영향이 충분히 사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캔터베리 광역정부 보건국의 환경보건 팀은 

중앙정부 보건부의 HIA 지원팀에 예산을 요청하여 건강영향평가(HIA)를 실시하게 되었음.

∙ 건강영향평가(HIA)의 실행을 계기로 캔터베리 광역정부의 관계자들은 건강영향평가(HIA) 

추진을 위한 역량을 키울 수 있었음.

∙ 건강영향평가(HIA)는 간이평가(rapid appraisal approach)로 desktop study가 진행되었

으며, 다음의 주요 건강영향을 도출하였음.

   - 관개면적의 증가로 토지이용이 확대되어 식수 수질에 대한 위협 발생

   - 빈곤, 불형평성, 고용, 사회적 연계 등의 사회경제적 영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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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결

∙ 최종 위원회에서는 HIA의 권고사항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CPW 주식회사에 허가를 

승인해줌.

   - CPW 관개 사업으로 인해 혜택이 사회경제적인 인구집단별로 불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허가승인 위원회에서는 보건당국의 영역이 아니라고 함.

   - 허가승인 위원회는 토지이용에 대한 권한은 없으므로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

   - 간이평가로 이루어진 HIA는 전문가의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음.

  3. 뉴질랜드 사례에서 시사점

가. EIA 내에서 HIA 추진

뉴질랜드는 건강 향평가를 한 제도 , 기술  비가 비교  우수한 

국가이다. 를 들어, 1995년부터 건강 향평가 지침서를 발간하 고, 

Resource Management Act에서 환경 향평가에서 건강 향을 함께 평가

하도록 하는 등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향평가 

내에서 건강 부문이 잘 반 되지 않는다. 환경보건 기 에 거한 평가 

실시로 보다 범 한 건강 향을 측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자발 으

로 HIA를 실시한 경우, 최종 의사결정에서 반 이 되지 않고 무시된다. 

나. 역량과 기술 강조

뉴질랜드의 사례에서는 EIA 내에서 HIA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최종 정책 결정에 반

되지 못하는 경우가 드러나면서 보다 범 한 건강결정요인에 하여 

고려할 수 있도록 기술과 역량을 개발하는 데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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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독일

  1. 독일의 EHIA 제도

독일에서 개발된 EHIA 10단계 과정은 EHIA 실시를 한 일반 인 

차를 보여주고 있다(표 3-3). 

먼  상 사업에 한 분석(1단계), 상 지역에 한 분석(2단계), 

상 인구집단에 한 분석(3단계)을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환경 

련 기본 황을 악(4단계)하는데, 재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 황과 

환경 련 모니터링 황을 악한다. 모델링을 통하여 장래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을 측(5단계)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 향을 측(6

단계)한다. 6단계는 체 과정  가장 핵심 인 단계가 된다. 

건강 향을 측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① 지역사회의 특성 

 삶의 질과 련한 정성  분석이 있으며, ② 배출 물질의 기  허용

치가 있는 경우와 ③ 발암물질과 같이 추가 험에 한 해성 평가로 

나  수 있다. 

이들 향을 요약(7단계)하면서 앞선 단계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 

사업 계획에 한 권고안을 제시한다(8단계). 권고안을 제시할 때에는 

계획 수정사항을 제안하는 것을 포함하여, 환경오염 물질 배출에 한 

리와 모니터링, 정보 공개  사업 완료 후 분석 실시 등에 하여 검

토한다. EHIA의 차의 복잡성과 향 분석 방법론의 다양성  분석 

과정에서 가정 설정 등으로 인하여 EHIA에서 분석한 결과를 련 이해

당사자들과 공유하고 의사소통하는 것(9단계)은 쉽지 않은 단계이다. 

EHIA에서 분석한 결과는 개발계획을 기획한 개발자 뿐 아니라, 인허가

를 담당하는 정부기   일반 주민들에게 리 알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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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IA의 10-단계
적용 사례 

(1) 폐기물 처리시설 확장 사업 (2) 우회도로 건설사업

[1단계] 대상사업 분석

- 질적‧양적 분석

- 화학물질, 악취, 
미생물 포함 유해물질 

예상 발생수준

- 폐기물 처리시설을 연간 

16.9ha 확장하여 24만톤 

폐기물을 처리

- 폐기물 처리시설 내 복잡한 

생리-화학적 작용 발생

- 가스, 먼지, 액체, 미생물, 
곰팡이 등 발생

- 배기가스 발생

- 침출수 발생

- 트럭 관련 배출, 소음, 사고 

발생

- 7개의 우회도로 대안(연장 

6,163-6,628m), 1일 예상 

교통량 10,000-28,000대

- 도심 교통량 및 정체 해소 

예상

- 벤젠, 그을음, NO2, CO 
등 배출

- 소음 및 진동 발생

-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 발생

[2단계] 지역특성 분석

- 지형적 특성, 자연환경, 
인위생성적 현황, 
토지이용 현황 등

- 독일 Hildesheim 농촌 

지역에 건설

-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예정지 인근 4개 마을

- 대상지역: 구릉지대, 대부분 

농지, 고속도로 통과

- Rhineland 지역 북서부 건설

- 대상지역 A : 농업+주거지역

- 대상지역B : 도심지역 

(우회도로 건설로 교통량 

감소 예상)

[3단계] 인구학적 특성 

분석

- 인구규모, 인구구성

- 건강수준

- 건강관련 행태

- 지역 총 인구 : 287,000명

- 대상지역의 인구 : 5,863명

- 취약인구 : 병원 2개, 
유치원 및 보육시설 

4개(144명), 학교 

3개(388명), 놀이터 및 

대규모 운동시설(운동장)
- 지역내 농산물 생산 및 

소비, 텃밭, 낚시 활동

- 도시 총 인구: 248,000명

- EIA에서 확인한 취약인구 

이외에 노인요양시설 

1개소가 추가로 확인되었음.
- 1994년 교통사고 현황 : 

대상지역 A 66건, 
대상지역 B 65건. 각 

지역에 치명적인 사고 

1건씩 발생하였음.

〈표 3-3〉 EHIA 10-단계의 적용 사례

이 과정에서 제시된 안 간 험성을 비교하거나 시각 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 일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는 EHIA 추진 결과에 

한 평가(10단계)인데, 이는 EHIA의 제안사항이 수정계획으로 반 된 

경우에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즉, 측했던 로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비교하면서 지속 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단계이다(Feh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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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IA의 10-단계
적용 사례 

(1) 폐기물 처리시설 확장 사업 (2) 우회도로 건설사업

[4단계] 환경관련 

기본현황

-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 환경 관련 모니터링

- 기타 요구되는 자료 

파악

- 현 폐기물 처리시설은 언덕 

위에 있으며, 언덕 아래에는 

1개 마을이 위치함.
- 처리된 침출수는 낚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강으로 흐르는 지류로 

배출되고 있음.
- 강바닥 침전물에 납 농도가 

증가하고 있음. 이는 인근 

Han 산맥에서의 광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됨.
- 토양오염 14건이 보고되었음. 

- 현재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로부터 배기가스 발생

- 지역 내 화학공장 및 

에너지 생산 시설과 

주거활동 으로부터의 

장거리 오염 물질 발생

- 대상지역 B에서는 

산업단지에서의 배출가스 

발생

- 원격계측 시스템인 

“TEMES”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대상지역 B 일부에서 현재 

주야간 소음 수준이 

증가하고 있음.

[5단계] 장래 오염 예측

- 화학물질 발생량 예측

- 환경매체 및 

먹이사슬에의 영향

- 배기가스 발생 : 
무기화학물, 유기화학물 등 

8가지 발암물질 발생

- 4개 수용체에 대한 희석률 

계산

- 12개 지점에서 폐기물 운반 

트럭으로 인한 소음 발생 

측정 결과 비주거 지역 

1곳에서 3.2db 증가 및 

나머지 지역에서는 <1.6db 
증가

- 고밀도 지역 및 

기타지역에서의 야외 대기 

농도 예측과 비교를 위해 

다양한 모형 적용

- 대상지역 A에서의 추가 

화학물질 배출 예상: 
벤젠과 그을음은 적음, 
일부지역에서 NO2 과량 

배출 예상

- 대상지역 B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5% 감소 예상

- 주거지역에서 야간 소음 

발생 예상

[6단계] 건강 영향 예측

(a) 매체별 허용기준치 

비교

- 화학물질 배출 기준치

- 기타 위해물질 기준치

(b) 정량적 위해평가 

(QRA)
- 발암물질에 대한 

QRA

- 모든 마을에서의 대기 오염 

물질 발생량은 허용치 이하

- 배출수에는 많은 위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효과적인 

정화처리 및 관리가 요구됨.
- 발생되는 소음은 주거지역 

내에서는 큰 영향이 없음

- 경로: 대기, 토양, 피부 노출, 
육류, 우유, 물, 어류 섭취

- 각 우회도로별 가장 불리한 

결과를 비교

- 법적 허용 기준 이내

-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하여 

대상지역 A에서 소음 

발생량 증가

- 대상지역 B에서 소음 감소

- 2개 발암물질(벤젠, 디젤 

그을음)의 대기 경로에 대한 

단순 위해성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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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IA의 10-단계
적용 사례 

(1) 폐기물 처리시설 확장 사업 (2) 우회도로 건설사업

- 개인 평생 암발생 위험도 

증가 : 1개 마을에서는 

대기를 통해 최대 1.3x10배 

증가, 나머지 위해물질에 

대해서는 경로별 암 발생 

위험 1x10-6배 이하

- 암 부담의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기간(70년) 
동안 0.01건 증가 예상

- 4개 지역에 대한 분석 (A 
3곳, B 1곳)

- 대상지역 A에는 암발생 

증가하지 않음.
- 대상지역 B에서 약간의 암 

발생 감소가 예상됨.

[7단계] 영향 분석 요약

[8단계] 권고안 - 대기 중 위해물질 방출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표면을 가능한 빨리 

포장해야 함.
- 폐기물 처리시설 언덕 

아래에 위치한 우물을 

폐쇄해야 함. 수질 모니터링 

목적으로만 사용.
- 폐기물 처리시설 확장 

사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
- 대기, 수질 및 지역사회 

주민과 폐기물 처리시설 

근무직원의 건강에 관한 

모니터링 강화

- 배출물질과 배출현황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 현행 대안(우회도로 

건설하지 않음)에 대한 

분석이 강화되어야 함.
- EIA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된 6안은 소음으로 

인해 많은 인구가 영향을 

받으므로 제외되어야 함.
- 교통량 변화로 인한 영향과 

함께 소음의 영향도 

검토되어야 함.
- 어떠한 안이 채택되더라고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함.

[9단계] 결과발표

[10단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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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독일 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가. EHIA 추진을 위한 10-단계 도구의 개발

독일에서 추진되었던 EHIA의 사례를 수집하고 검토하여 공통되는 

10-단계를 도출하여 일반 인 EHIA 추진 과정을 기술하 다. 추후 시

행되는 EHIA에 도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10개의 단계 에서 황 분석, 향에 한 측, 그리고 향에 한 

평가의 3가지가 핵심 인 요소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나. EHIA 실행을 위한 훈련 필요

독일에서 EHIA에 한 10-단계 도구를 개발한 가장 큰 이유  하

나가 장 실무자들이 EHIA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기술과 역량을 개발

하는 것과 련 있다. 보건당국이 EHIA 추진에 심이 많았던 만큼, 이

를 장에서 실행하기 해서는 구체 인 도구나 기술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훈련 워크  등을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제5절 외국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1. 통합 EIA/HIA 실시의 장단점

EIA 제도는 건강 향에 한 분석과 감 책을 사업이나 정책에 반

하기 한 강력한 제도가 된다. 그러나 행 EIA 시스템에서 건강 

향에 한 고려가 미비하며, 통합 EIA/HIA의 한계 은 이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서의 추진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건강이 포 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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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고 환경오염물질 노출에 한 생의학  향을 주로 분석한다. 

한, 지역사회의 맥락  특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정량 인 분석 주로 

진행된다. 더구나 건강 향 측  분석결과에 따라 제안된 감 책을 

최종계획에 반 되지 못한다. 한, 국민의 건강증진을 총 하고 책임의무

를 가진 최고 기 인 보건부(Ministry of Health)의 역할이 무시된다. 

  2.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HIA 실시를 위한 제안점

행 EIA 내에서 포 인 건강 향이 검토되도록 상 사업, 평가 

항목과 범 에 한 규정을 마련하고 기 을 확 하여야 한다. 향평가

에서 ‘건강’ 고려에 한 인식의 제고하기 하여 보건 문가 뿐 아니라, 

정책결정가, 향평가 문가, 일반 국민을 상으로 인식 개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Davies & Sadler, 1997).

스크리닝이나 스코핑 단계에서부터 보건  건강 련 문가들이 참

여하는 등 력 계의 구축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보건

문가는 일 성 있고 명료한 자문을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해서는 

향평가의 제반 과정을 잘 숙지하여야 할 뿐 아니라 검토자로서의 역할

을 잘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건강이나 웰빙 련 지표의 개발, 지역사회 단 에서의 건

강  환경 련 자료 수집, 건강 향을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개

발, 효과 인 감 정책을 제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국제사회에서 SEA내에 건강영향평가 통합 움직임

유엔유럽경제 원회(UNECE)의 Espoo 약에 참가한 국가에 하여 

SEA Protocol(보충 약)을 체결하여 2010년 7월 발효되었다. UN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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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Protocol은 SEA 차에서 건강을 보다 강력하게 검할 수 있는 

법 인 제도를 마련해 주고 있으며, 2011년 6월부터 UN 회원국 모두가 

약에 참여할 수 있다. 국의 경우에는 SEA 로토콜 수행의 일환으

로 SEA에서 건강 향을 검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Draft Guidance 

on Health in SEA)을 마련하 다(UK Department of Health, 2007). 

지난 10년 이상동안 상  수 에서의 정책에 한 건강 향의 고려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에는 유럽을 심으로 국제 인 차원에서 

약의 형태로 제도화와 실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Posas, 2011). 

이와 련하여 우리나라의 HIA 연구와 활동도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주

시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하여 국제사회의 모멘텀을 정

책 으로 활용하는 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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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친환경방역소독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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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평가 국내 사례

환경보건정책에 한 향평가에 한 사례로 동작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을 상으로 건강 향평가를 실시하 다. 특

히, 년도에는 환경분야에 해 건강 향평가를 실시하여 추후 환경

향평가와 건강 향평가를 동시해 추진 할 수 있는 방안에 해 사례를 

만들어 보고자 하 다.

엄 하게 말하자면, 동작구의 친환경방역소독사업을 환경보건사업이라

고 말할 수는 없으나, 건강도시사업이 부분 보건소 사업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평가 상 사업 공모시 환경분야에서 추진

하고 있는 다른 사업을 모집하기는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소독사업의 경우 방역용 살충제를 많이 사용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환경 향과 건강 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에서 환경의 과 건강의 에서 향평가를 실시해볼 수

는 있을 것이라고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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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방역소독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의 필요성

  1. 방역용 살충제 등 관리의 필요성

방제서비스13)는 감염병 방법에서 명시한 법정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

하기 한 직 인 수단으로서 병원균의 방   차단을 목 으

로 한 살균 처리와 감염병을 매개하여 하는 원인이 되는 매개체의 

구제로 인한 간  차단방법이 사용되어진다. 감염병의 주요 매개체로는 

모기, 리, 바퀴, 진드기, 쥐 등이 주요 매개체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을 구제하기 해 사용 되는 매개체의 방제를 한 살충제  살서제, 

그리고 병원균을 직  제어 하기 한 살균제 등이 방역용 소독약제로 

등록 사용되어지고 있다. 방역용 살충제의 경우 지난 2004년 이  유독

물 리 법에 의거 리되어 지던 선행 방법에서 의약외품으로 식약청에

서 허가 등록 리되도록 법제화 된 바 있다.

살충제는 곤충을 방제하기 해 사용되는 약제를 일컫는다. 의약외품

으로 리 되어 지고 있는 방역용 살충제는 가정이나 야외, 공공 역 

등에서 인간에게 직 인 향을 미치는 모기, 리, 바퀴, 쥐를 비롯한 

개미, 빈 , 이 등의 방제에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농업작물의 해충 

피해를 억제하기 해 사용되어지는 살충제인 농약이나, 축산 가축의 질

병 염을 방하기 한 가축방역 살충제인 동물의약품 등과 살충성분이 

크게 다르지 않다. 때문에 의약외품으로 등록 리되어지고 있는 방역용 

소독약품에 한 잔류독성과 흡입성 독성 등 약제로 인한 부작용에 

해서 안 하다고만은 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13) ‘방제(防除)’는 “재앙을 미리 막아 없앰”의 뜻으로 ‘방역(防疫)’의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미리 막는 일”과 같이 쓰고 있으며, ‘방재(防災)’, 즉, “폭풍, 홍수, 지진, 
화재 따 의 재해를 막는 일”과는 구별하여 사용되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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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감염병 방 목 의 살균, 살충제 등은 유독물로 인체 유해물질

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련 법률의 미비로 인하여 한 

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있었으나, 2002년 5월 22일 국회 김

홍신의원 표발의로 ｢약사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 원회로 

회부되었다. 동법(안)의 주요 내용은 약사법상 의약외품의 범 에 방역

소독제가 포함 될 수 있도록 약사법 제2조 제7항 제3호에 ｢감염병 방

을 목 으로 살균‧살충을 해 사용되는 방역소독제｣규정을 신설하는 것

으로 련법령의 미비로 안 성  유효성에 하여 한 리가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방역소독제를 약사법상의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그 

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제안 이유 다.

