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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는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국내․외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이론적 배

경을 조사하고 우리나라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영향

평가제도의 절차, 평가방법, 평가기법 등을 분석함으로써 현 제도 시행상의

한계점을 고찰해 보았으며, 아울러 환경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건강영향평

가제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정책적 발전방

안을 제언하였다.

설문조사의 연구대상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공무원, 환경․보건분야

전문가, 환경부서에 소속된 기업인,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민간환경단체 환

경활동가(일반국민) 등 5개 그룹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방법은 건강영향평

가제도의 인식도 조사를 위한 기초설문(1차설문)과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발

전방안에 관한 심층설문(2차설문) 등 2차례에 걸쳐 2010년 4~5월 중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하였고 설문조사 결과, 총 169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문헌조사 결과, 현행 건강영향평가제도의 한계점은 크

게 4가지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는 건강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틀 내에서 위생․공중 보건항목에 대하여 추가로 건강영향을 평가토록 정

하고 있으며, 둘째는 건강영향평가 평가요소인 건강결정요인의 범위를 물

리적 요인만으로 한정하였고, 셋째는 건강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넷째는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일몰제

적용,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을 보완하지 않은 점 등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입법론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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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평가제도의 인식도 조사를 위한 기초설문 조사 결과, 설문응답자

총 105명 중 54명(51.4%)이 ‘잘 알고 있거나 알고 있다.’로 응답하였고 환경․

보건전문가 및 평가대행자는 대부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일반

국민 및 기업인(환경기술인)은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한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대상사업, 평가절차, 평가요소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별 인식도 조사결과는 대부분 설문항목에서 ‘알고 있다’와

‘모르고 있다’의 응답비율 차이가 10% 이내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인식도

조사 결과는 설문대상자의 선정과 그룹별 응답자 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 될 수 있어 정책적 발전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로 제언하였으며, 각 그

룹별 인식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계층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심층설문결과, 첫째 건강영향

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은 현행대로 환경영향평가의 틀 안에서 시행하되

평가항목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행 대상사업이 적절하

다는 의견(32.8%)과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34.4%)이 유사하게 조사되었다.

셋째 건강영향평가 평가요소의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건강결정요인 중 생물

학적, 물리적, 사회․경제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43.6%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환경․보건분야 전문인력의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건

강영향을 추가로 평가하고자 하는 대행자는 환경․보건분야 전문인력을 확

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60.9%로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건강영향평가 평가

방법은 현행대로 정성적평가와 정량적평가를 혼용하여 평가하되, 신뢰성

있는 정량적평가의 확대를 위해 기초자료 확보 및 평가기법개발이 시급하

다는 의견이 50.0%로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건강영향평가 사후관리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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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 대해서는 건강영향평가결과 주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사업의 취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54.0%)이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한

다는 의견(46.0%)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해낸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정책적 발전방

안은 다음과 같다. 건강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은 현행대로 환경영

향평가의 틀 안에서 시행하되 평가항목의 확대가 필요하며, 건강영향평가

평가요소는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결정요인 중 생물학적, 물리적, 사회․경

제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건강영향평가 평가방법은 현행대로

정성적평가와 정량적평가를 혼용하여 평가하되, 신뢰성 있는 정량적평가의

확대를 위해 기초자료 확보 및 평가기법개발이 시급하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영향평가제도는 일몰제 적용이 끝나는 2012년 이후에

도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특히 건강영향평가의 신뢰성 있는 평가서

작성을 위해 건강영향을 추가로 평가하고자 하는 평가대행자는 환경․보건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

특히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각 계층별 의견차이가

큰 만큼 향후 건강영향평가제도가 안정화되는 시기에는 건강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확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건강영향평가 결과

주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것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양한 저감대책과 더불어

사업의 취소여부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도 심층설문 결과 환경정책 수요 그룹별로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

었으며,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향후 제도개선 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건강영향평가제도가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파수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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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풍요로운 삶을 영위함에 따라 보다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사람들의 소망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빠른 경제성장은 대량생산, 대량 소비의 시대를 야기하고 동

시에 건강에 좋지 않은 환경과 물질들을 생산하게 되어 건강에 나쁜 영향

도 함께 주고 있다.