법령이 제정되기 이 의 방역소독제와 련된 물질에 한 기존 리 

체계를 보면 리, 모기 등을 상으로 사용하는 가정용 살충제는 의약외

품으로 지정되어 안 성  유효성이 식품의약품안 청에서 리되고 있었

으나 옥외에서 감염병 방을 해 사용되는 살균, 살충제는 부분 그 성

분이 유독물에 해당되며 유해화학물질 리법에 의하여 리되고 있었다14).

이러한 사유로 의약외품  감염병 방을 목 으로 살균, 살충, 살서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의 허가(신고) 리에 정을 기하기 

하여 “감염병 방용살균‧살충제등의허가(신고)에 한규정”이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역용 살충제 오남용 문제에 한 문제는 

최근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월 8일 국회보건복지 원회 김용익 

의원실에서의 발표에 의하면, 국 지자체 23곳에서 지난 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유해성 논란이 있는 살충제를 방역용으로 살포해 온 것으

로 나타났다. 

14) 2002년 9월 재 17개 방역소독제 제조업체가 유해화학물질 리법상의 유독물 업자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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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고 있는 살충제는 임산부가 노출될 경우 태아지능을 하시

키는 것으로 알려진 클로르피리포스와 유해물질 리법상 유독물로 지정

된 퍼메트린 등 13종의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클로르피리포스 

성분의 살충제는 2008년부터 유럽연합에서 사용이 지되었고, 미국에

서는 재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퍼메트린은 호흡기 질환, 두통 등 신

경계에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서울신문, 2012).

  2.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방역용 살충제 등 사용 실태

지자체 방역소독 사업은 주로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시설 등은 자체 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

나 보건소 등에서 방역소독 사업을 해 실시하는 경우 은 인력 등의 

문제로 부분 지역사회 주민으로 구성된 자율방역단을 활용하거나 혹은 

방역업체에 탁을 주어 실시하고 있고, 아 트 등 자체 으로 방역소독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에서도 주로 탁업체에 의뢰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사회 자율방역단의 경우 련 교육을 이수한 후에 소독업

무를 수행하기는 하나 문성 등의 결여로 인해 련 약품 취 시 안

사고에 한 우려가 없지 않으며, 약품 분무시 정해진 용량이나 용법 사

용에 한 모니터링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이나 인체의 건강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치고 있는지 제 로 검토된 바가 없다.

방역소독 업무를 문으로 하는 탁업체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방역용 약품 취 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철 등(2004)은 방역용 살충제 사용실태 조사를 하여 국 보건

소 164개소, 민간방역업체 200개소, 아 트 77개소, 학교 115개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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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조사를 실시하 다. 

그 결과에 따르면, 보건소의 경우 방역  작업자에게 살충제 등의 

사용안 에 해 충분히 얘기하는 비율이 66.5%에 지나지 않았고, 방역

작업  33.5%는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해 약제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다. 

민간 방역업체의 경우 방역약품 사용에 한 담당자 교육을 주기 으

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20.7% 고, 9.2%는 방역약품의 정 사용 용

법을 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방역약품에 의한 작업자의 

피해를 경험한 비율도 15%에 달하 다. 특히, 민간 방역업체의 경우 방

역약품 선정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안 성 보다는 약품의 살충, 살균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주민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아 트의 경우 부분이 방역을 

민간업체에 탁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민간방역 

업체의 소홀한 안 리 실태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방역약품으로 인한 2

차  건강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제2절 방역소독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

방역소독사업을 상으로 환경 인 측면과 건강의 측면에서 향평가

를 실시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독일에서 개발된 EHIA(Environmental 

Health Impact Assessment) 10단계 과정을 따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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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EHIA 실시의 10단계 과정

그러나 비교  단기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결과에 한 

환류나 HIA 결과에 한 평가 단계는 거치지 못하 다. 

평가를 해 사업 상 지역인 동작구의 사회, 경제 , 인구학  특성

을 조사하 고, 련된 기후 등의 물리  환경과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등을 악하 다. 한 동작구에서 실시 인 친환경방역소독사업을 해 

사용 인 약품리스트 등 사업 분석을 해 반 인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 고, 부족한 부분에 해서는 련자 면담 등을 진행하 다. 

한, 약품 성분별 해성 평가를 해 련된 자료와 문헌 등을 수집하

고, 문가의 참여와 자문을 통해 사업의 객 성과 문성을 제고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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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동작구 2010 서울특별시

소  계 남 여 총  계 남 여

총 계 402,709
(100)

198,587
(100)

204,122
(100)

10,312,545
(100)

5,111,259
(100)

5,201,286
(100)

0-4 17,067
(4.2)

8,831
(4.4)

8,236
(4.0)

425,291
(4.1)

218,628
(4.3)

206,663
(4.0)

5-9 16,514
(4.1)

8,507
(4.3)

8,007
(3.9)

434,230
(4.2)

224,163
(4.4)

210,067
(4.0)

10-14 19,734
(4.9)

10,221
(5.1)

9,513
(4.7)

575,059
(5.6)

299,565
(5.9)

275,494
(5.3)

15-19 23,195
(5.8)

12,140
(6.1)

11,055
(5.4)

672,930
(6.5)

354,723
(6.9)

318,207
(6.1)

20-24 26,257
(6.5)

12,991
(6.5)

13,266
(6.5)

665,447
(6.5)

334,211
(6.5)

331,236
(6.4)

25-29 40,401
(10.0)

20,128
(10.1)

20,273
(9.9)

918,237
(8.9)

454,593
(8.9)

463,644
(8.9)

30-34 40,190
(10.0)

20,444
(10.3)

19,746
(9.7)

928,538
(9.0)

469,905
(9.2)

458,633
(8.8)

35-39 37,672
(9.4)

19,626
(9.9)

18,046
(8.8)

940,909
(9.1)

480,353
(9.4)

460,556
(8.9)

40-44 32,311
(8.0)

16,667
(8.4)

15,644
(7.7)

893,918
(8.7)

450,114
(8.8)

443,804
(8.5)

제3절 건강영향평가 결과

  1. 동작구 지역사회 현황

서울시 동작구의 지역사회 황을 살펴보기 해 국민건강 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동작구 통계 등을 활용하 다. 

가. 사회경제적 현황

  1) 인구현황

〈표 4-1〉 2010 동작구 연령별 인구구성
(단위 : 세,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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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동작구 2010 서울특별시

소  계 남 여 총  계 남 여

45-49 29,711
(7.4)

14,521
(7.3)

15,190
(7.4)

855,630
(8.3)

425,962
(8.3)

429,668
(8.3)

50-54 31,241
(7.8)

14,525
(7.3)

16,716
(8.2)

852,094
(8.3)

412,698
(8.1)

439,396
(8.4)

55-59 25,082
(6.2)

11,593
(5.8)

13,489
(6.6)

645,595
(6.3)

311,136
(6.1)

334,459
(6.4)

60-64 20,966
(5.2)

9,703
(4.9)

11,263
(5.5)

501,897
(4.9)

241,886
(4.7)

260,011
(5.0)

65세 
이상

42,368
(10.5)

18,690
(9.4)

23,678
(11.6)

1,002,770
(9.7)

433,322
(8.5)

569,448
(10.9)

  주: 외국인 제외

출처: 동작구. 2011 동작구통계연보. 2011

동작구의 총 인구는 402,709명으로 서울시 인구(10,312,545명)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자 198,587명(49.3%), 여자 204,122명

(50.7%)으로 고른 성별 분포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인구구성은 25세~34세(10%), 65세 이상(10.5%) 노인, 특히 

여성노인 비율(11.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연령별 인구구성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동작구 국민기 생활보장 수 자 황은 일반수 자 6,099명, 특례수

자 115명, 시설수 자 345명으로 총 6,559명이다. 서울시 총 수 자 

 3.1%를 차지하는 비율로 용산구, 서 구 보다는 다소 높으나, 등

포구, 악구 보다는 낮은 비율을 보인다.

방동 수 자 비율이 15.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상도동이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방동, 상도동에 취약계층이 많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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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급자 일반수급자1) 특례수급자2) 시설수급자3)

서울시 214,602(100) 19,8301(100) 4,242(100) 1,2059(100)

용산구 4,398(2.0) 4132(2.1) 48(1.1) 218(1.8)

영등포구 9,226(4.3) 8537(4.3) 120(2.8) 569(4.7)

관악구 11,012(5.1) 10340(5.2) 302(7.1) 370(3.1)

서초구 2,944(1.4) 2760(1.4) 24(0.6) 160(1.3)

동작구 6,559(3.1) 6,099(3.1) 115(2.7) 345(2.9)

합계 6,559(100) 6,099(100) 115(100) 345(100)

노량진2동 395(6.0) 388(6.4) 7(6.1) -

상도1동 692(10.6) 667(10.9) 25(21.7) -

상도2동 357(5.4) 332(5.4) 25(21.7) -

상도3동 516(7.9) 515(8.4) 1(0.9) -

상도4동 548(8.4) 545(8.9) 3(2.6) -

사당1동 248(3.8) 240(3.9) 8(7.0) -

사당3동 212(3.2) 211(3.5) 1(0.9) -

사당4동 221(3.4) 220(3.6) 1(0.9) -

사당5동 277(4.2) 274(4.5) 3(2.6) -

대방동 1,034(15.8) 1,025(16.8) 9(7.8) -

신대방1동 212(3.2) 201(3.3) 11(9.6) -

신대방2동 180(2.7) 176(2.9) 4(3.5) -

흑석동 475(7.2) 465(7.6) 10(8.7) -

노량진1동 573(8.7) 571(9.4) 2(1.7) -

사당2동 274(4.2) 269(4.4) 5(4.3) -

기타 345(5.3) - - 345(100)

〈표 4-2〉 2010 동작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단위: 명, %)

주: 1) 생계비지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 에이즈쉼터‧노숙자쉼터 및 한국갱생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보건복지부. 2009)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받

는 자를 말하며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

로 생계급여를 실시함.
   3)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 생활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하는 시설수급자를 말함

(통계개발원. 2008)
출처: 서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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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취약인구현황

65세 이상 노인이 42,368명(66%), 등록 장애인이 15,682명(24%), 

국민기 생활수 자가 6,559명(10%)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2〕 2010년 동작구 취약인구 현황

6,559명
(10%)

15,682명
(24%)

42,368명
(6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65세이상노인

출처: 동작구 보건소 내부자료(2010)

  4) 시설현황

2010년 동작구 교육기  황(그림 4-3)을 살펴보면, 유치원 32개소

(39%), 등학교 20개소(24.4%), 학교 16개소(19.5%), 고등학교 7개

소(8.5%), 학교 3개소(3.7%), 기타 4개소(4.9%)로 유치원, 등학교

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시설 방역 소독 시 어린이에 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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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국평균1) 54.4 53.6 53.9 53.6 52.2 51.9

특·광역시2) 78.5 73.9 73.8 72.7 68.3 68.6

서울시2) 39.4 39.5 40.7 40.7 40.0 38

동작구 48.2 42.1 43.4 44.0 45.0 47.7

〔그림 4-3〕 2010년 동작구 교육기관 현황

출처: 동작구 보건소 내부자료(2010)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하나인 노인복지시설은 복지  1개소

(0.7%), 요양센터 4개소(2.9%), 경로당 119개소(84.4%), 주간단기보호

센터 2개소(1.4%), 요양시설 1개소(0.7%), 기타 14개소(9.9%)이고, 장

애인 복지시설은 복지  3개소(33.3%), 생활시설 1개소(11.1%), 보호센

터 1개소(11.1%), 재활시설 4개소(44.5%)로 총 9개소이다.

  5) 재정자립도

〈표 4-3〉 동작구 재정자립도

(단위 : %)

  주: * 매년 당초예산 기준임

     1) 순계규모

     2) 총계규모

출처: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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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  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1.9%, 특‧ 역시 68.6%, 서

울시 38%로 나타난다. 2011년 동작구 재정자립도는 47.7%로 서울시 

평균 보다 높고, 2007년(42.1%)부터 꾸 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나. 환경현황

  1) 지리적‧물리적 환경

동작구 면 은 16.35㎢로 서울시의 2.7%를 차지하고 있고, 노량진동, 

상도동, 흑석동, 사당동, 방동, 신 방동 총 7개 동으로 나 어진다.

한강과 5.5km의 올림픽 로(노량진교)를 한 주거지역으로 동쪽은 

서 구, 서쪽은 방로와 여의도 샛강길을 경계로 등포구, 남쪽은 남

부순환도로와 천동 고개를 경계로 악구, 북쪽은 한강을 경계로 용산

구와 하고 있다.

앙 학 등 3개의 학과 40여개의 고 교육시설이 산재해 있고 

노량진 주변에 입시학원 등 각종 학원이 집해 학원가로 유명하며, 서

울시 체의 50%인 1일 500여톤의 생산물이 거래되는 노량진 수산시

장, 시민의 휴식공간과 각종 행사장으로 자리매김한 보라매공원이 자리 

잡고 있다. 

한 국립 충원과 조선시  충신의 상징인 사육신묘가 있고 옛날 선

조들의 수호신인 장승이 서있던 마을 장승배기, 양녕 군이 올라가서 국

사를 걱정했다는 국사 , 정조임 이 사도세자 묘역 참배시 강을 건  

잠시 쉬어가던 용양 정, 우리나라 철도의 시발 인 노량진역 등이 있

다(동작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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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동작구 행정구역

출처: 동작구 보건소, 서울대학교. 2011지역사회건강조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건강통계. 2012

  2) 일기일수 및 기상개황

동작구 일기일수 상황을 살펴보면, 2010년 맑은날이 2009년에 비해 

었던 반면, 강수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2009년(113

일)에 비해 2010년(136일)에는 비가 23일 더 내린 것으로 나타난다. 