OECD에서는 환경오염에 따른 질병이 총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2~6%로 추정하고 있으며, 향후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 우리나라 역시 2015년에 전체 인구의 약 12.9%가 65세 이상의 고령화

인구로서 환경오염에 취약한 노인계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건강과 환경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지면서 WHO,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 이하 ‘HIA'라 함)의 실시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시

작하였다(환경부, 2007).

건강영향평가제도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의사결정권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서 세계보건기구(WHO)나 영국, 캐나다, 미국, EU 등에서 활용

하고 있으며 사전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긍정적 영향은 최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도록 의사결정권자에게 권고하기 위한 수단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과거 환경정책은 더러워진 공기, 물, 토양 등을 깨끗

하게 치유하는데 중점을 두어 오염매체별로 수립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는 사람 건강을 중심으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참

여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환경부,

2009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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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전예방적 환경보호 수단

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있다. 동 제도들은 행정계획

이나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동 제도들은 평가 시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의 달성을 기본

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기준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의 사

정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양 제도는 어느 정도는 건

강을 고려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 제도의 대상이 16개 분야 83개 상․하위 행정계획 및 소규모

개발사업과 17개 분야 74개 개발사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일상

생활에서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계획이나 행위 등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환경기준이 없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건강

이라는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위생․공중보건

항목 내에서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검토하고 있으나 의료시설 현황,

법정전염병 발생현황 등 매우 일반적인 사항만을 다루고 있어 발생가능한

건강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2008년 3월 21일 건강영향평가의 시행을 담고 있

는 「환경보건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동 법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검토․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

는 영향을 추가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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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2010년 1월 1일부터 건강영향평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

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호 측면에서 살펴보면 여러 한계점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환경보건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는 시행일부터 3년

동안 효력을 가지는 일몰제가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어 장기적인 제도시행을

장담할 수 없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건강영향평가의 관점에서 볼 때,

건강을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 자료도 한정적이며, 기존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건강 영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사

유로 많은 부분들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환경부, 2008).

또한 환경부에서는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개발면적 15만㎡이상의

산업단지 및 공장, 1만km이상의 화력발전소, 매립(일반 30만㎥, 지정 5만

㎥)․소각(100톤/일)시설, 100㎘/일 이상의 축산․분뇨 처리시설로 한정하

고 있으며, 건강결정요인의 범위도 물리적요인 중 대기질(악취 포함), 수질,

소음․진동의 변화에 따른 건강영향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문헌조사를 통하여 ‘국내․외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이론적 배경’, ‘건강영향평가 방법 및 기법조사’ 등 건강영향평가와 관련된

제도를 분석하고 건강영향평가 초기 시행에 따른 여러 한계점을 정리하였

다. 또한 환경정책 수요그룹인 환경성평가 관련 공무원, 기업인, 환경․보

건전문가,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일반국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

영향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도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끝으로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해 낸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환경정책수요 그룹별 인식도 및 발전방안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정책적 발전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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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이 연구는 국내․외 건강영향평가 이론적 배경을 문헌조사를 통해 분석

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절차와 내용 등을 분

석하여 현 제도시행의 한계점을 찾아보고, 환경정책수요 그룹별로 건강영

향평가제도의 인식도 및 발전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정책적 발전방안을 제언 하고자 한다.

국내․외 건강영향평가 문헌조사

↓

현행 건강영향평가제도 분석

↓

수요그룹별 설문조사

(인식도 및 발전방안)

↓

설문조사결과 분석

↓

건강영향평가제도 발전방안 제언

<그림 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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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가. 국내․외 건강영향평가제도 문헌조사

건강영향평가제도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 인체 건강에 미

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의사결정권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서 세계보건기구(WHO)나 영국, 캐나다, 미국, EU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과거 환경정책은 더러워진 공기, 물, 토양 등을 깨끗

하게 치유하는데 중점을 두어 오염매체별로 수립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는 사람 건강을 중심으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참

여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영향평가의 절차, 방법 등 국내

건강영향평가 운용현황을 조사하고, 아울러 국제기구 및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건강영향평가 운용현황 및 동향을 문헌조사를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나. 현행 건강영향평가제도 분석

현행 우리나라의 건강영향평가제도는 세계 여러나라의 제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함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0년에 새롭게 건강영향

평가제도를 시행한 초기단계로 건강을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 자료의 부족

뿐만 아니라 기존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건강 영향을 실시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건강영향 평가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환경부, 2008).