2009년에 비해 2010년에 크게 증가한 것은 흐림(+43일), (+17일), 

뇌 (+15일), 안개(+12일), 황사(+6일)순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 경기도 수원시, 동두천도 맑은 날에 비해 강수를 포함하여 흐

린날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흐림(+37일, +42일), 강수(+43

일, +12일), (+11, +16일), 안개(+7일, +13일), 뇌 (+11일, +6일), 

황사(+4일, +4일)순으로 2009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동

작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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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기온(℃) 강수량

(mm)

상대습도(%)

평균 평균최고 최고극값 평균최저 최저극값 평균 최소

서울

동작구1)

’08 12.9 17.3 35.4 9.1 -13.1 1,356.3 59 9

’09 12.9 17.2 34.4 9.1 -12.9 1,564.0 61 12

’10 12.1 16.3 33.8 8.5 -15.3 2,043.5 63 11

경기

수원시2)

’08 12.8 18.1 35.7 8.2 -12.1 1,342.9 69 12

’09 12.6 17.9 34.8 8.0 -14.6 1,541.2 71 14

’10 12.2 17.1 34.2 7.9 -18.6 
 

1,470.6 
73 18

경기

동두천2)

’08 11.7 18.2 37.7 6.6 -26.2 1,518.2 68 26

’09 11.7 17.9 34.1 6.7 -15.0 1,527.8 67 12 

’10 10.9 16.7 33.0 6.2 -19.5 1,939.5 67 12

〈표 4-4〉 일기일수
(단위 : 일)

년도 맑음 구름 
조금

구름 
맑음 흐림 강수 서리 안개 눈 뇌전 폭풍 황사

서울동

작구1)

’08 100 107 68 91 110 31 21 17 23 - 11

’09 115 109 62 79 113 34 8 14 20 - 9

’10 96 100 47 122 136 23 20 31 35 1 15

경기

수원시2)

’08 98 - - 90 108 82 35 18 20 - 9

’09 107 113 59 86 87 67 13 18 16 - 9

’10 93 100 49 123 130 49 20 29 27 1 13

경기

동두천2)

’08 100 - - 86 111 79 43 15 20 - 12

’09 110 109 70 76 110 66 46 19 22 - 9

’10 92 97 58 118 122 62 59 35 28 - 13

  주: 표본에 있어 맑은 날은 일평균 운량이 2.5미만율, 흐린날은 일평균 운량이 7.5 이상을 말하며 강수일은 강수량은 

0.1mm 이상인 날을 말함. 폭풍일은 최대풍속이 13.9m/sec 이상 달하는 날을 말함.
출처: 1) 기상청 기후자료팀

     2) 경기통계

〈표 4-5〉 기상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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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평균해면 

기압(hpa)

이슬점

온도(℃)

평균 

운량3)
일조 

시간(hr)

최심신 

적설(cm)

바람(m/s)
평균 

풍속

최대 

풍속

최대 

순간풍속

서울

동작구1)

’08 1,016.4 4.4 4.9 2,145.4 6.1 2.4 10.9 19.7

’09 1,015.6 4.8 4.5 2,154.4 5.1 2.4 11.9 20.1

’10 1,016.0 4.6 5.2 1,855.3 25.8 2.5 14.0 21.6

경기

수원시2)

’08 1,016.4 6.8 4.9 2,209.0 4.7 1.7 8.5 17.1

’09 1,015.9 6.9 4.7 2,282.8 7.2 1.7 8.7 18.0

’10 1,016.4 7.1 5.2 2,027.9 19.5 1.8 15.9 30.5

경기

동두천3)

’08 1,016.0 5.2 4.7 2,137.1 7.7 1.6 5.7 9.4

’09 1,015.8 4.9 4.6 2087.1 2.5 1.7 10.6 28.7

’10 1,016.3 4.4 5.2 1845.9 21.5 1.7 10.2 20.3

* 평균기온 및 평균습도는 매일 3시, 6시, 9시, 12시, 15시, 18시, 24시의 8회 관측치를 산술평균한 것임.
  주: 3)운량→맑음(0~2), 구름조금(3~5), 구름많음(6~7), 흐림(8이상), 운량은 0.0~10.0으로 표현되며 강수현상과 관

계가 없는 구름의 양임.
출처: 1) 기상청 기후자료팀

     2) 경기통계

2010년 동작구 평균기온은 12.1℃로 2008년, 2009년에 비해 0.8℃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10년 강수량(2043.5mm)은 2009년

(1,564mm)에 비해 479.5mm가 더 많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경기 수원시, 동두천 한 평균기온(12.2℃, 10.9℃)이 2009

년 평균기온 12.6℃, 11.7℃에 비해 0.4℃, 0.8℃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2010년 경기 수원시, 동두천 강수량은 1470.6mm, 1939.5mm로 2009

년 강수량 1541.2mm, 1527.8mm에 비해 수원시는 70.6mm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고, 동두천은 411.7mm 더 많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작구 평균해면기압은 2010년 1,016hpa로 2008년 1016.4hpa, 

2009년 1015.6hpa과 큰 차이가 없고, 이슬 , 평균 운량 한 큰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작구 일조시간은 2010년 1855.3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2154.4시간보다 299.1시간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동작구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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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수원시(254.9시간), 동두천(241.2시간)도 2009년에 비해 2010년 일

조시간이 크게 감소하 음을 알 수 있다.

동작구의 하루 동안 온 (최심신 설)의 양은 2009년 5.1cm, 2010

년 25.8cm로 20.7cm 많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경기 수원시, 

동두천 한 12.3cm, 19cm 더 많이 온 것으로 2009년에 비해 2010년 

최심신 설량이 매우 높아 졌음을 알 수 있다.

다.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

  1)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동작구민의 일반 인 건강수 을 알아보기 해 만성질환  고 압, 

당뇨병, 염, 이상지질 증, 뇌졸 , 심근경색증, 심증, 연간사고 

독 경험률, 주  건강수  인지율에 해 서울, 국의 평균과 비교하

다.

동작구 고 압 유병률은 21.5%로 서울평균 19.6%보다 1.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압뿐만 아니라 당뇨병, 염, 이상지질 증, 뇌

졸 , 심근경색증, 연간사고 독 경험률이 서울  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동작구 주민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체로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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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1동작구 2010 서울 2010 전국

고혈압 (≥30) 21.5(2.0) 19.6(0.3) -1)

당뇨병 (≥30) 15.2(1.1)  7.5(0.2) -1)

관절염 (≥50) 20.5(2.3) 17.0(0.4) -1)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포함) (≥30)
16.5(1.7) 12.0(0.3) 14.1(0.6)

뇌졸중 (≥50)  5.4(1.4)  3.4(0.2)  2.9(0.4)

심근경색증 (≥40)  2.2(0.7)  1.8(0.1)
 2.4(0.2)2)

협심증 (≥40)  1.5(0.6)  2.1(0.1)

연간 사고중독 경험률  8.0(1.2)  4.6(0.2)  7.5(0.5)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42.5(1.5) 48.8(0.4) 36.0(0.8)

〈표 4-6〉 동작구 만성질환 평생의사진단 경험률 및 사고중독, 주관적 건강수준
(단위: 조율, 표준오차)

  주: 1) 문항 및 산출식 다름

     2)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 : 만 30세 이상 

출처: 동작구는 동작구 보건소, 서울대학교. 2011지역사회건강조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건강통계. 2012; 서울시

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0 전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2011. ; 전국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0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1차년도. 2011 임.

  2) 동작구 건강행태

동작구 주민의 재 흡연율은 20.6%로 서울 평균 23.2%, 국 평균 

26.9%보다 낮게 나타났다. 남자 흡연율, 월간 음주율, 고 험음주율 

한 서울, 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흡연자의 1개월 내 

연 계획률, 흡연자의 연 시도율은 서울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

로 조사되었다. 

동작구 주민의 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17.0%로, 서울 평균 

18.6%, 국평균 22.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걷기 실천율

(52.8%)은 서울 평균(55.7%)보다 낮으나 국 평균(40.9%)보다는 

11.9%p 높게 나타났다.

스트 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은 33.2%, 9.8%로 나타났고, 서울 

평균 29.5%, 6.8% 국 평균 28.2%, 12.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반

면, 비만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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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동작구 건강행태
(단위: %, (표준오차))

구   분 (≥19) 2011동작구 2010서울 2010전국

흡연

현재흡연율 20.6(1.4) 23.2(0.3) 26.9(0.7)

남자 현재흡연율 40.0(2.7) 43.5(0.5) 48.1(1.2)

흡연자의 1개월 내 금연계획률  8.5(2.5)  7.5(0.4) -1)

흡연자의 금연시도율 50.3(4.4) 34.1(0.7) -1)

음주
월간음주율 58.1(1.8) 59.8(0.4) 59.3(1.0)

고위험음주율 15.1(1.7) 15.7(0.3) 17.6(0.8)

신체활동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17.0(1.5) 18.6(0.3) 22.4(0.8)

걷기 실천율 52.8(2.2) 55.7(0.4) 40.9(0.9)

정신건강
스트레스 인지율 33.2(1.7) 29.5(0.3) 28.2(0.8)

우울감 경험률  9.8(1.3)  6.8(0.2) 12.8(0.5)

비만 비만율 22.5(1.7) 21.7(0.3) -2)

  주: 1) 문항 다름
     2) 산출식 다름
출처: 동작구는 동작구 보건소, 서울대학교. 2011지역사회건강조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건강통계. 2012; 서울시

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0 전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2011. ; 전국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0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1차년도. 2011 임.

  3) 주요 질환별 평생 의사 진단 경험률

동작구의 주요 질환별 평생 의사 진단 경험률을 살펴보기 해, 호흡

기계 질환,  질환, 소화기계 질환, 비뇨기계 질환, 기타 질환을 2009

년부터 2011년까지 비교해 보았다.

2009년 천식 경험률이 2.5%, 2010년 3.5%, 2011년 3.2%로 나타나 

2009년에 비해 2010년 천식경험률이 증가하 음을 알 수 있으나 2010

년에 비해 0.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 르기 비염의 경우, 2010년 45.6%에서 2011년 17.0%로 28.6%p 

크게 하락한 반면,  질환인 백내장의 경우, 2009년 14.7%에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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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9.4%로 4.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아토피 피부염경험률은 4.5%, 2010년, 2011년 4.0%로 

0.5%p 감소하 으나 우울증은 2009년에 비해 0.6%p 소폭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표 4-8〉 동작구 주요 질환별 평생 의사 진단 경험률

(단위 :  %, 표준오차)

구분 질병명 2009 2010 2011

호흡기계 질환

폐결핵 - -  3.8(0.6)

천식  2.5  3.5  3.2(0.6)

알레르기비염 13.4 45.6 17.0(1.4)

눈 질환
백내장≥50 14.7 14.8 19.4(2.2)

녹내장≥50 - -  4.0(1.4)

소화기계 질환 B형 간염  2.3  1.5  2.7(0.2)

비뇨기계 질환
요실금 - -  1.7(0.4)

전립선비대(남자) - -  7.2(1.1)

피부 질환 아토피피부염  4.5  4.0  4.0(0.7)

기타 질환 우울증  2.4  2.0  3.0(0.7)

출처: 동작구 보건소, 서울대학교. 2011지역사회건강조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건강통계. 2012

라. 동작구 감염병 발생 및 관리 현황

  1) 법정 감염병 

2011년 법정 감염병 발생이 총 494명이며, 이는 2010년 230명에서 

264명으로 26.3%p 증가하 다. 

수두에 걸린 사람이 2011년 316명으로 64%를 차지하고, 기타가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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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으로 22.3%로 나타났다. 그 외 유행성이하선염, 쯔쯔가무시증, 말라리

아, 유행성출 열, 장티푸스, 라티푸스, 홍역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라티푸스, 홍역, 성홍열은 3년 만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표 4-9〉 법정 감염병 발생 현황

(2011.12, 단위 : 명, %)

년도 총계
1군 2군

장티 
푸스

파라티
푸스

세균성
이질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백일해 수두

2009 283
(100)

2
(0.7) - 2

(0.7) - 59
(20.8) - 197

(69.6)

2010 230
(100)

3
(1.3) - 2

(0.9) - 40
(17.4)

1 
(0.4)

164
(71.3)

2011 494
(100)

2
(0.4)

1
(0.2) - 1

(0.2)
37

(7.5) - 316
(64.0)

년도
3군 4군

기타1)

말라 
리아 성홍열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유행성 

출혈열 뎅기열

2009 9
(3.2) - - 12

(4.2) 2(0.7) - -

2010 5
(2.2) - 1 

(0.4)
10

(4.3) - 4(1.7) -

2011 5
(1)

7
(1.4) - 15

(3) - 110
(22.3)

  주: 1) 5종 감염병으로 A,형감염, 매독, 산모 B형간염, 급성 B형간염 등을 말함. 
자료: 동작구 보건소 내부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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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강영향평가 대상 사업 분석

가. 사업개요15)

  1) 추진목적

최근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증가로 환경에 한 심과 친환경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취약지역에 한 방역소독 활동 시 인체에 미

치는 향 등을 고려한 친환경 인 방법으로 방역활동을 환 추진하여 

친환경 마을을 만들어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추진방향

○ 연막소독을 폐지하고 연무소독(물+약품)으로 환

－연막소독은 짧은 시간에 많은 면 을 소독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시간, 장소, 지열, 바람 등 외부 향을 많이 받아 모기

살충효과를 기 할 수 없음

－연막소독과 비교한 연무(분무) 소독의 장

∙고열에 의한 살충제의 손실과 증발을 막아 소독효과가 잔류

함(여름철 7~10일)

∙낮이나 밤이나 소독작업의 시간과 장소 제약을 받지 않음

∙유류 신 물을 사용하여 산 감으로 경제 이며 환경오염

도 감소함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유류 보 장소 미비에 따른 화재

험이 감소함

15) 동작구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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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발생원 심의 유충구제로 소독의 효과성 제고

－사 서식지 확인(정화조, 지하집수정, 하수도, 개천, 웅덩이 등 

고인물)

－모기유충 신고센터 운

－생물학제제, 성장억제제 살포로 친환경  구제

○ 방충망(양 망 재활용) 참여홍보

－주택가 소형정화조 모기유충 구제제 투입시 양 망을 활용한 

정화조 환기구와 정화조 뚜껑을 차단하여 모기성충 유입 차단

－가정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모기 퇴치법 홍보물 제작 배부

－방충망 참여세  인센티 (감염병 방책자, 손소독제 등) 제공

○ 도림천변  빗물펌 장 모기유인 살충기 29  운

  3) 세부추진사항

○ 동 기 월동·서식모기 방제

－기간 : 2012. 1. 1 ~ 3. 31

－ 상 : 병원, 목욕탕, 형빌딩의 지하실 등 521개소

－방법 : 모기·유충 서식처 실제 조사

－실  : 모기·유충 서식이 확인된 24개소 

○ 취약지역 방역소독 민간 탁 운

－ 상  지역 : 차량통행이 곤란한 고지  소득층 주택가 집 

취약지역 15개동 35개 지역  체육공원 5개소(총 256,000㎡)

－ 탁기간 : 2012. 5. 14~10.15

－ 탁업체 :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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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방법 : 당일 소요약품을 보건소에서 지 받아 업체보유장비

와 인력으로 상지역 체를 주 1회 순회하면서 소독실시

－ 탁범  : 분구 살균·살충소독, 연무소독, 인력, 장비(유류제외)

○ 취약계층·시설 방역소독

－ 상 : 196개소 (경로당, 어린이집(50인 미만), 청소년복지시설)

－기간 : 2012. 4 ~ 5월 

－방법 : 분무소독  살균·살충소독 실시, 집주변 하수구, 화

장실 등 분무소독 실시, 바퀴 발견시 독먹이식 바퀴구제약 부

착, 개미구충  구서 병행

－지원 : 실내소독용 살균제  손소독제, 바퀴벌 약 지원

○ 취약지역 정기소독

－ 상 : 55개소 (빗물펌 장, 도림천변, 매립지, 공 화장실 등)

－기간 : 월 2회 이상

－ 상지역 

∙산 아래 숲 지역, 공원 등 수목지역, 모기서식, 은신처

∙빗물펌 장, 도림천변, 매립지, 국립묘지, 공 화장실 등 공

공시설

－방법 : 방역기동반 편성 운 (3인 1조 2개반)

－동력분무소독 : 빗물펌 장, 도림천변, 매립지, 재개발쓰 기 

투기지역 상으로 동력차량 이용하여 분무 살균‧살충 소독

－일반분무소독 : 공 화장실, 쓰 기장, 주택가 등을 상으로 

수동식 분무기 이용하여 살균‧살충 소독

○ 모기·유충(장구벌 )퇴치 신고 처리제 실시

－운 기간 : 연

－처리방법 : 신고처리제 국민 홍보실시  모기·유충 다 발생

지, 신고 받아 즉시출동 처리

－방역반 : 방역기동반 편성 운 (3인1조 2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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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유인 살충기 설치 운

－ 상 : 도림천변 22 , 빗물펌 장 3개소(7 )

－기간 : 2012. 5월~10월 야간(19:00~06:00)에 가동

○ 모기채집 유문등 설치 운

－장소 : 2개소(보건소, 보건분소) 

－기간 : 2012. 4.23 ~ 11.20

－방법 : 매주 월요일 녁~익일 아침까지 채집하여 보건환경 연구

원 분석 의뢰

－활용 : 모기 종별 개체 수 증가여부 자료를 소독활동에 참고

○ 동 자율방역단 운

－기간 : 2012. 5.17 ~ 10월 

－운  : 15개동 20개반(새마을 15, 녹색 5개반)

－ 상 : 동별 환경 불량 주택가 취약지역

－지원 : 소독약품, 기계용 휘발유, 장갑, 마스크, 장비수리 등

  4) 방역소독관련 현황

감염병 리  인원은 총 11명이고, 방역장비(표 4-11)는 총 26 로 연

막소독기 8 , 분무소독기 15 , 방역차량 3 로 운 되고 있다. 유충구

제 상지(표 4-12)는 정화조와 아 트 지하집 수조가 각 47개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11〉 동작구 방역장비현황

총계
연막소독기 분무소독기

방역차량
소계 1200호 400호 휴대용 소계 고압도력 전동식 수동식

26대 8 - 2 6 15 1 3 11 3

자료: 2012년 동작구 내부 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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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동작구 유충구제 중점 대상지

구분 계 하천,도랑 정화조 빗물펌프장
아파트 

지하집수조
기타고인물

개소 98 1 47 3 47 -

면적(m2) 36,370 19,290 5,170 11,400 510 -

자료: 2012년 동작구 내부 보고자료

  5) 홍보

○ 친환경방역소독  감염병 방 홍보  운

－기간 : 2012. 4월 ~ 5월

－홍보방법 : 벚꽃축제 등 건강 체험  운 시 홍보실시

－내용 : 생활 속 모기퇴치법과 감염병 방 안내

－실  : 5회  3,842명

○ 방역소독 방법 환에 따른 홍보

－내용 : 연막소독(등유)의 단 과 연무소독의 장  

－방법 : 홍보물제작(4,000부), 지역신문  구소식지 게재

○ 가정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모기퇴치법 홍보

－내용 : 방충망 설치, 배수  틈새막기, 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덮개설치, 모기퇴치 식물 가꾸기, 모기서식처 제거 등 안내

－방법 : 홍보물제작(10,000부), 지역신문  구소식지 게재

  6) 기대효과

○ 건강 향평가 결과 반 으로 주민 건강 증진과 효율 인 친환경방

역 소독사업 수행

○ 주민건강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안수립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부정  건강 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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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방역 리사업에 한 방역소독방법 환으로 17,000천원 

상당의 유류비 감 

○ 방역소독활동이 주민건강에 미치는 향을 사 에 측·분석하는 

건강 리 지원체계 마련

나. 방역약품 구매현황

동작구 방역약품 구매 황을 살펴보면, 먹는물 소독약으로 칼키, 모기

유충구제제, 겨울철 모기유충구제용 살충제로 스미라 , 수해지역 배부용

으로 잡스 에어로솔, 그 외 방역약품으로 락스, 닥터솔루션, 임팩트디엠, 

라벡탄, 스톰을 사용하고 있다. 