건강영향평가 관련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건강영향평가제도가 도

입됨에 따라 평가기법에 상당한 제한이 따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영

향평가대상사업, 건강결정요인 적용범위, 평가방법 등에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제한적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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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수요그룹별 설문조사

이 연구의 연구대상은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 건강

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는 평가대행자, 행정계획시행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내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지역주민의견수렴, 관련사업 허가 및

승인을 주관하는 지자체 관련 공무원,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주관하는 환

경부 담당공무원 및 환경․보건전문가, 개발사업에 의해 환경적 피해를 받

게되는 지역주민(환경활동가)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대상자는 환경부(소

속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책고객을 중심으로 이메일을 수집 하였고,

총 3,492개의 이메일을 확보할 수 있었다. 확보된 연구대상에게 온라인설문을

실시한 결과, 총169명이 응답하여 회수율이 4.8%에 불과하였다. 응답한 설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설문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n=169)

구 분 사례수(명) 비율(%)

직업(소속)

환경성평가 담당 공무원 41 24.3

환경․보건전문가 49 29.0

환경영향평가대행자 22 13.0

환경부서 기업인 24 14.2

기타(일반국민) 33 19.5

연령

30세미만 8 4.7

30~39세 54 32.0

40~49세 50 29.6

50세 이상 57 33.7

환경분야

근무경력

경력없음 14 8.3

1년이상 ~ 10년미만 64 37.9

10년이상 ~ 20년미만 47 27.8

20년 이상 44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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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설문은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전반적 인식조사를 위한 기초설문

(1차설문)과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심층설문(2차설문) 등 2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기초설문은 환경정책수요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심층설문은 환경․보건전문가, 건강영향평가 실무를 담당하는 유역(지방)환

경청 환경평가과 소속 공무원,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민간환

경단체 소속 환경활동가 등 총 3분류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기초설문(1차설문)의 설문지<부록 1>는 건강영향평가제도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점을 감안하여 설문대상자들이 설문 전 건강영향평가제도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문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건강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개요

를 설문지 첫 페이지에 안내하였으며,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인식도 조사를

위한 설문 총 10문항과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발전방안 조사를 위한 설문 총

10문항, 그리고 통계처리를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기초설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2>와 같다.

<표 2> 1차설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n=105)

구 분 사례수(명) 비율(%)

기초설문

(1차설문)

직업(소속)

환경성평가 담당 공무원 17 16.2

환경․보건전문가 27 25.7

환경영향평가대행자 22 21.0

환경부서 기업인 22 21.0

기타(일반국민) 17 16.2

연령

30세미만 4 3.8

30~39세 40 38.1

40~49세 31 29.5

50세 이상 30 28.6

환경분야

근무경력

20년 이상 22 21.0
10년이상 ~ 20년미만 31 29.5
1년이상 ~ 10년미만 42 40.0

경력없음 10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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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설문(2차설문)의 설문지<부록 2>는 기초설문과 동일하게 건강영향평가

제도의 개요를 설문지 첫 페이지에 안내하였으며, 건강영향평가제도 발전

방안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묻는 설문 총 7문항 및 통계처리를 위한 문항

으로 구성하였고 심층설문 일반적인 특성은 <표3>와 같다.

<표 3> 2차설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n=64)

구 분 사례수(명) 비율(%)

심층서문

(2차설문)

직업(소속)

환경성평가 담당 공무원 24 37.5

환경․보건전문가 22 34.4

환경활동가 및 국민 18 28.1

연령

30세미만 4 6.2

30~39세 14 21.9

40~49세 19 29.7

50세 이상 27 42.2

환경분야

근무경력

20년 이상 22 34.4

10년이상 ~ 20년미만 16 25.0

1년이상 ~ 10년미만 22 34.4

경력없음 4 6.2

또한 설문지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건강영향평가 담당교수님의 검토를

거쳤으며 설문 전 환경영향평가업무 경험이 있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5명

에게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온라인 설문조사의 오류 및 설문 문항 등에

대해 부분 수정을 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편리성과 신속성, 환경정책수요자의 이메일주소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설문조사(전자서베이)를 실시하였고 온라인

설문조사시 설문대상자의 설문참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설문회

수율을 높이고 동시에 통계처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웹을 이

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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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설문조사결과 분석

현행 우리나라의 건강영향평가제도는 세계 여러나라의 제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함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0년에 새롭게 건강영향

평가제도를 시행한 초기단계로 건강을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 자료의 부족

뿐만 아니라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건강영향을 실시하기 때문

에 포괄적인 건강영향평가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제도시행 초기에 따른 한계점을 넘어 향후에 건강

영향을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더 구축이 되고 기법도 향상이

되면 물리적요인 이외의 타 요인들에 평가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

으며,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 전문인력 양성, 평가방법 등 제도적으로

개선해야할 과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발전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운용되고 있는 건강영향평가제

도의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해낸 국내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환경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정책수요그룹별 건강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인식도 차이을 분석하고 인식도

차이를 나타내는 극복과제를 발굴하였으며, 끝으로 이를 종합하여 장기적

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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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건강영향평가제도 이론적 배경

1. 국내 건강영향평가제도

건강영향평가는 “정책(Policy), 계획(Plan), 프로그램(Program) 및 프로

젝트(Project)(이하 ‘4P'라 함)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분포를 파악

하는 도구, 절차, 방법 또는 그 조합” 이라고 정의되고 있다(WHO, 1999).

우리나라의 경우는 건강영향평가의 대상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중 일부로

결정되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계획, 프로그램은 미포함 하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의 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국민적 인식이 증

대하고 있고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발생되는 질환간 밀접한 인과관계가 지

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환경문제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

는 사전예방적 환경보건정책으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요구가 증

가하고 있는 등 건강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환경부, 2009h).

건강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이 야기하는 건강결정요인의 변화로 인

해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확인하고 인체건강에 미

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하고 부정적 영향과 건강불평등을 최소화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사결정권자에게 정보를 제공

하는 정책결정의 중요한 수단이다.

건강영향평가 시에는 환경전문가, 건강전문가, 사업자, 지역주민, 승인기관,

기타 전문가들이 관여하고, 의사결정과정에 공중을 참여시킴으로써 당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건강영향과 건강 불평등을

확인 할 수 있다(환경부, 200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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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파악하고 어떤 요인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며, 기관간의 협력 개선을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취약집단의 건강상태에 초점을 맞추는데 기여함으로

써 건강부분에 대한 숨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건강영향평가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틀 내

에서 위생․공중보건 항목에 대하여 건강영향을 추가하여 평가하고 사후관

리를 시행토록 정하고 있으며, 2010년 1월 1일 이후 평가서 초안을 최초로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되며, 환경보건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시행(2010년

1월 1일) 후 3년동안 효력을 가지는 일몰제가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다.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보건법」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

가․평가 등) 제1항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에 따

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

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게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검토․평가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

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평가

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행정계획의 경우 계획 자체가 제공

하고 있는 정보가 건강영향평가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단계에서는 건강영향평가의 수행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지적되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17개 분야, 74개사업) 중에서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표 4>을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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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1)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지방산업단지로서 면적이

15만㎡ 이상인것

(2) 공장의 설립으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에너지 개발

(1) 전원개발사업 중 발전소로서 발전시설용량이 1만kW

이상인 화력발전소

(2) 전기사업 중 발전소로서 발전시설용량이 1만kW

이상인 화력발전소

페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

시설의 설치

(1)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

성면적이 30만㎡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330만㎥

이상인 것

(2)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25만㎥

이상인 것

(3)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4)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