〈표 4-13〉 2011 방역약품 구매현황

연번 적요 제품명 수량

1 먹는물 소독약 칼키 205

2 모기유충구제제 구매 스미라브 100병

3 방역약품 구매 잡스에어로솔 2,000

4 수해지역 배부용 방역약품 구매 락스 2,120

5 방역약품 구매 (스프레이식 살충제) 잡스에어로솔 600

6 방역약품 구매 락스(살균제) 600

7 방역약품 구매 잡스에어로솔 (스프레이식 살충제) 720

8 방역약품 구매 닥터솔루션(살균제) 300

9 방역약품 구매 임팩트디엠(살충제) 100

10 방역약품 구매 라벡탄(살충제) 100

11 방역약품 구매 스톰(살서제) 5박스

12 겨울철 모기유충구제용 살충제 구매 스미라브 100

출처: 동작구 보건소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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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품명 및 

제조사
주성분 효능/효과 주요 독성 (중독증상)

살충제

임팩트디엠2
5유제

(피씨오텍)

데카메트린

(델타메트린/ 
피레스로이드계)

- 파리, 모기 

구제

- 말라리아 

숙주방역

- 농업용,가정용, 
수의학용 

살충제로 

사용됨

- 농축된 델타메트린 제제를 

다량(200~500mL) 섭취하면 20분 

이내 혼수와 발작을 일으킬 수 있음. 
- 섭취 후 초기 증상은 복통, 구토, 

설사와 같은 위장관 증상으로 보통 

1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일어남. 
무도무정위운동/침분비를 일으킬 수 

있음.
- 살충제 분무에 직업적으로 노출된 

후 초기 증상에는 얼굴의 화끈거림과 
가려움증 혹은 현기증이 있을 수 있음. 

- 피부 증상은 수분 내에 일어날 수 

있고, 노출 48시간이 지난 후에 

전신 증상이 뒤따를 수 있음. 
- 과도한 노출로 현기증, 떨림, 

과민성, 발작, 의식 소실을 일으킬 

수 있음.

멀티크린

((주)십자성)
퍼메트린

(피레스로이드계)

들판이나 

애완동물에 

사용하는 

진드기와 벼룩, 
개미류, 모기 

살충제, 농업 

및 가축 제품, 
숲과 목재 관리 

등

(독성연구원)

- 포유류에서는 신속한 대사적 분해 

과정을 거치므로 독성이 낮고 

조류는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에 

내성이 있지만, 어류는 매우 민감함. 
- 피부 및 안구 접촉 시 자극성이 

있고 섭취 시 유독함. 급성 또는 

장기간 노출 시 신경 독성을 보임. 
- 섭취 후 초기 증상으로 복통, 구토, 

설사 등 위장관계 증상이 나타나고 

이 외에 발작, 혼수, 침분비 등이 

나타남. 
- 살충제 연무에 직업적으로 노출되면 

초기 증상으로 얼굴에 자극이 

나타날 수 있음. 
- 만성으로 인지력 감소, 탈모 등이 

나타남. 태아에서 백혈병을 

발생시킨다고 의심되는 물질임. 
- 특이적 해독제는 없고 대증요법, 

지지요법을 따름.

동작구 방역약품에 따른 주성분, 효능‧효과를 알아보고 약품에 노출이 

심각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독성  독증상에 해 조사하 다.

〈표 4-14〉 동작구 주요 방역약품 구매현황 및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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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품명 및 

제조사
주성분 효능/효과 주요 독성 (중독증상)

파모스린

((주)신화그

린약품)

사이퍼메트린

(피레트로이드계)

개미, 바퀴벌레, 
파리, 모기의 

구제

- 포유류에 독성은 낮으나 어류, 꿀벌 

및 수생곤충에 대한 독성이 함. 
- 과량 복용하면 복통, 구토 등의 

위장관계 증상이 나타나고 흡입 및 

접촉하면 자극 증상 뒤에 전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함.
- 삼키면 유해함. 피부를 통한 흡수는 

유해할 수 있음. 눈과 피부를 

자극할 수 있음. 위장관계, 
호흡기계, 피부, 두부에 손상을 

야기할 수 있음.

퍼메린30유제

((주)오송)
- - -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살균제
락스

((주)유한양행)
차아염소산 

나트륨

살균, 표백, 
소독, 악취제거

- 피부에 접촉시 발적, 통증, 수포, 
화상을 유발할 수 있고 눈에 접촉시 

발작, 통증, 흐려진 시야를 일으킬 

수 있음. 
- 흡입시 인후통, 기침, 힘든 호흡, 

폐부종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섭취시 

구토, 복통이 나타날 수 있음.
- 점막에 대한 자극, 부식작용이 있음.

유충 

구제제

디바이스유제

((주)베스트

텍코리아)

디플루벤주론

(벤조일페닐우

레아계)

가축, 귤, 목화, 
버섯, 관상수, 
정수, 
삼림목에서 

매미나방, 
모기유충, 
농작물, 산림, 
관상수의 해충인 

녹진드기 방제

- 벤조일페닐우레아계 살충제는 

사람에서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나 

유의한 독성학적 위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여겨짐.
- 제조, 조제, 살포 작업자에서 

잠재적으로 피부 또는 흡입 노출이 

있을 수 있음.

스프 

레이

잡스 

에어로솔

((주)팜클)

디메칠에텔, 
염화에칠렌, 

프레온(Freon)

모기, 파리 

구제

용매의 인화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 시 

화재 발생 예방에 유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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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품명 및 

제조사
주성분 효능/효과 주요 독성 (중독증상)

바퀴약

크린베이트

((주)국보싸

이언스)

이미다클로프리드

클로리피리포스

(Chlorpyrifos)
유기인화합물)

바퀴벌레 구제,
살충제, 진드기 

구제

* 클로리피리포스

- 피부에 접촉하거나 삼키면 유독함.
-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수생생태계에 장기간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음.
- 급성노출로 무스카린 작용, 니코틴 

작용(빈맥, 고혈압 등)이 나타날 수 

있음. 
- 중추 작용효과로 중추신경계 억제, 

동요, 혼란, 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음. 중추신경계 효과는 느리며 

가역적 또는 비가역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 경피노출로 피부감작성이 발생할 수 

있음. 유기인제의 특성으로 호흡 

중추의 억제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증, 기관지 연축, 호흡마비 

등이 나타날 수 있음. 

개미약
잡스

((주)팜클)
피레스로이드

살충제,
가정용 살충, 
애완동물 벼룩 

구제제, 식물 

해충방제

-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성분은 햇빛에 

의해 분해가 잘 안되므로 약효가 

오래 지속되지만 공기 중의 농도가 

높아져 좁은 방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면 일시적인 마비현상이나 

두통, 비염, 천식, 귀울림, 피부발진, 
재채기, 구역질 등의 신체 이상이 올 수 

있어 환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함.
- 피부염, 안구통증, 소화기 자극, 

두통, 일시적인 마비현상 등을 

일으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해로움.

- 중독이 가벼운 경우

 : 권태감, 근 수축, 가벼운 운동실조

- 중독이 중정도의 경우

 : 흥분, 수족의 떨림, 수액분비, 과다

- 중독이 심할 경우

 : 간헐적 경련, 호흡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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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품명 및 

제조사
주성분 효능/효과 주요 독성 (중독증상)

쥐약
스톰

((주)팜클)
플로쿠마펜

(Flcoumafen)

집쥐(가주성쥐)
구제

(만성항혈액응

고성살서제)

맹동성 성분으로 살서제의 주성분임.

먹는물 

소독약
칼키

표백제,
CaCI2 

(염화칼슘),
Ca(CIO2 

(이산화염소칼슘),
2H2O(물),

그 외

Ca(OH)2 
(수산화칼슘),
Ca(CIO3)2 

(삼산화염소칼슘)

살균, 표백작용

* 염소

- 염소는 주로 염화 유기물(예: 비닐 

염화물 단량체, 사염화탄소, 
퍼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클로로벤젠, 
클로로프렌, 에피클로로히드린), 
유기물(예: 프로필렌 산화물 및 

글리콜), 염화 무기물(예: 나트륨 

차아염소산염, 염산, 차아염소산, 
염화황, 염화인, 염화티타늄, 
염화알루미늄)을 제조하는데 사용됨.

- 염소는 최루성 물질임. 
- 눈, 피부 및 기도에 대해 부식성이 

있음. 가스를 흡입할 경우 폐렴, 
폐부종을 야기하여 반응성 기도 

장애 증후군(폐부종 증상이 몇 

시간이 지나도록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다가 육체적 활동에 의해 

심해진다)을 일으킴. 
- 많은 양에 노출될 경우 사망할 수 

있음. 
- 독성은 늦게 나타날 수 있음. 

장기간 노출된 후에 폐에 영향을 

미쳐 만성 기관지염을 일으킨다. 
치아에 영향을 주어 부식이 일어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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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업체명
제형 원제함량 g/l 처리지

㈜공영

화학공업

분무 플루발러레이트 7.5g, 싸이퍼메스린7.5g, 클로르피리포스 5g

전국

분무 프로치오카브 4.5g, 싸이퍼메스린 14.5g, 크라딘 1g

연막 프로페노포스 33g, 싸이퍼메스린 7g

연막 플루발러레이트 7.5g, 싸이퍼메스린7.5g, 클로르피리포스 5g

연막 프로치오카브 4.5g, 싸이퍼메스린 14.5g, 크라딘 1g

㈜국보

제약

분무 카데스린 0.5g, 델타메스린 2.5g, 클로르피리포스 27.0g

분무 카데스린 0.5g, 델타메스린 2.5g, 클로르피리포스 3.0g

분무 카데스린 0.5g, 클로르피리포스 2.5g, 디클로르보스 20g

분무 카데스린 0.5g, 델타메스린 2.5g, 다이아지논 7.0g

연막
카데스린 0.5g, 델타메스린 2.5g, 다이아지논 7.0g, 
디클로르보스 10g

연막 카데스린 0.5g, 다이아지논 9.5g, 디클로르보스 10g

연막
델타메스린 2.5g, 다이아지논 17g, 카데스린 0.5g, 
디클로르보스 10g

피복잔류 퍼메스린 55g/100ml

분무 메소프렌 0.5g, 람다싸이할로스린 2.5g, 클로르피리포스 27g

분무 메소프렌 0.5g, 에스펜발러네이트 6g, 싸이퍼메스린 26.5g

연막 메소프렌 0.5g, 람다싸이할로스린 2.5g, 클로르피리포스 27g

분무 아세티미프리드 3g, 펜치온 20g

분무 플루싸이스릴레이트 10g, 싸이퍼메스린 15g 

  3. 국내 방역용 살충제의 현황

가. 국내 방역업체 및 방역용 살충제

보건복지부와 계약을 체결한 국내방역업체의 방역용 살충 원제  함

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15).

〈표 4-15〉 보건복지부와 계약을 체결한 국내방역업체 및 방역용 살충 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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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업체명
제형 원제함량 g/l 처리지

㈜대쉬

월드 

인크

분무
알파싸이퍼메스린 5g, 하이씨스싸이퍼메스린 10g, 
클로르피리포스 10g

분무 퍼머트린 10g, 펜치온 15g

분무 퍼머트린 10g, 펜치온 15g

연막 알파싸이퍼메스린 5g, 하이씨스싸이퍼메스린 5g, 펜치온 15g

㈜성인

제약

분무
람다싸이할로스린 1g, 프레미엄피리포스메칠 3g, 
에스펜발레이트 3g

분무
프리미엄피리미포스메칠 3g, 에스펜발레이트 2g, 프랄레스린 

0.2g, 디클로르보스 20g 

연막 람다싸이할로스린 2g, 알폭시레이트 3g 

유충 

고형제
BTI 활성결정성단백질 3.5g(역가 2.500 ITB/mg)

㈜신화

그린 

약품

분무 비페스린 1g, 싸이퍼메스린 9g, 카포설판 10g

분무 비페스린 1g, 싸이퍼메스린 9g, 카포설판 10g

분무 비페스린 1g, 알파에스린 2g, 다이아지논 22g

연막 비페스린 1g, 알파에스린 2g, 다이아지논 22g

㈜십자성

분무 엔소펜프록스 5g, 디클로르보스 15g, 펜발러네이트 5g

분무 에소펜프록스 5g, 파라펜치온 10g

분무 푸시링 10g, 펜발러레이트 5g, 디클로르보스 20g

분무 로치온 25g, 에소펜프록스 5g

연막 로치온 25g, 에소펜프록스 5g

㈜진우약

품

연막
카데스린 0.5g, 델타메스린 2.5g, 클로르피리포스 3.0g, 
디클로르보스 14g

피복잔류 퍼메스린 20g/100ml

분무 클로르페나피르 1.5g, 클로르피리포스 11g

㈜한국

소독약품

공업

분무 펜프로파스린 10g, 클로르피리포스 20g

㈜한나

약품
분무 알파싸이퍼메스린 12g, 베타싸이플루스린 3g

㈜한세

약품
연막 플루싸이스릴레이드 10g, 이소프로카브 10g

출처: 안용준(2002). 방역용 살충제 성분의 독성평가를 위한 기초조사. 서울대학교, 국립독성연구원.



154∙지방자치단체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원제명 바퀴벌레 모기 파리 진드기

1 Acetamiprid (아세트아미프리드)

2
Alpha-cypermethrin 
(알파싸이퍼메스린)

ν ν ν

3 Beta-cyfluthrin (베타 싸이플루스린) ν

4 Bifenthrin (비페스린) ν ν ν

5 Brodifacom (브로디파쿰)

6
BTI (Bacillus thuringiensis 
subsp. israelensis)

7 Carbosulfan (카보설판) ν

8 Chlorpyrifos (클로르피리포스) ν ν ν

9 Chlorfenapyr (클로르페나피르)

10 Credazine (크라딘)

11 Cypermethrin (싸이퍼메스린) ν ν ν ν

12 Deltamethrin (델타메스린) ν ν ν ν

13 Diazinon (다이아지논) ν ν ν

14 Dichlorvos(DDVP) (디클로르보스) ν ν

15
Esfenvalerate, Fenvalerate 
(에스펜발러레이트)

ν ν

16 Et(h)ofenprox (에소펜프록스) ν ν

17 Fenpropathrin (펜프로파스린)

나. 방역용 살충제 원제와 대상 해충

방역용 살충제, 특히, 모기, 바퀴, 리, 진드기 생해충을 구제하기 

한 원제명을 조사하 다. 다수 약제는 피 스로이드(Pyrethroid)계 

살충제 등이었다.

〈표 4-16〉 살충제 및 대상 해충의 주성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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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명 바퀴벌레 모기 파리 진드기

18 Fenthion (펜치온)

19 Fenvalerate (펜발러레이트)

20 Flucythrinate (플루싸이스릴레이트)

21 Hydramethylnon (하이드라메칠논) ν

22 Isoprocarb (이소프로카브)

23 Kadethrin (카데스린)

24
Lambda-cyhalothrin 
(람다싸이할로스린)

ν ν

25 Methoprene (메소프렌) ν

26 Permethrin (퍼메스린) ν ν ν ν

27
Pirimiphos-methyl (피리미포스메칠, 
프리미엄피리포스메칠

ν ν ν ν

28 Prallethrin (프랄레스린)

29 Profenofos (프로페노포스)

30 Propoxur (프로폭서) ν ν ν ν

31 Prothiocarb (프로치오카브)

32 Prothiofos (프로치오포스)

33 Pyridaphenthion (피리다펜치온)

34
Tau-Fluvalinate, Fluvalinate 
(플루발러네이트)

  주: 위 표는 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살충제 원제와 원제가 대상으로 하는 해충을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것임. 원제별 대

상해충은 WHO 지침을 토대로 조사한 것임. 보건복지부와 방역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된 살충원제 중 The 
Pesticide Manual(2000)에 포함되어 있는 원제를 정리함. 검게 표시한 부분은 주로 사용되는 원제를 표시한 것임.

출처: 안용준(2002). 방역용 살충제 성분의 독성평가를 위한 기초조사. 서울대학교, 국립독성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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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의 견

인력 및 예산

- 방역소독사업은 전반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가 낮아 예산이 많지 

않으며, 활용할 수 있는 인력 등도 많지 않음.
- 대안으로서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방역소독 사업을 캠페인화 하여 

민간방역업체 참여 유도

유문등 설치

- 유문등의 설치장소는 불빛이 현란한 상업지역보다 주민들이 여가로 

많이 활동하는 장소, 주택가와 서식처가 근접한 지역 등이 적합하고 

주변이 유문등보다 너무 밝지 않은 것이 중요함.
- 현재 동작구에서는 유문등을 보건소 입구와 사당분소 뒤편에 설치하고 

있음. 근처에 상가지역이 있고, 도로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 유문등을 

설치장소로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음.
- 지침상 유문등을 이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설치장소 조정을 검토해 볼 만함. 
- 시흥시 사례16)를 검토해 볼 수 있음.

취약지역

- 취약지역으로는 공중화장실, 빗물펌프장, 쓰레기장,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도림천, 민원지역 중심, 빈발지역 중심, 관악구 영등포구 

경계 구간 등이 있음. 
- 최근 하천 정비를 실시하였는데, 타지역 경험상 하천 정비 이후에는 

향후 몇 년간 위생해충이 빈발할 가능성이 높음. 이는 모기나 깔따구 

유충에 대한 포식자가 없어지기 때문임.
- 취약지역 중의 하나인 빗물펌프장에 전격살충기를 설치(도림천변 23대, 

3개 빗물펌프장 7대). 그러나 원격살충기는 모기성충 방제에는 효과가 

크지 않음. 또한, 우천이나 홍시 발생시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

소독업체 

위탁운영

- 차량통행이 곤란한 고지대 저소득층 주택가 밀집 취약지역 15동 40개 

지역을 소독대상으로 함.
- 소독업체에 대한 정도관리 필요

방역사업 

전략

- 일반주택 등에도 샘플링을 통해 유충 실태조사를 통한 유충지도 마련 

필요성 대두

- 향후 예산확보나 사업실시의 근거로 활용 가능함.

다. 방역소독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

사업기간  동작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소독 사업에 한 반

인 검토에 한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그에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7〉 동작구 방역소독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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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의 견

자율방역단 

운영

- 15개동 20개반에서 운영

- 자율방역단 장비를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으므로, 관리에 허점이 있을 

수 있음. 
- 자율방역단에 대한 교육도 년1회에 불과함. 교육 횟수를 늘리고 

교육방식도 보다 효과적으로 할 필요. 교육결과에 대한 평가 필요

- 또한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 보강 필요, 
예를 들어, 방역작업 시 개인 보호장구 착용, 방역약품이 피부에 

묻었을 때의 세척 방법 등 방역작업 시 안전수칙 등

- 적정 방역약품 비율을 잘 지키고 있는지 모니터링 필요

경로당 및 

어린이집 

방역

- 살균살충제 지급시 안전사용에 대한 안내문 제공(살충제, 락스, 
바퀴벌레 구제약 등) 필요

- 방역 소독 시 작업자는 반드시 개인보호장비를 갖출 필요가 있음.

주민홍보

- 방역소독 약품을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대안 마련 필요. 예를 들어, 
정화조 환기구에 방충망 씌우기, 모기 기피식물, 모기서식처 제거 등

- 가정용 살충제 취급사용 주의에 대한 홍보

- 홍보의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평가 필요

방역사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도입

-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모기 서식시 정보 DB 구축 여부

- 모기 유충지도 마련 등

16) 유문등 설치와 련된 시흥시 사례는 다음과 같음.
    “보건소의 유문등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모기 개체수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의 원인은 모기를 유인하는 등이 야간 주택가 지역의 밝

은 조명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효과를 나타낼 수 없는 것이 주된 원인이었고, 이에 

따라 모기 도를 표할 수 없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택가 

등의 유문등 조사에는 모기 도조사용 유문등 주 에 이산화탄소(기체)를 고압축시켜 고

체로 만든 드라이아이스를 놓아두어 모기가 좋아하는 이산화탄소로 유인하여야 함을 깨

우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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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연구대상

건강 

결정요인
건강영향여부

강성규외

(2002)

방역회사 

근로자 

147명

브롬화메틸

- 방역회사 근로자에 대해 신경행동검사 (KBARS)
를 실시하였음. 숫자암기, 단순반응검사, 선택주

의력검사, 손가락 두드리기, 부호숫자로 구성되어

있음.
- 숫자암기와 부호숫자의 수행능력은 혈중 및 요중 

브롬이온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 브롬화메틸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단기기억력 

감소 및 인지기능 장해 등 신경행동장해를 유발

할 가능성이 있음.

양영철 

(2004)
-

내분비계

장애물질

- 생태계 및 인간의 생식기능저하, 기형, 성장장애, 
암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추정되고 있음

- 생태계 및 인간의 호르몬계에 영향을 미쳐 전 세

계적으로 생물종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으켜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문제를 일으킴.

유기 

염소제 장애구분 임상증상

급성장애

혀, 입술, 안면 부분마비, 현기증, 
두통, 구토, 피곤, 불안, 초조, 및, 
접촉, 소리에 대한 민감증, 경련성 

발작

- 지용성이어서 환경잔류성이 크고 체내 간, 신장, 
신경계, 지방조직 등 지방성분이 높은 장기에 축

적됨.
- 만성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내분비계 장애 물

질로 작용하기도 함.

  4. 방역소독 약품의 건강영향

가. 관련 문헌 연구

방역용 살충제로 인한 인체 향은 국내‧외 다수 보고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부분 살충제의 유해성과 리의 요성을 역설

하고 있다.

〈표 4-18〉 방역약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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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연구대상

건강 

결정요인
건강영향여부

장애구분 임상증상

만성

장애

신

경

계

신경과민, 불면증, 최근 기억상실, 
언어부작용, 경련, 발작, 말초신경

장애(근육무력증, 간헐적 근육 미

세경련), 언어 부작용, 시력장애(시
력집중이상), 주위 소리나 접촉에 

의해 반복적인 말초감각 신경 자극

이 중추신경계에서 증폭됨으로서 

전신적인 경련 유발

생

식

기

계

정자형성장애 및 생식력(fertility)
저하, 월경주기 장애, 불임촉진 

Hyperestrogenism, 유산 또는 조

산, 구개열상(베트남 경우), 소뇌아 

출산 등 태아 발생 비정상 초래 

가능성

발

암

성

(IARC(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2B 
- 발암물질 ; 실험동물 근거 충분, 

사람에 대해서는 근거불충분), 유

방암, 고환암 등

면

역

계

기능저하

기타 연하장애에 따른 체중감소

피레스로

이드제 

(pyrethroid)

- 손과 얼굴에서 감각이상, 위쪽 호흡계 고통, 침 
분비와 알러지 반응을 포함함.

- 천연 피레스로이드제 : 접촉성 피부염(국부적 홍
반, 발진수반)

- 합성 피레스로이드제 : 현기증 접촉부위 가려움
증(24시간 후 대개 소멸)

- 안구 충혈, 각막 부종
- 경구 노출시 복통, 구토, 흉부압박감, 착시, 사지 

말단 근육 섬유속연충(fasci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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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연구대상

건강 

결정요인
건강영향여부

-

콜린에스

터레이즈 

억제제

장기별 임상증상

눈 시력이 흐릿해짐, 동공축소, 안검하수증

분비선

- 눈물샘: 제어되지 못하는 눈물흘림

- 침샘: 제어되지 못하는 침 흘림

- 호흡기계: 비염, 폐부종

- 소화기계: 구토, 설사

- 땀샘: 발한

심장
서맥 (bradycardia, 맥박이 1분간 

60이하)

기관지 기관지 수축

위장

판벽
구토, 위·장 경련, 설사

항문

괄약근
제어되지 못하는 배변

방광 제어되지 못하는 배뇨

골격근 발작, 동공이완

심장
빈맥(tachycardia, 맥박이 1분간 

100이상)

뇌

- 두통, 현기증, 비정상적 행동, 
무기력 혼수상태, 집중력 부재, 
두부 압박감

- 기분저하, 의식소실, 횡경막 마비, 
호흡억제, 청색증

피부

자극성 피부염, 간혹 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파라치온, 말라치온, 
디클로르보스), 세포면역저하

발암성 근거 미약함

유기인제

- 중독 초기 현상은 과도한 땀 흘림, 두통, 흐릿한 

시야, 작아진 동공, 허약함, 현기증, 메스꺼움, 과

도한 침 분비, 과도한 기관지내의 분비, 구역질, 
위통, 정확하지 않은 발음, 근육 경련 등을 포함

함. 그 후 설사, 경련, 혼수상태, 반응상실, 괄약

근 통제 능력의 손실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보건소 

164 곳
방역약품

- 작업자가 방역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약제에 의한 

피해에 대해 ‘없었다’는 답변이 66.5%, ‘있었다’
는 답변이 33.5%로 나타남.

- 피해대상에 관한 질문에서 66.5%가 작업자가 피

해를 입었다고 응답하였으며, 33.5%는 약제를 

살포한 장소의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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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연구대상

건강 

결정요인
건강영향여부

- 작업자의 피해내용에 관한 조사에서 호흡기와 눈

에 피해를 입은 작업자는 각각 33.5%였고, 피부

에 피해를 입었다는 작업자는 16.5%로 나타남.
- 보건소에서 방역약품(살충,살균제)의 구입 시 고

려하는 사항에 대한 질문에서 안전성을 고려한다

는 응답이 71.3%, 살충과 살균력을 생각한다는 

답변이 28.7%를 차지함.

안용준 

(2002)

실험혼합

제의 

생쥐에 

급성독성 

시험

혼합 

살충제 

7종

- 일반 중독증상은 지각증가 후 경련, 진전, 흥분과 

마비보행 등을 나타냄. 시험에 이용된 동물의 시

험개시 D0, D7, D14일째의 개체별 체중을 조

사한 결과, 각 시험물질 용량별 투여군은 무처리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차가 없었음.

백지형외 

(2003)
-

방역용 및 

가정용 

살충제

- 국내 방역용 및 가정용 살충제로 사용되고 있는 

약제들은 나트륨 채널 저해제인 피레스로이드계 

pyrethroid)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콜린에스

터레이즈(cholinesterase) 억제제인 유기인제

(organophosphate)와 카바메이트계 (carbamate) 
원제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

- 이들 살충성분은 방역업자의 경우 흡입 및 피부

노출, 가정용 살충제의 경우 지속적으로 저농도

에 노출되는 것이 주로 문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은 위해성에 대한 감수성이 어른에 비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함. 
- 실내 잔류 독성평가 : 가정용살충제 및 실내 잔류

처리용 살충제는 주거공간에 살포되어 야외에서처

럼 빠른 속도로 퍼지지 않기 때문에 실내 독성이 

오래 잔류할 수 있음. 가옥 내 벽 등에 약제를 

사용하여 방제하는 경우 지속적인 노출로 인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음. 또한 인체나 애완동물의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약제의 독성이 생명

체에 직접적으로 작용 할 수 있음.
- 내분비계 장애물질 :　생체 내 호르몬의 생산, 분

비, 이동, 대사, 결합작용 및 배설을 간섭하는 외

인성 물질을 일컬으며(미국 EPA 정의), 잔류성

이 커서 환경 혹은 생체 내에 농축되어 후대에까

지 위해성을 나타냄. 
-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퍼메트린(permethrin)과 

싸이퍼메쓰린(cypermethrin)은 바퀴벌레 방제를 

위한 가정용 살충제로 널리 이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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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연구대상

건강 

결정요인
건강영향여부

안용준 

(2007)

-
방역용 

살서제, 
살충제

- 문헌상의 조사에서 방역용 살서제에 대한 인체 

위해성 평가사례는 주로 섭취를 통한 중독의 경

우로 나타났으며, 경피나 흡입을 통한 인체 위해

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음. 
- 살충제의 중독증상은 현기증과 피곤→두통, 구토, 

위경련, 설사, 발한→호흡장애, 사지경련 및 의식

불명으로 나타남. 이런 중독증상을 느끼거나 나타

났을 경우 지체 없이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하며, 
위세척, 몸 세척 등으로 피부에 남아있는 살충성

분을 제거하고 아트로핀(atropine sulfate)을 반

복 투여, 심한 경우에는 프랄릴독심(pralidoxime 
chloride) 또는 obidoxime chloride를 함께 투

여 받아야 함. 

환자 

4,811명

지속적 

항응고성

살서제

- 미국 연합중독방제센터의 독성노출감시체계 TESS 
(Toxic Exposure Surveillance System) 에 

따르면, 2003년 4,811명이 환자(전체 노출자의 

29%)가 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이 중 7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모든 사망자

들은 성인에서의 의도적으로 노출한 경우임. 

미국 

독성센터의 
보고

지속적 

항응고성

살서제

- 미국 독성센터에서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4년) 
매년 16,000건 이상의 인체노출을 보고 하였는데, 
총 65,891번의 노출이 지속적항응고성살서제에 

대한 노출인 것으로 나타남. 이런 노출 중에서 

63,146건(96%)은 부주의나 사고로 인한 것이며 

특히 이중에서 58,710건(89%)은 6세 이하의 

어린이와 관련된 사고로 나타남. 
- 노출의 경로는 주로 섭취(95%)이고, 일어나는 

장소는 집(98%)과 작업장이나 공공장소(1.3%) 
이었음. 

이지윤외 

(2003)
잉글리쉬

쉽독
살서제

- 4년령의 잉글리시쉽독이 4일간의 호흡곤란과 비

출혈로 동물병원에 내원함.
- 항응고제인 살서제의 섭취는 vitamine K1의 재

생을 방지하여 순환 응고인자의 활성을 감소시킴.
- 따라서 살서제에 중독이 되었을 때, 빠르고 적절

한 치료가 수행되지 않으면 심각한 출혈로 인해 

의식불명에 빠지고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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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연구대상 / 

국가

건강 

결정요인
건강영향여부

J. 
Jeyaratnam
(1990)

- 농약중독

- 약 백만명의 사람이 이유 없이 매년 중독되고, 2
만명의 사람이 농약으로 인한 자살로 입원함.

- 약 2천 5백만의 농업노동자가 중독되고 있고 그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Darren 
M. 

Roberts외 

(2003)

환자기록/ 
스리랑카

살충제 

(pesticide)

- 환자 기록을 통해 알아본 결과, 1986년과 2000
년 사이에 중독으로 인한 입원은 두 배, 살충제

(pesticide) 중독으로 인한 입원은 50%이상 증

가함. 
- 1991년~1992년, 아누라다푸라 (Anuradhapura)에서 

살충제 중독을 포함한 사망은 72%에 이름. 간질

지속증(status epilepticus)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였고, endosulfan(엔도설판;강력한 살충제)
을 규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독 증상이 남아 

있었음.

Donald 
Whorton
외 (1997)

살충제 

공장에서 

일하는 

남성 25명/ 
캘리포니아

살충제

- 캘리포니아 살충제 공장에서 일하는 남자들이 불

임인 것으로 나타남.
- 원인으로 의심되는 약물은 

1,2-dibromo-3-chloropropane (D.B.C.P)임.
- 주요 영향은 정관절제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14

명)이 무정자증 또는 정자부족증이 나타났고, 여

포자극호르몬(follicle-stimulating hormone)과 

황체형성호르몬(luteinizing hormone)이 증가하

였음. 테스토스테론 (testosterone)의 수준은 정

상이었음. 

L. 
Rosenstock 
외 (1991)

농업 

종사자 

남성 36명 

/니카라과 
(Nicaragua)

급성유기인

산살충제

- 급성유기인산살충제(Acute organophosphate 
pesticide) 중독은 사망률과 전 세계 사망률에 

영향을 미침.
- 병원에 있는 농업 종사자에게 유기인산화합물 중

독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1986.7.1~1988.7.31). 

〈표 4-19〉 방역약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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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연구대상 / 

국가

건강 

결정요인
건강영향여부

Chensheng 
Lu외 

(2000)

생후 

9개월에서 

6세 아동 

109명/
워싱턴

유기인 

살충제

- 아동을 부모의 직업(농업인 또는 비농업인)과 농

약처리 된 과수원에 근접해 사는 아동으로 구분하

였음. 
- 농업 살충제 작업 또는 농약 처리된 과수원에 근

접해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아동들보다 노출될 위험이 더욱 높음. 