리시설의 설치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설치사업

건강결정요인은 건강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서 개인이나 집단

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하며 생물학적 요인, 개인적 요인,

물리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의 네가지 범주로 분류<표 5> 하고 있다

(환경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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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건강결정요인 분류 및 분류별 항목 예

건강결정요인 분류 건강결정요인의 항목 예

생물학적 요인 연령, 성, 유전자

개인적 요인
흡연, 음주, 운동, 음식 섭취

개인의 안전, 여가활동

물리적 요인
대기질, 수질, 토양

페기물, 소음․진동, 사고

사회․경제적 요인

고용, 수입, 주거

교육(훈련), 사회적 단절

범죄 발생률

공공서비스로의 접근성

우리나라의 건강영향평가제도는 생물학적 요인, 개인적 요인, 사회․경제

적 요인들의 변화로 인한 영향을 정량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기법이나 방

법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을 감안하여 제도시행 초기에는 물리적 요

인 중 대기, 수질, 소음․진동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다(환경부,

2009e).

대기․수질분야는 정량적 분석항목을 법적 기준항목을 중심으로 발암

성, 비발암성 물질로 한정하여 평가하며, 토양분야는 오염된 토양 복원을

위한 ‘토양오염위해성 평가지침’을 적용하고 소음․진동분야는 정량적 평

가기법이 상용화되어 있지 않아 매트릭스 등 정성적 평가만 실시한다. 아

울러 폐기물 분야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

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자원순환’이라는 항목으로 기 검토중이

므로 건강영향결정인자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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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평가 평가방법은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혼합하여 사용

하고 있다. 정성적 평가는 평가대상 사업이 야기하는 건강영향을 매트릭스,

체크리스트 등을 이용하여 평가항목에 체크를 하거나 서술적으로 묘사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또 개발 사업이 어린이, 노인 등 취약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물리적 요인의 변화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정량적 평가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정량화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국가 환경기준이 있는 물질의 경우 그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환경기

준이 없는 경우는 발암성 물질과 비발암성 물질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법

이다. 발암성 물질의 경우에는 발암 위해도를, 비발암성 물질의 경우에는

위해도 지수를 이용한다. 발암성 물질은 발암위해도가 10-6을 초과할 경우,

비발암성 물질은 위해도 지수가 1을 초과할 경우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발암성물질의 경우에 국내․외 수준을 고려하여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한 이후에도 10-6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을 10-5으로 적

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환경부, 2009e).

건강영향평가제도는 기존 환경영향평가 틀 내에서 운용되므로 기존의

평가 협의 절차를 큰 변화 없이 준용하며, 평가서작성계획서심의위원회(스

코핑 위원회)에 건강영향평가 또는 보건 전문가와 환경보건정책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환경부, 2009c).

건강영향평가 내용 검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환경부장

관이 협의권자인 경우는 환경보건정책과가 수행하며, 지방청장이 협의권자

인 경우는 유역청(또는 지방청) 환경평가과에서 KEI와 (지역)환경보건전문

가 풀(pool)을 이용하여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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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건강영향평가 협의절차 및 검토주체

전 세계적으로 건강영향평가 절차는 비슷하지만 각 단계의 세부내용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상사업 및 규모를 「환

경보건법」시행령 별표 1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스크리닝 단계는 생략하며,

사업자는 스코핑 단계에서 스코핑 위원회(건강영향평가 또는 보건전문가,

환경보건정책 담당자 참여)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그림 3>

사업분석 →
스크리닝

(Screening)
→

스코핑

(Scoping)

↓

모니터링 계획

수립
← 저감방안 수립 ←

평가

(Appraisal)

<그림 3> 건강영향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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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제1항에 따라 평가서, 평가계획서, 환경보전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또는 간이평가서 등을 작성하려는 때에는 환경영

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대

행자는 동법 제35조(평가대행자의 등록)에 따라 일정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환경부, 2009g).

이는 건강영향을 추가로 평가하고자 하는 대행자가 건강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환경보건 분야(보건학, 약학, 의학, 독성학 등)의 전문인력을 의무

적으로 확보하지 않아도 기존 평가대행자가 건강영향을 추가로 평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대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새로운 규제

를 완화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평가서 작성에 대한 내실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 국외 건강영향평가제도

WHO는 2001년 5월 28일 콜롬비아 카르테헤나에서 개최된 21차 IAIA

회의에서 “Health Impact Assessment in Development Policy and Planning"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동 보고서에서는 ”HIA의 필요성 및 중요성의 이

유로 주요 자원의 적절한 분배와 함께 건강과 개발 이슈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에 개최되었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WSSD)에서는 개발정책과 전략 내에서 HIA가 보다 가시화되어야

하는 기회요인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였다.

유럽의 경우, 점점 증가하는 건강의 불균형이 많은 사회적․경제적인

분야에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가시화되면서 정책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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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예측하기 위한 건강영향평가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왔다. 그 결과, 영국 및 유럽의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EIA)와 분리하거나 혹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우

EIA내에 HIA를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EHIA는 우편조사나

서류분석의 방법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서류에서 인간건강측면의 범주가 불

완전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한삼인 외, 2007).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많이 있으나, 그 접근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외국의 경우, 개발사업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이를 환경영향평가 내에서

실시하기도 하나 일부 국가에서는 별도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환경부,

2007).

<표 6> 국가별 건강영향평가 도입형태

구 분 접근 방법 실시 국가

EIA내에 HIA의

편입

환경과 건강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환경보건의 관점으로

EIA내에서 HIA를 적용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핀란드, 필리핀 등

EIA와 별개로

HIA 실시

환경과 분리하여 보건과 관련하여

HIA 실시
영국, 네덜란드

EIA, SEA내에

HIA 실시
EIA, SEA에서 HIA 실시

WHO, EU,

태국

* 출처 : WHO. Health Impact Assessment in Development Policy and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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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단계 내용 방법 국가

스크리닝
HIA 수행여부
결정

▪체크리스트
▪매트릭스

▪호주, 뉴질랜드, 영국
Merseyside 모델,
스코틀랜드

▪영국 머시사이드주

범위결정 평가범위결정

▪체크리스트
▪매트릭스
▪인터뷰
▪합의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스웨덴

영향평가
영향에 대한
평가

▪체크리스트
▪매트릭스
▪인과관계 그물
▪정성적 방법-척도, 순위
▪정량적 방법-기준치와 비교,
허용 위해도수준과의비교

▪비용 편익 분석

▪뉴질랜드, 영국 BC
모델

▪캐나다, 뉴질랜드,
유럽, 영국
Merseyside 모델,
영국 MC 모델

▪대만, 캐나다, 독일

권장안
작성

유해 영향 최
소를 위한 권
장안 작성

▪매트릭스 ▪영국

모니터링
이행 후 영향
모니터링

결과 평가
HIA 수행결과
에 대한 평가

외국에서 평가절차별로 사용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면 각 진행 단계에서는

주로 체크리스트, 매트릭스 등의 방법을 통해 평가하며 평가방법론이 대부분

유사하다. 스크리닝 단계에서는 체크리스트와 매트릭스가 주로 이용되고, 스코핑

단계에서는 체크리스트, 매트릭스, 인터뷰, 회의를 통한 합의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평가단계에서도 체크리스트와 매트릭스 방법이 주로 활용됨을 알 수 있다.

그 외 인과관계 그물 방법, 기준치 또는 허용위해도 수준과 비교하는 방법,

비용-편익 분석방법 등이 이용되기도 하나, 기준치 또는 허용위해도 수준과

비교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환경부, 2008).