Robin 
M. 

Whyatt 
외(2004)

임산부 

314명/ 
뉴욕(New 

York)

살충제

- 살충제 노출은 임신 중인 여성들의 탯줄혈장

(umbilical cord plasma)에 유기인산화합물 클

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가 출생 시 체중과 

키에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살충제에 노출된 신생아의 경우, 출생 시 체중과 

키가 42.6g, 0.24cm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Matitiahu 
Lifshitz 
(1997)

어린이 

36명 

(1세~8세), 
성인 24명 
(17세~41세)

카바메이트제

(carbamat
e) 중독

- 어린이에게 나타나는 주요 증상은 중추신경계의 

우울과 긴장저하임. 가장 공통적 무스카린

(muscarinic)의 작용은 설사임. 
- 중추신경계에서의 우울, 긴장저하, 설사는 성인에

게서 나타나지 않음.

Joan 
Garey 외 

(1998)
-

피레스로이드 

(Pyrethroids)

- 피레스로이드는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살충

제이나 약간은 잠재적으로 호르몬 작용/길항제로

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 피레스로이드에 노출될 경우, 재생 기능장애, 발

육장애와 암에 걸릴 수 있음.

L 
Tianduo  
(1988)

데카메트린 

중독 

173case/ 
중국

데카메트린

(decamethrin)

- 급성 직업적 데카메트린(decamethrin)중독에 관

한 173case를 조사함.
- 중독에 관한 임상적 특성은 현기증, 두통, 구토, 

섬유속연축(fasciculation)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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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방역소독 약품의 환경영향

작물의 재배과정에서 농약의 사용은 작물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필

수 인 요소이며, 노동력을 감하고 농산물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공헌(Yun et al., 2009)하고 있는 반면, 농경지를 비롯한 개방계 지역에 

인 으로 살포되는 비 오염원으로써 환경 으로 제어가 어려운 물질

이다(DeCoursey외, 1985). 때문에 농약 등이 환경에 미치는 향을 살

펴보기 해 선행연구를 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가. 토양

국 논토양과 시설하우스 토양  잔류농약을 모니터링 한 결과, 논

토양에서 carpropamid(카 로 미드)등 11종의 농약이 검출되었으며, 

시설하우스 토양의 경우 hexaconazole(헥사코나졸) 등 22종의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보고하 다(배성찬 외, 2011). 한 토양에 잔류하는 농약 

 침투성 농약은 후작물에 이행되어 향을 미치게 된다. endosulfan

(엔도설 )과 procymidone( 로시미돈)을 토양에 살포한 후 열무, 배추, 

무, 당근을 재배하여 작물 흡수 특성을 규명하 는데 두 농약 모두 작물

로 흡수 이행되었으며, 배추와 무의 흡수 정도가 가장 높았지만 모두 잔

류허용기  이하이었다고 보고하 다(박 주 외, 2004).

벼 재배 토양과 토양수  잔류농약 모니터링 연구에서, 국 논토양

과 논물  잔류농약을 모니터링하고 검출농약의 지하수 오염 가능성을 

평가하기 하여 국 40지 의 논에서 토양과 논물을 각각 채취하여 

GC와 HPLC를 이용한 다성분동시분석법으로 총 160  시료  잔류농

약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 80 의 논토양의 경우 butachlor 등 5종의 

농약이 13 의 시료에서 검출되어 약 16.3%의 검출률을 보 으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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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에서는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검출농약의 지하수 오염 가능성을 

GUS를 이용하여 측한 결과 검출농약 모두 GUS가 1.3 이하로써 검

출된 농약이 지하수로 용탈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노 호 

외, 2012).

강원도 고랭지 배추경작지의 토양  수질  농약 오염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농약의 검출빈도는 태백>정선>평창의 순이었고, 태백지역은 

endosulfan(엔도설 ;살충제농약)등 20종이, 정선지역에서는 alachlor(알

라클로)등 12종이 그리고 평창 지역에서는 endosulfan등 13종이 검출되

었는데 월별로는 8월이 가장 많은 종류의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하 다. 

한 태백지역에서 4월에는 dimethomorph(디메토모르 ;살균제)가 

0.678mg‧kg-1
로 가장 높게 검출되었으며 6월에도 역시 dimethomorph

(디메토모르 )가 0.192mg‧kg-1, 8월에는 endosulfan(엔도설 )이 

0.380mg‧kg-1, 그리고 10월에는 carbendazim(카벤다짐)이 0.663mg‧

kg-1
으로 가장 높은 잔류수 을 나타냈다. 정선지역에서는 4월에 

cypermethrin(사이퍼메트린)이 0.095mg‧kg-1, 6월에는 dimethomorph

(디메토모르 )가 0.286mg‧kg-1, 8월에는 procymidone( 로시미돈)이 

0.147mg‧kg-1, 그리고 10월에는 dimethomorph(디메토모르 )가 

0.337mg‧kg-1
로 가장 높게 검출되었으며, 평창지역에서는 4월에 

prothiofos (토쿠치온;살충제)가 0.507mg‧kg-1, 8월에는 chlorfenapyr

(클로르훼나피르)가 0.112mg‧kg-1
그리고 10월에는 captan(캡탄)이 

0.412mg‧kg-1
로 가장 높게 검출되었다고 하 다(박동식, 2004).

그 외에 농약  살충제 등이 토양에 미치는 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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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연구대상 및 

방법

영향

요인
토양에 미치는 영향

노현호 외 

(2012)

전국 

40지점의  

논토양과 

논물

농약

- GC와 HPLC를 이용한 다성분동시분석법으로 총 

160점 시료 중 잔류농약을 분석한 결과, 80점의 

논토양의 경우 butachlor 등 5종의 농약이 13점

의 시료에서 검출되어 약 16.3%의 검출률을 보였

으나 물 시료에서는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음. 
- 검출농약의 지하수 오염 가능성을 GUS를 이용하

여 예측한 결과 검출농약 모두 GUS가 1.3 이하

로써 검출된 농약이 지하수로 용탈될 가능성은 없

는 것으로 추정됨.

최민규 외

(2007)
-

유기염소

계살충제

(organoc
hlorine 

pesticides,
OCPs)

- 토양-대기 간 OCPs 농도의 평형 여부와 토양이 

대기 중 OCPs의 잠재적인 오염원으로 작용하는

지의 여부를 알아봄.
* 방법

- 토양시료는 경기 남부 안성지역의 논, 밭, 산 및 

운동장 채취

- 대기시료는 안성에 위치한 캠퍼스내 옥상에서 

PUF high volume air sampler(General 
Metal Works Inc.)를 이용하여 채취

* 연구결과

- 대기와 토양 중 OCPs 농도는 OCPs의 분자량, 
Koa 및 증기압과 상관성을 보이지 않음. Ksa와 

scavenging coefficient(Csoil/Cair)간 회귀직선

의 기울기는 0.2952로 토양-개기 간 OCPs농도는 

평형에 도달하지 못함.
- 토양과 대기 중 OCPs의 fugacity 비(fsoil/fair)

를 이용하여 토양이 대기 중 OCPs의 잠재적인 

오염원인지를 파악한 결과 p,p'-DDT/DDD/DDE 
와 B-HCH는 fsoil/fair 값이 1보다 작아 

(0.30~0.67) 대기에서 토양중으로 OCPs가 이동

하지만 헵타클로로(heptachlor), 헵타클로로 에폭

사이드(Heptachlor epoxide), 살충제 

(trans-nonachlor), 엔도설판(endosulfan) 등은 

fsoil/fair값이 1보다 커(1.90~73.25)토양이 대기

의 잠재적인 OCPs의 오염원임을 알 수 있었음.

박병준

(2005)

논물, 
논토양

제초제 

molinate

- 농토양환경 중 제초제 molinate의 잔류양상을 논

물과 논토양으로 나누어 조사함.
- 처리초기(0-3일)에는 논물에 많이 잔류하였으나 7

일 이후에는 토양중의 잔류수준이 높음.

〈표 4-20〉 농약 및 살충제가 토양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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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연구대상 및 

방법

영향

요인
토양에 미치는 영향

- 특히, 토양 중에는 처리 7일 후에 가장 높은 잔류

수준을 보였으며,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김용화

(1999)
-

captafol
(캡타폴)

제

- captafol제를 사과과수원에 처리하고 2년 동안 강

우에 의한 토양표면 유출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유

출수 중에는 약제처리 직후에 180mg‧L-1의 농도

로 검출되었으나, 나머지 유출수 중에서는 5차례 

모두 20mg‧L-1이하로 검출되었다고 보고 하였음. 
- 배출수중의 captafol은 소하천과 합류하천에서 

10-50배 정도 희석되는 것으로 조사됨.

이영득 

(2000)

turfgrass가 

식재된 

골프장

제초제 

pendimet
halin

(펜디메탈린)

- 5m x 2m 넓이의 turfgrass가 식재된 골프장의 

실험구에서 10일간 매일 20mm‧day-1의 인공강우

에 의한 제초제 pendimethalin의 표면유출량을 

조사함.
- 약제처리 1일 전에 20mm‧day-1의 강우조건으로 

실험구 수분을 공급한 후, 약제를 살포하고 매일 

같이 같은 조건으로 9일간 인공강우 처리한 결과 

표면유출슈량은 전체 강우량의 18.8~39.3%(평균 

26.0%)이었으며, pendimethalin은 약제처리 당

일에 가장 많은 유출량을 보였으며, 전체 처리기간 

중에는 적량 살포구에서는 0.81%, 그리고 배량 

살포구에서는 1.21%의 약제서분이 유출된다고 보

고함.

나. 수질 및 수생생물

상당부분의 농약은 강우 시 유출  침식, 지하수로의 용탈, 그리고 

주변 하천 수역으로 배출되어 하천에 서식하고 있는 수 생태계와 먹이

연쇄를 통한 인체에 유해한 독성 향을 유발한다(Albanis외, 1998). 특

히, 범 하게 다량 사용하는 국내 벼 재배용 농약은 농약 출하 성분량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농약의 잔류성분이 하천수역으

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생태계에 직 으로 유해 향을 유

발할 가능성이 크다(한국작물보호 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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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연구대상 및 

방법
영향요인 수질, 수생생물에 미치는 영향

배철한 외,
(2012)

잉어, 
송사리

농약

- 농약을 살균제(30종), 살충제(23종), 제초제(16종)
로 분류하여 상관성을 알아봄.

- 그 결과, 농약의 용도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농약에

서 잉어와 송사리 독성값의 상관성은 높았음.
- 농약의 용도별로 잉어와 송사리 사이의 독성반응을 

보면 살균제 30종 중 19종에서 잉어에 대한 독성

이 높게 나타났고 살충제에서는 23종 중 6종에서 

잉어의 독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제초제에서는 16
종 중 11종에서 잉어의 독성이 높게 나타났음.

이정환 외 

(2009)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일대 

농업지역의 

지하수

살충제, 
제초제

- 농업지역의 지하수 수질과 농약에 의한 오염 특성

을 요인 분석함.
- 1,2,3차의 수질분석에 의하면, 무기성분(Ca2+, 

Na2+, Mg2+, K+,Zn2+, Cu2+, Fe2+, Al3+, 
NO3

-, Cl-, SO4
2-, F-,SiO2)의 평균농도는 2차 

조사에서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살충제인 

carbofuran과 제초제 alachlor는 2차 조사에서 

과반수가 넘는 지하수공에서 검출이 됨.
- 요인분석과 수질조성에 의하면, SiO2, HCO3

-, F-

을 제외한 무기성분들은 인위적인 오염(화학비료, 
퇴비, 유기물의 분해, 축산폐수, 생활하수), 염수, 
물-광물 반응의 영향을 받고 있음.

- 인위적인 오염을 대표하는 NO3
- 평균농도는 먹는

물 기준보다 약 4~5배 초과하고 있음. 또한 염수

의 영향은 해안에서부터 멀수록 작아지는 것으로 

판단됨.

홍상희 외 

(2006)
새만금 해역 살충제

- 톡사펜을 제외한 UNEP 지정 잔류농약 8종(DDT 
화합물, 클로르단 화합물, 알드린, 엔드린, 디엘드

린, 헵타클로르, 미렉스, 헥사클로로벤젠)과 향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 주목되고 있는 HCH 화합

물류, 엔도설판류(endosulfans)의 새만금 해역내 

오염현황 및 분포 특성을 연구함. 엔도설판류는 현

재 국내에서 살충제로 사용되고 있음.
- 새만금 해역 전반에 걸쳐 유기염소계 농약류가 광

범위가헤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DDT 화

합물, HCH(헥사클로르시클로헥산) 화합물, 
endosulfansⅡ가 해수와 퇴적물 중에 주요하게 

잔류하고 있고, 수층에서는 HCH 화합물이, 퇴적

물에서는 DDT화합물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됨.

〈표 4-21〉 방역약품 및 농약이 수질, 수생생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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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연구대상 및 

방법
영향요인 수질, 수생생물에 미치는 영향

- 화합물에 따라 상이한 계절적 변이를 나타냄. 
DDT 화합물과 HCH화합물은 봄철에 증가하였

고, endosulfansⅡ는 하계와 추계에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냄. 
- 표층퇴적물 중 유기염소계 농약류의 농도는 전반적

으로 전국연안의 농도보다 낮은 수준이나, 만경강 

유입 정점에서 endosulfansⅡ의 농도는 연안 해

역에서 관찰되는 농도의 상위수준에 해당함.

박경훈 외, 
(2007)

남한강 

지류인 

복포천 

하천수와 

토양

농약

- 남한강 지류인 복포천 하천수와 토양을 대상으로 

3년간 잔류농약을 분석한 결과 하천수에서 벼농사

용 농약인 butachlor, carbofuran, diazinon, 
fenitrothion, fenobucarb, iprobenfos, 
isoprothiolane, molinate, tricyclazole 등 9종

이 0.1~22.7 ppb 수준으로 검출되었는데, 이는 

전국 하천수를 대상으로 한 농업과학기술원의 농

약잔류량 조사결과(1998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

타남.
- 농약사용기인 5, 6, 7, 8월에만 농약이 검출되었으

며, 검출수준은 우리나라 먹는 물의 수질기준보다

는 낮은 수준이었고, 이지역의 관정수에서는 농약

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음.
- 논토양에서는 butachlor, diazinon, dimeperate, 

dimethometryn, fenitrothion, iprobenfos, 
isoprothiolane, molinate, parathion, 
piperophos, thiobencarb 등 11종의 농약이 

0.002~0.55 ppm의 낮은 수준으로 검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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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기

반휘발성 유기화합물(Semi-volatile Organic Compounds)은 간정

도의 기압(moderate vapor pressure), 낮은 용해도(low solubility), 

그리고 낮은 반응성(low reactivity)으로 기 에 리 분포한다. 특히 

염소를 함유한 많은 유기화합물은 기를 통해 장거리 수송되고 청정지

역에 침착되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에는 가장 청정한 지역으로 알려진 

북극에서 조차도 검출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Oehme M.외, 

1996;Halsall, C. J외 1998).

이런 반휘발성 유기화합물  유기염소계 살충제(Organochlorine  

Pesticides, OCPs)는 식물과 동물의 지방질에 축 되기 쉬운 친지질성

(lipophilicity)을 가지며 환경  반감기가 수십년이나 되는 난해성

(persistence)으로, 한 내분비계에 악 향을 주는 환경호르몬으로 구분

되어있다(정 표외, 2001).

기 에서 가스상 유기염소계 농약의 농도변화 패턴을 살펴보면, 가

스상 OCPs 성분들의 농도변화 패턴은 온도변화와 매우 유사하여 여름

에 높고 겨울에 낮았다. 특히 endosulfan은 다른 성분에 비하여 배출강

도(최 농도/최 농도)가 가장 높아 계 별 농도변화가 가장 뚜렷하 으

나 γ-HCH는 가장 낮은 배출강도를 보여 다른 성분들에 비하여 농도의 

계 변화가 었다. 기  가스상 OCPs는 약 1년을 주기로 한 농도

변화 패턴을 보 으며 7월 25일~8월 11일경에 최 농도를 보 고 최

농도의 1/2이상의 농도를 나타내는 고농도 기간은 성분에 따라서 짧게는 

6월 말부터 9월 까지, 길게는 5월부터 10월까지 다(최민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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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연구대상 및 

방법
영향요인 대기에 미치는 영향

정예표 외,
(2001)

경기도 

안성시 

한경대학교

에서 2주간 

대기중 

OCPs측정

유기염소계

농약

(OCPs)

- OCPs수송경로가 되는 대기중의 농도수준을 파악

하고 계절별 농도변화를 조사함.
- endosulfan Ⅰ과Ⅱ의 농도가 오래 전에 사용 금

지된 다른 OCPs와 대사물질의 농도보다 훨씬 높

았음.
- 모화합물인 heptachlor보다는 대사물질인 heptachlor 

epoxide가 더 높은 농도를 보임. 
- 이것은 이 성분이 사용된 지 상당히 되었지만 환

경중에서 독성이 강한 대사물질로 전환되어 잔류

함을 알 수 있었음. 
- 모든 OCPs는 가을보다 여름에 높은 농도를 보임. 