<표 7> 건강영향평가 수행단계별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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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의 건강영향평가는 매우 복잡하다. 정책이나 프로젝트는 정부

의 의사(government wish)에 의해 수행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

우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근거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으며, 또한 계획이나 프로

그램에 대해서는 EU SEA Directive(Department of Health, 2007)에 근거하

여 건강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주로 일반 공공정책에서 보건분야를

강화시키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전략환경평가에서의 건강영향평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캐나다는 1973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략환경평가는

아직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British Columbia, Nova Scotia,

Newfoundland 등 일부 州에서는 정책수립과정에서도 건강영향평가를 실

시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수준에서의 건강영향평가는 별도의 제도가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환경영향평가 항목으로 건강영향을 다루고 있다.

미국의 환경영향평가는 그 절차에서 건강영향까지 모두 포함해서 평가

하므로 건강영향을 위한 별도의 제도나 절차는 없다. 따라서, 건강영향평가

에 관한 관련법 및 제도, 평가항목, 평가기관, 평가절차, 평가현황은 환경영

향평가와 동일하다. 각 연방기관이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 주관기관이 되

는데,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의 주관기관들은 AEPA와는 별도의

평가항목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US DOE, 1993).

호주 연방의 환경영향평가 근거법은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법

(EPBC)이나, 동법에서는 건강영향평가의 실시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다만 호주는 인간의 건강을 환경과 아주 밀접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경우, 건강영향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은 없으나, 1999년 수립된

국가환경보건전략에 의거하여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NHMRC, 1994).



- 20 -

뉴질랜드는 최근 몇 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HIA에 대한 지원은 성장하

고 있다. 캐나다 및 호주와 같이 뉴질랜드는 HIA를 EIA의 필수 성분으로

통합하였으며, 지역 보건국(District Health Boards)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책 수준에서 HIA의 제도화 쪽으로 새로운 경향을 나

타내고 있다(Public Health Advisory Committee, 2005).

독일은 개발 프로젝트로 인한 인체건강에 대한 영향을 예측 평가하기

위한 것을 환경건강영향평가(Environmental Health Impact Assessment,

EHIA)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개념을 페기물처리시설 확장, 도시우회로 건

설 프로젝트에 적용하였다(Rainer Fehr, 1999).

아시아 국가 중에서 건강영향평가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태국이

다. 최근 태국정부는 태국의 경제 및 사회를 새로운 산업화된 국가로 변화

시키기 위하여 많은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지역 주민에게 부

정적인 건강 영향이 많이 발생되었다. 적절한 공중의 참여과정 없이 정부

주도로 개발사업이 진행되어, 거의 모든 대규모 정부사업에 대하여 수많은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었다. 이에, 2000년에 소집된 국가건강시스템개혁위원

회는 모든 분야에서 건강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All

for Health" 원칙을 수립하였는데, 이에 따라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해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추구하기 시작하였다(김임순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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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제도의 현황 분석

우리나라는 2010년 1월1일부터 '환경보건법'에 근거하여 건강영향평가제

도가 시행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건강영향을 추가로 평가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예측해 이를 최소화하는 제도로서 환경보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직접적인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

다. 또한 우리나라도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 환경취약계층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적 영향뿐만 아니라 환경취약계층 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건강영향평가제도는 선진적 환경보건정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일부 전문가나 국민들은 건강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되면 건강에 대한 문

제가 모두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심정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일지라도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 부족한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건강영향평가제도는

수년간 많은 토론과 연구를 거쳐 시행된 제도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건강영향평가는 사전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긍정적 영향은 최

대화하고，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도록 의사결정권자에게 권고하기 위한

수단이다. 아직 건강영향평가제도가 제한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를 시행함

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건강에 대한 보이지 않는 편익은 실로 막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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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의 건강영향평가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건강영향평가의 관점에서 볼 때 부족함이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새롭게

건강영향을 추가로 평가하고, 건강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 자료도

한정적이며, 기존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건강영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사유로 많은 부분들을 평가하기에는 현 단계

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른 한계점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는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시행을 환경영향평가 틀 내에서 위생․공중

보건항목에 대하여 건강영향을 평가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아

직은 건강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며, 우리나라의 여건상 건강영향평가법을 신설하는 경우 법 통과 자체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환경영향평가와 건강영향평가, 전략환경평

가와 건강영향평가의 통합에 대한 세계적 흐름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

으로 제한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정책이나

계획의 시행 효과 결과 분석에 대한 기초자료가 미비하여 상위행정계획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 정책이나 상위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단계에서 직․간접적

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 상위행정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사전환경성검토서 작

성 등에 관한 규정」에도 건강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조항이 전혀 없다. 따

라서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계점이 있다.