온도가 높은 여름에 air-surface exchange과 관

련된 휘발작용으로 농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낮은 

가을에 농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음.
- 그렇지만 endosulfan Ⅰ과Ⅱ는 온도의 영향뿐만 

아니라 사용량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최민규 외, 
(2007)

대기 중 

가스상 

OCPs 
농도를 

측정함.

유기염소계 

농약

- 약 2년 동안 PUF high volume sampler를 사

용하여 대기 중 가스상 OCPs (heptachlor 
epoxide, α/γ-chlordane, trans

- nonachlor, endosulfan, γ-HCH 및 p , p′
-DDE)의 농도를 측정함.

- 가스상 OCPs 성분들의 농도변화 패턴은 온도변화

와 매우 유사하여 여름에 높고 겨울에 낮았음. 특

히 endosulfan은 다른 성분에 비하여 배출강도 

(최대농도/최저농도)가 가장 높아 계절별 농도변화

가 가장 뚜렷하였으나 γ-HCH는 가장 낮은 배출

강도를 보여 다른 성분들에 비하여 농도의 계절변

화가 적었음.

〈표 4-22〉 방역소독 약품‧농약이 대기에 미치는 영향

라. 꿀벌

꿀벌(Apis mellifera)은 꿀, 화분, 로얄제리, 로폴리스, 납(wax)을 

생산하는 매우 요한 경제곤충으로  세계 으로 양 산업에 리 활

용되고 있다. 한 농업  측면에서도 고품질의 종자와 과일을 생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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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영향요인 곤충(꿀벌)에 미치는 영향

김병석 외, 
(2008)

농약

- 시설재배 딸기에 사용하는 농약이 화분매개를 위해 투입된 꿀벌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꿀벌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21종의 농약을 선정하여 꿀벌 급성독성시험과 엽상잔류독성시

험을 실시함. 
- 급성 섭식독성시험에서는 fenpropathrin EC만이 꿀벌에 독성

을 보여주었으며 mibemectin EC는 배량처리군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치사율 차이를 보임. 
- 또한 엽상잔류독성시험에서는 fenpropathrin EC만이 10일 이

상 장기간 잔류독성을 보임.

사르마 외, 
(2001)

살충제

- 꿀벌 일벌에 대한 살충제의 포장독성에 관한 연구를 인도 하리

아나농업대학교에 있는 녹두(Vigna radiata)꽃에서 수행함.
- 그러나, 사육상자에 있는 꿀벌에 대하여 살충제를 다른 간격으

로 처리한 꽃에서 살충제에 대한 잔류독성의 경우 옥시디메톤

메틸, 말라치온, 포스포미돈 등이 48시간까지 독성을 나타내었

고, 포모치온과 디메소에이트는 살포 후 72시간까지 독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남.

이명렬 외,
(2008)

아세페이트 

수화제, 
전착제, 
살균제 

- 사과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살충제에 의한 농약 중독증상을 조사

하기 위하여 사과나무에 아세페이트 수화제(Acephate WP)와 

전착제 또는 살균제 혼용액 등 4개 시험구를 살포하고 1,3, 5일 

후 꿀벌 일벌을 접종하여 외형적 이상 형태와 그 비율을 조사함.

데 필수 인 역할을 하는데 미국에서 재배되는 250여 작물  약 50여 

작물이 수분에 꿀벌을 이용하고 있다(Atkins, 1992).

병해충방제용으로 사용한 농약  꿀벌에 성독성이 강한 농약들은 

꿀벌이 화분매개활동 과정에서 직 인 치사를 일으키기도 하며 잔류독

성이 강한 농약의 경우에는 장기간 잎이나 꽃의 화분 는 화 에 오염

되어 군 내 유충, 어린 벌, 심지어 여왕벌에게 심각한 향을 주어 

군의 도를 히 떨어뜨리고 활동성을 하시켜 정상 인 수분활동을 

방해하게 된다(Atkins, 1992; Devillers and Pham-Dellegue, 2002, 

Iwasa et al, 2004).

〈표 4-23〉 곤충(꿀벌)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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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영향요인 곤충(꿀벌)에 미치는 영향

혼용액 

- 외형적 이상증세는 혀를 내민 상태, 날개 시구가 풀려 앞날개와 

뒷날개가 분리된 상태, 세 쌍의 다리가 비대칭으로 엇갈린 상태

로 구분할 수 있었음.

김병석외, 
(2009)

fipronail

- 벼농사용 살충제인 fipronil(피프로닐)의 비의도적 노출에 의한 

꿀벌의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급성독성시험, 엽상잔류독성시험, 
cage를 이용한 소규모야외시험을 실시함.

- fipronil은 꿀벌에 대한 급성독성이 매우 강하면서 장기간의 잔

류독성이 있어 잎 표면의 매우 낮은 잔류량으로 꿀벌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살충제임.

  6. 제언

살충제의 경우 1970년  주로 단일제제의 유기인계 살충제 사용이 많

았고, 1980년부터 복합제사용이 증가되면서 상호 보완 계의 강력한 살충

제가 등장하여 속효성과 지효성의 효과를 동시에 충족시켜 주는 제품의 개

발에 주안 을 가지고 개발되었다.  

방역용 살충제는 다음과 같이 보다 안 하고 방제 효과가 큰 것을 더 

요시 하고 있다. 첫째, 인축에 한 독성이 낮거나 거의 없어야 한다. 살

충효력이 우수하다하더라도 사람이나 가축에 비교  독성인 것을 골라서 

사용하고 있는데 치사량(LD50)이 50mg/kg 이상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둘

째, 방제 상곤충에는 살충효력이 커야 한다. 상곤충에는 살충제의 감수

성이 민할수록 좋다. 셋째, 장기간 환경오염이 없어야 한다. 특히 화학  

결합이 견고한 살충제는 분해되지 않고 장기간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

으므로 내분비교란 물질 의심 등의 문제로 분류 리되어지고 있다. 넷째, 

악취가 없어야 한다. 옥내주변이나 마을 주변에 악취가 나는 살충제를 뿌

리면 방역사업에 호응을 얻지 못하므로 방역용으로 합하지 않다. 하지만, 

이상과 같은 조건을 100%만족시키는 제품은 거의 없다(이동규 외, 2005).

많은 살충제들이 계열별로 다르게 독 증상을 일으키는데, 부분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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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작용하여 근육마비나 흥분 등을 조성하여 독작용을 일으킨다. 유기염

소계와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는 직 으로 신경 달물질인 아세틸콜린에

스테라제에 향을 주고, 피 스로이드계 살충제는 나트륨 채 의 작용을 

방해하여 신경을 흥분시킨다. 

따라서, 독증상에 따른 해독 방법도 각각 달라서 약품 취 자에 한 

교육이 요하지만, 일선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계자를 상으로 설문조

사를 한 결과 살충제 계열별 독 증상과 해독 방법에 해 제 로 교육받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 다(안용 , 2002). 

가. 방제의 시스템화

공공방제의 법  기조는 감염병 방법에 의해 규정되어진 법  감염

병 확산의 방지를 목 으로 하는 감염병의 매개체인 모기, 리, 바퀴, 

 쥐 등의 매개체의 구제를 해 사용 되어지는 행 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으로 행정이 분화되면서 공공방제의 방향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쾌 한 환경을 한 곤충의 제어로 확 되었으며, 그 

표 인 사례가 수변공원이나 강변 체육시설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깔

따구의 방제나 하루살이 등의 집단발생을 제어하는 목 으로 사용되어 

지기도 한다.

국내의 공공방제는 1950년 6.25 쟁 이후 미군이 사용했던 모기성충

을 상으로 한 살포법으로 50년이 지난 에 이르기까지 무분별하게 

사용하여왔다. 이 방법은 모기의 발생처와 도의 조사 없이 공간에 무

차별 살포함으로 인해 방제의 효율성과 산 낭비와 환경오염을 래해 

왔다(이동규 외, 2005). 한 이러한 무분별한 살충 방제는 상 해충의 

방제에 국한되지 않고 천 곤충도 함께 살충시킴으로서 자연계의 생태계

를 교란시켜 오히려 상해충의 발생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역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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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기도 했다. 

살충제의 사용은 상 해충의 살충제 항성 증 와 사람, 가축, 농작

물 등의 직 인 피해나 잔류에 따른 간 인 문제 등으로 환경오염 

 생태계 교란 인자로 지목되기도 하 다. 그 때문에 화학  살충제에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효과 인 감염병 매개체의 방제를 하여 종합  

해충방제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 시스템은 살충제에 주의 해충방제 

리체계에서 물리 , 환경 , 생물학  방제 등을 시한 다양한 방법

의 방제기법을 목시켜 해충의 선택  제어를 목 으로 하고 있다.

가장 효과 이고 선진화된 방제방법인 종합  방제법(Integrated Past 

Management)은 매개체의 발생처와 도를 사  조사하여 유충과 성충

을 여러 방제법을 이용하여 동시에 정 방제 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동규 

외, 2005).

나. 방제 소독약제의 분류

  

살충제는 공공 방제용의 의약외품과 동물용 의약외품, 농약 등으로 시

되어지고 있다. 이들 살충제는 리감독 기 에 따라 분류 되고는 있

지만 그 주요 성분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공공 방제를 목 으로 

한 의약외품 살충제의 경우 식약청에서 사용에 따른 용법 용량을 철

히 따를 필요가 있다.

살충제의 법 리 규정은 유해화합물 리법 개정(1996년 12월 30일)

에 따라 기존의 방역용 소독제에 한 품목 등록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제품에 한 시험기   방법도 폐지되어 방역소독제제의 

품질 리를 한 제도  장치가 없이 리 되어졌다. 2002년 국회의원 

김홍신의 발의로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감염병 방을 목 으로 살균, 살

충,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 되는 제제를 의약외품의 범 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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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조 제7항 제3호)하는 골자의 법안이 2004년 시행되었다. 이

로서 방역용 살충제는 식약청의 의약외품 리법에 의한 허가  리가 

진행되어 안 성‧유효성 심사, 기   시험방법의 검토를 통해 허가되

어지고 있다. 한 동법안으로 공공방제를 목 으로 한 살균제와 살서제

를 포함한 비롯한 유사 제제에 해 동일한 체계로 리되고 있다.  

화학  살충제의 개발은 주로 효과성과 속효성을 주로 개발되어 왔

으나 부분의 속효성 살충제는 안 성 검증을 통과하기 어려워 농약이

나 동물용의약외품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공공방제용 살충제의 경우 효

과성검증의 기 이 48시간이내의 반수치사량을 기 으로 하고 있기 때

문에 안 성에서는 효과 이나 살충력에 있어서는 다소 낮은 실정이다.  

다. 살충제의 처리방법

해충을 효과 으로 방제하기 하여 살충제를 선택이 매우 요한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질병매개 해충 방제용 살충제의 해당 해충과 

용방법, 용방법에 따른 종류에 해 자세히 나타내고 있다. 

모기 방제 부분에 있어 얼룩날개모기속(Anopheles spp)과 집모기속

(Culex spp)에 한 내부 잔류성 살충제 처리법, 공간살포법, 잔류훈증

법 등과 리 방제를 해서는 집 리속과 체체 리(Glossina spp), 

blackflies(Simulium spp)의 방제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 잔류성 살충제 처리와 공간살포법의 상지역과 합한 살충제 

용 방법, 용의 주기에 해 자세히 나타내고 있다(WHO, 1998). 

먼  잔류분무는 해충의 휴식장소와 서식장소 등 해충이 자주 앉아 

쉬는 장소에 잔류성 살충제의 수화제를 물에 희석한 후 잔류분무하여 

해충이 할 때마다 치사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말라리아모기는 

주로 밤 12시 이후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말라리아 매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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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한 한 잔류분무방법이 가장 효과 이라고 할 수 있다. 

살충제 원제를 등유나 보일러 등유에 희석하여 약 400~600℃의 연소

실을 통과 할 때 등유는 연기화하게 된다. 가열연막은 연기 속에 있는 

살충제의 입자에 모기를 하게 하여 죽게 하는 방법이다. 살충연막은 

해가 진 녁 7~9시 는 아침에 해가 뜨기 에 실시한다. 휴 용 가

열연막은 방향을 자유자재로 조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 이라는 

장 이 있고, 차량연막은 활한 지역에서 경제 이다.

미스트 분무는 기계의 압력에 의하여 매우 작은 입자로 분리되면서 

공간에 분사된다. 최근 새로 개발된 기식 미스트 분무는 매우 실용 이

다. 모기는 외양간에서 흡  후 약 10m 이내 주로 3~4m거리의 숲속에 

숨어 있으므로 이러한 곳에 미스트 분무를 실시하면 매우 효과 이다.

라. 살충제의 중독 증상과 응급처치

방역용 살충제는 식약청의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리되고 있으나, 

살충제의 특성상 인축에 한 미량의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인체나 환

경에 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피해를  수 있으므로 살충제 사용시나 

취  시 각별한 주의와 지식이 필요하다. 

살충제에 한 인체 독성은 호흡할 때나 소화기 을 통해 흡수되었을 

때 발생하는 경구독성과 피부  시 흡수되는 경피독성이 있고, 1회 

혹은 수차례 걸친 에 의한 성 독과 미량의 살충제를 장기간에 

걸친 계속 인  결과 일어나는 만성 독이 있다. 

독증상은 첫 단계로 기증과 피곤을 느끼고 두번째로 두통, 구토, 

경련, 설사, 발한 등의 증상이 오며 세번째로 호흡장애, 사지경련  

의식불명의 증상이 진행되는 경우가 부분이다. 

독증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가까운 곳에 보건소나 문의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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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없다면, 신속한 응 처치를 실시하고 문의가 도

착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우선, 치료방법을 정하기 하여 다음의 사항을 신속하게 악할 필요

가 있다. 먼  사고발생 상황을 악하기 하여 독 증상이 살충제 살

포  혹은 살포 후에 일어났는지, 음독 혹은 피부에 닿았는지 등을 알

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살충제의 종류  제형 농도  섭취량을 악하

고 난 다음 살포 시작 후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알아보고 만

약 음독의 경우 구토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황 악이 되었으면 

독화자의 구토물이나  내용물, 소변, 액 등을 보존해야 하는데 이

는 농약의 종류를 밝히고 동시에 흡수량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살충제의 계통마다 독 증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증상을 잘 찰

하는 것이 요하다.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살충제는 부분이 신경계

에 작용하기 때문에 특히 신경학  찰이 요하다. 근육의 수축이완, 

간질과 같은 경련 발작, 호흡곤란, 말  신경 마비, 타액과다 분비, 발한

은 유기인제  카바메이트계 독 증상의 특징이다. 한 축동이 있

으면 유기인제나 카바메이트계 살충제에 의한 독 증상이며, 산동이 있

으면 유기 염소계 살충제의 독 증상이라고 보면 된다. 만약 항경련제

나 팜, 황산아드로핀의 약제를 구할 수 있으면, 살충제의 계열에 따라 

히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살충제의 독 증상을 느끼거나 나타났을 경우 몸 세척 등으로 피부

에 남아 있는 살충성분을 제거하고, 즉시 가까운 보건소나 병‧의원을 방

문 문의의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세척이나 아트로

핀을 반복투여하거나 심한경우 pralidoxime chloride 는 obidoxime 

chloride를 함께 투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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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살충제 사용 안전수칙 

WHO 문가 원회의 지침을 기 로 한 살충제 사용의 안 수칙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살충제 살포시 주의 사항으로는 살포자는 모자, 안경, 마스크 그

리고 고무장갑 등의 안 용구를 착용하여 작업  살충제가 피부에 닿

지 않도록 보호하고, 작업시에는 바람을 후면이나 측면으로 받도록 방향

을 잡아 가  살포자가 살포한 살충제입자가 몸이나 옷에 닿지 않도

록 주의한다. 작업은 1일 4시간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작업  

살충제가 피부에 묻었을 경우 즉시 작업을 단하고 비눗물로 깨끗이 

세척 하여야 한다. 특히 에 살충제 입자가 들어갔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경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이면 세척설비로 충분한 물과 비 가 갖춰진 장소 는 차량 

운행 시 일정량의 세척 장비를 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살충제 살포

작업 후 반드시 미지근한 온수와 비 로 샤워해야 한다. 작업도  식사, 

음료수 음용과 담배를 피우는 행 는 지되어야 한다. 분무하는 사람은 

갈아입기 한 방호복을 최소한 두 벌 이상을 비해야 한다. 

그러나 부분의 살충제 살포시기가 여름철에 야외로 집 되어 있어 

작업자들이 더  등의 이유로 보호장비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실정이나 최소한의 보호 장비라도 착용하여 작업에 임할 수 있

도록 하는 리 감독이 필요한 실정이다.

방제 작업 시 필요한 안 장비는 첫째, 작업복과 앞치마이다. 작업복

과 앞치마는 살충제 살포 빈도에 따라 세탁이 필요하며, 유기인제나 카

바메이트 화합물 같은 경우 비 , 세척제, 세정소다를 사용하는 것이 

하다. 세탁 후에 유기염소계 화합물을 제거하기 해 약간의 석유를 

세제와 사용하는 것도 효과 이다. 고무나 poly vinyl chloride(PVC)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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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앞치마는 살충용액을 쏟았을 때 인체를 보호할 수 있다. 둘째, 방

독면이나 얼굴마스크가 필요하다. 마스크는 물에 녹는 분말제제나 일부 

바람에 날리는 분무약제가 직 으로 호흡기나 구기로 흡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살충제의 흡입을 이고 얼굴의 피부 노출을 감소시킬 수 있

다. 독성이 매우 강한 약제의 사용이나 미세입자(ULV) 장비 사용시에는 

방독면이 보다 효과 이다. 그러나 하 기 야외 작업시 더 로 인해 착

용이 여의치 않은 단 이 있으나 실내 공간이나 폐된 공간의 작업에

는 착용 하도록 권고 되어져야 한다. 세번째로는 장갑이다. 살충용액을 

다룰 때는 PVC 혹은 긴 고무장갑을 사용해야 한다. PVC 재질은 피

스로이드제를 흡수하기 때문에 피 스로이드계의 취 시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유기용매를 기본 으로 사용할 시에는 고무장갑과 면장갑을 사

용해야 하며 사용후에는 반드시 장갑 안 을 세척해야 한다. 이 밖에 모

자나 보호안경, 안 화 등 작업에 필요한 장비 들이 있으며 이들 장비는 

살충제의 침습이나 침투에 용의하지 않은 재질로 비 되어져야 한다.

지자체 방제사업은 주로 보건소나 자율방역단 등 비 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방제가 효과 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작업자들의 건강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2006년 질병 리본부의 국 보건소 운 실태 조사에 따르면 

모기방제 의 구성 상태가 보건소+자율방역단 42.8%, 보건소 17%, 보

건소+자율방역단+민간방제업소 11.9%, 보건소+동(읍) 7.5%, 자율방역

단 2.5%, 민간 방제업소 2.5%의 순으로 동작구의 경우와 같이 보건소

와 자율방역단의 방제 담비율이 월등히 높은 상태 다. 

모기방제 담당의 업무 경험도는 모기방제 업무담당 경력 유무에 한 

조사에서 ‘있다’ 35%, ‘없다’ 65%로 나타났다. 한 모기방제 부서의 

운 상 문제 인식사항으로는 인원부족 42%, 방제지식부족 40%, 산

부족 24%, 행정지원부족 18%, 인원부족+방제지식부족 6%, 인원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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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원부족 5%의 순으로 인원  방제 지식부족을 문제 으로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신 , 2006).

이 조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부분의 보건소에서는 담인력과 방

제 지식부족 등의 문제 을 가지고 있으며, 동작구 보건소의 경우도 자

체 인력(공익 5명, 계약직 2명, 사무직 3명)과 자율방역단(새마을지회, 

녹색환경 사회)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사한 실정이라 단되어 진다.

지난 2006년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방제로 인한 주민민원으로 태풍이

후 자율 방역단이 취약지역 소독 작업(연막작업)으로 인해 방제 상지역

의 지역주민이 구토와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여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발

생하기도 하 다. 

보다 안 한 살충방제를 해서 공간 방제를 하는 연막방제나 미립자 

방제 등의 경우는 방송이나 확성기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게 방제실시를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필요하며 잔류분무나 유충구제 등 국소 부  

처리 시 처리 상주민이 방제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명되어져야 

한다. 한, 필요한 경우 자체 인력을 비롯한 자율 방역단 등 방제 활동

에 참여하는 작업자들에 해 정보의 제공을 한 교육, 실습 등의 기회

가 부여되어야 한다.

바. 살충제와 장비의 보관 및 관리

살충제 용기에는 인간의 음식이나 동물의 먹이 는 음용수의 보 을 

한 것이 아니라는 주의사항이 지워지지 않게 표기되어야 한다. 한 폐

용기는 제조자 책임법에 의해 제조 회사에서 회수조치토록 하여 한 

폐기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된 용기 보 시에는 두세 

번 물로 세척하고 내부를 문질러 내부의 오염원을 제거해야 한다.

방제 장비는 정기 , 체계  검을 시행해야 한다. 장비의 잔존 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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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무를 확인 하고 장비에 잔류되어 보 되는 약제가 없도록 리 되

어져야 한다.

약제의 잔존 상태로 장비를 보 할 때에는 약제의 성질에 따라 고무 

등 라스틱 마개를 부식시키거나, 혹은 완  폐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연 휘발 등의 원인으로 유해가스가 방출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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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최근 인류는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문명의 발 을 이루었으나, 그 가

로 기상이변을 비롯한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상에 직면하고 있다. 인류

는 이 같은  지구  사건에 직면하여 새롭게 환경에 한 심을 가

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한 심의 결과물들 가운데는 환경정책과 건강정책도 포함되며, 

이에 한 정책  수단으로 동원한 것이 환경 향평가제도와 건강 향평

가제도이다. 두 정책과 제도는 호칭은 제 각각이지만 본질이나 정책  

제도가 가진 목 과 근방법은 유사 이 많고 상이 은 은, 그래서 

상호보완  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두 제도가 시행 과정에서 각각 장 을 증진시키고 특징을 조화

시켜 나간다면, 두 제도는 각기의 고유한 목 을 용이하게 달성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지속가능한 발 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Berner(2011)는 통합환경‧건강 향평가의 경험을 통하여 얻은 교훈들

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 다.

(1) 앙  지방 정부의 환경 향평가 사업은 인구집단의 건강과 

련하여 요한 함의들을 가진다.

(2) 앙  지방 정부의 환경 향평가법들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재, 건강의 향들에 한 평가를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다.



188∙지방자치단체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3) 건강 향평가는 공 보건기 들이 타 부문들의 정책결정에 여하

게 함으로써 건강이 공공의 의사결정에서 고려되도록 보장하는 

효과  방법을 제공한다.

(4) 환경 향평가의 틀 안에서 건강 향평가의 권고사항들을 시행하는 

것은 하나의 도 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환경규제기 들은 

건강에 기 를 둔 법규들을 강제하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

이다.

(5) 환경 향평가서에 건강 향평가를 통합하는 것은 조정하는 과정에

서 향을 받게 될 지역사회들이 가장 크게 심을 두고 있는 쟁

들에 을 확실히 맞추도록 하는 효과  방법의 하나일 수 있다. 

지역사회참여는 환경 향평가서의 과정의 효과를 크게 강화한다.

주요 외국의 사례에서 볼 때, 환경 향평가제도는 자체 으로 개발사

업 등에 한 환경 향을 평가하기 한 강력한 정책이다. 하지만, 환경

이 아닌 건강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환경 향평가 독자 으로 시행되었

을 때, 건강이 포 으로 고려되지 않거나 평가 반에 걸쳐 지역사회의 

맥락  특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정량 인 분석 주로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한, 담당 부처가 상이함에 따라 건강분야의 책임

기 인 보건부의 의견이 정확히 반 되지 못할 수 있다. 

때문에, 행 환경 향평가 내에서 건강 향이 포 으로 검토되도

록 상 사업, 평가 항목과 범 를 폭 넓게 규정하고 기 을 확 할 필

요가 있다. 특히, 평가단계별로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문가 참여가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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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실시한 방역용 살충제에 의해 향평가 결과, 방역용 살

충제를 오남용 하 을 경우 수질, 토양 등 환경에 한 향은 물론 인

체에 한 향 한 심각할 수 있음을 많은 근거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방역의 목 은 감염병 매개체를 제거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건강 향

을 사 에 방하고자 하는 것인데, 방역용 살충제를 잘못 취 하 을 

경우 작업자 본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독성에 노출되어 감염병으로 

인한 건강피해 보다 오히려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때문에 보건소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역용 소독제로 인해 발

생 가능한 토양, 수질오염 등 환경매체에 한 보다 실증 인 평가는 물

론 인체에 한 보다 세 한 평가를 실시하여 방역사업 담당자는 물론, 

문 작업자,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한, 그러한 

평가를 통해 보다 효과 이고 안 한 방역소독 지침을 개발하여 리 

보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상 으로 건강 향평가에 한 인식이 

낮아 환경 향평가와 동등한 치에서 요성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

문에 환경 향평가와 건강 향평가가 통합 으로 실시되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서 서울을 비롯한 국의 지자체 23곳에서는 환경

은 물론 인체에 유해하다고 명되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사용이 지

된 살충제를 사용해온 것으로 밝 져 충격을  바 있다. 이 살충제는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19개월 동안 총 2432.2리터를 살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보도 뒤에도 살충제에 한 안 성 재평가

를 실시하겠다는 발표만 있었을 뿐, 그 동안 살포된 유해 살충제로 인해 

환경은 물론 건강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를 밝히기 한 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발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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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으로 보았을 때 환경과 건강에 한 사회  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고 살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를 든 것처럼 유해 살충제 살

포 이후에 처하는 방안들에 해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직은 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고려하는 정책이 얼마나 부족한 가를 짐작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 (sustainable development)은 각종 인간의 활동에 앞

서 환경친화성을 먼  평가해 정책에 반 함으로써 환경을 보존하자는 

개념이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환경을 평가할 때 인간의 건강에 

한 향을 동시에 평가하여 그에 맞는 책을 추가 으로 수립하는 

것이 인간의 건강증진이 도움이 될 것임은 구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환경 향평가와 건강 향평가의 연계는 요한 과제

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해 담당 부처간 숙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다양한 사업에 한 시범 용을 통해 평가지침과 로

토콜 개발, 그리고 문가 양성 등 인 라 구축 한 우선되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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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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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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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 
-M시 종적연구기반(I) 오영희

연구 2011-37-14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김수봉

연구 20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연구 20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폴란드 편- 이삼식

연구 20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경희

연구 20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각지대 분석- 이소정

연구 2011-37-19 출산행동의 동향분석을 위한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연구 20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 김기홍(외부)
연구 2011-37-21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정영철(외부)
연구 20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방안 이미정(외부)

연구 20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연구 20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지원 김동진

연구 20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와 정책동향 최은진

연구 2011-39-4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김동진

연구 20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연구 20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연구 20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연구 20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홍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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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2차년도) 김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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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정영호

연구 20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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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2-01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12권) 정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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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도출 김정선

연구 2012-04 식품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곽노성

연구 2012-05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김남순

연구 2012-06 약제비 지출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 연구 박실비아

연구 2012-07 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윤강재

연구 2012-08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연구 2012-09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다원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2-10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2-11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조직화 방안 김동진

연구 2012-12 정신건강고위험자 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진욱

연구 2012-13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방안 정기혜

연구 2012-14 건강보장체계의 New Paradigm 전환에 따른 기반 구축 연구 신영석

연구 2012-15 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김진수

연구 2012-16 국민연금 적정부담 수준에 관한 연구 윤석명

연구 2012-17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2012-18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신화연

연구 2012-19 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방향 유근춘

연구 2012-20 사회환경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와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에 관한 연구 원종욱

연구 2012-21 복지지출 수준에 따른 사회현상과 정책과제 고경환

연구 2012-22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 최성은

연구 2012-23
지방정부의 복지재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의 복지수준과 
욕구의 대응성 분석 고경환

연구 2012-24 2012년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연구 2012-25 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2-26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군인연금과 노르딕 
모델을 중심으로 윤석명‧신화연

연구 2012-27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 원종욱

연구 2012-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강신욱

연구 2012-29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김태완

연구 2012-30 중고령자의 소득·자산 분포와 노후빈곤 가능성 분석 남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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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2-31 현세대 노인의 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 방안 연구 김미곤

연구 2012-3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이현주

연구 2012-33 빈곤층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연구 염주희

연구 2012-34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국가비교: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1 (터키) 이현주

연구 2012-35 인구구조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문길

연구 2012-36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2-37 2012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2-38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 강혜규

연구 2012-39 아동복지지출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 규모 추계 김미숙

연구 2012-40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심층분석 김성희

연구 2012-41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2-42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연계동향 및 정책과제-재활,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박수지

연구 2012-43 보건복지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및 정책과제 정영철

연구 2012-44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2 장영식

연구 2012-45 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도세록

연구 2012-46 보건복지분야 통계조사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손창균

연구 2012-47-1 미래 성장을 위한 저출산부문의 국가책임 강화 방안 이삼식

연구 2012-47-2 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저출산정책연계방안 이상림

연구 2012-47-4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와 정책방안 김현식

연구 2012-47-5 친가족기업 지표개발과 적용방안: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점검과 향후과제 이철선

연구 2012-47-6 한국사회 결혼규범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출산 가정을 중심으로 염주희

연구 2012-47-7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이삼식

연구 2012-47-8 임신 및 출산을 위한 난임 시술비 지불보상 현황과 정책방향: 인공수정 대상 황나미

연구 2012-47-9 신생아기 저출생체중아 사망영향요인과 관리방안 최정수

연구 2012-47-10 둘째자녀 출산제약 요인분석과 정책방안 정은희

연구 2012-47-1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 동기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김현식

연구 2012-47-12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이헌창)
연구 2012-47-13 남북한 통합시 인구이동 전망과 대응과제 이상림

연구 2012-47-14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정경희

연구 2012-47-15 100세 시대 건강한 노화의 양상과 정책과제 - M시 종적연구(II) 오영희

연구 2012-47-16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17 노인장기요양욕구필요도측정방식개발 이윤경

연구 2012-47-18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실태 및 평가 정경희

연구 2012-47-19 복지용구사업시장규모추계와활성화방안 김대중

연구 2012-47-20 저출산현상의동태적분석을위한지역사례조사 박종서

연구 2012-47-21 백세시대 대응 고령화 지역 연구 이윤경

연구 2012-47-22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분석: 미국‧영국 편 이삼식

연구 2012-47-23 선진국의 고령사회정책: 유럽국가의 활기찬고령화(active ageing)정책을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2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II) 오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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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2-47-25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정경희

연구 2012-47-26 출산력시계열자료 구축 및 분석 신창우‧이삼식

연구 2012-47-27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공적 전달체계 개편 방안: 공적전달체계의 
수직적편제와 수평적배열의 재구조화 정홍원

연구 2012-47-28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자녀의 만혼화 (이만우)
연구 2012-47-29 저출산에 대응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0 농업인의 노후준비실태와 정책대안 (최경환)
연구 2012-47-31 저출산 고령화 대응 영세자영업자 생활실태 연구 박종서 

연구 2012-4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06년 및 2011년 결과 보고서 - 오영호

연구 2012-49-1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이상영

연구 2012-49-2 지방자치단체환경보건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김동진

연구 2012-49-3 아태지역 및 유럽지역의 건강영향평가 동향 및 정책과제 최은진

연구 2012-49-4 건강증진서비스이용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자본의 영향 연구 최은진

연구 2012-50-1 지역사회 기후변화 관련 건강적응대책 발전방안 김남순

연구 2012-50-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개선 방안 김정선

연구 2012-51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빈곤정책 홍석표

연구 2012-52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3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2-5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확충 전략Ⅱ: 영유아돌봄 및 초등 
방과후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2-54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ㆍ복지실태조사 김승권

연구 2012-55-1 2012년한국복지패널기초분석:한국의복지실태 최현수

연구 2012-55-2 2012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인구집단별생활실태와복지욕구의동태분석 남상호

연구 2012-56-1 201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 정영호

연구 2012-56-2 2012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의료이용 심층연구 김대중

연구 2012-57 2012년 인터넷 건강정보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2-58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4년차) 이연희

연구 2012-59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 이상영

연구 2012-60 북한주민의 생활과 보건복지실태 황나미

연구 2012-61 사회보장 재정추계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원종욱

연구 2012-62 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신영석

연구 2012-63 보건의료 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 윤강재

연구 2012-64 우리나라의 자살급증 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영

연구 2012-65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정립 방향 
- 스웨덴, 프랑스, 영국을 중삼으로 - 고경환

연구 2012-66 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위상과 성과 및 함의 김혜련

연구 2012-67 보건복지 지표ㆍ지수 연구 남상호

연구 2012-68 2012년 지역복지개발평가센터 운영보고서 김승권

협동 2012-1 2012년 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역량 강화 신호성

협동 2012-2 2012년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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