둘째는 건강결정요인의 범위를 물리적 요인만으로 한정하였고 물리적

요인중에서도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의 변화 정도를 우선적으로 평가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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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토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

결정요인은 건강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일종의 대리변수로서 건강영향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여러 선진국이나 WHO에서는 생물학적 요인(연령, 성,

유전자 등), 개인적 요인(흡연, 음주, 운동 등), 물리적요인(대기, 수질, 소음․

진동, 사고 등), 사회경제적 요인(고용, 수입, 주거, 산업, 교육 등)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대상사업의 성격이나 특성, 각 나라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스코핑과정을 통해 당해 사업 또는 계획의 평가를 위한 건강결정요인을 설

정한다. 그리고 선정된 건강결정요인을 바탕으로 당해 사업 또는 계획이

야기하는 건강결정요인의 변화 정도를 예측하고 이에 근거하여 건강의 변화

정도를 파악한다.

특히 건강결정요인의 변화에 따른 건강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초자료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기질의 변화

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는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으며 정

량적인 인체 위해성 평가에 대한 방법론은 잘 정립되어 있다. 또한 수질의

경우는 음용수로 활용할 경우의 인체 위해성평가에 대한 방법론이 과거

G-7 과제로 연구되어 정립되어 있다. 반면에 타 건강결정요인들에 대한 자

료는 미비한 실정이다. 소음의 경우 우리나라 환경분쟁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인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셋째는 건강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외국의 경우는 정성적인 평가도 인정하고 있으나, 우

리나라 평가의 특성 중에 하나는 정성적인 평가를 상대적으로 불신하며 정

량적인 평가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

로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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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사업이 야기하는 건강영향을 매트릭스,

체크리스트 등을 이용하여 평가항목에 체크를 하거나 서술적으로 묘사하여

평가하는 정성적 평가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정량화하여 평가하는

정량적 평가를 병행하여 평가토록 정하고 있다. 특히 국가 환경기준이 있

는 물질의 경우 그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환경기준이 없는 경우는 발

암성 물질과 비발암성 물질로 구분하여 발암성 물질에 대해서는 발암위해

도를, 비발암성 물질에 대해서는 위해도 지수를 평가한다.

넷째는 환경보건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법령상에서 규

정하고 있는 한계점을 찾아볼 수 있다. 건강영향평가는 「환경보건법」제

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에 근거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본

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시행 후 3년동안 효

력을 가지는 일몰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사

전환경성검토)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에 상위행정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도 건

강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조항이 없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제35조

(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평가대행자의 등록)에서 정

하는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가 환경보건 분야(보건

학, 약학, 의학, 독성학 등)의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않아도 건

강영향을 추가로 평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평가서 작성에 대한 내실

을 장담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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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인식은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

행하는 사업자, 건강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는 평가대행자, 행정계획시행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내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지역주민의견수렴,

관련사업 허가 및 승인을 주관하는 지자체 관련 공무원, 건강영향평가서

검토를 주관하는 환경부 담당공무원 및 환경․보건전문가, 개발사업에 의해

환경적 피해를 받게되는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총 105명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건강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일반적 인식

건강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

사 결과, 총 105명 중 54명(51.4%)이 ‘잘 알고 있거나 알고 있다’(이하 ‘긍

정’ 이라 함)라고 응답하였으며, 39명(37.1%)은 ‘모르고 있거나 전혀 모른

다’(이하 ‘부정' 이라 함)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설문대상자 중 환경․보건

전문가와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대부분이 알고 있는 반면 일반국민은 대부

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건강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설문대상별 인식 정도
단위 : 사례수(%)

설문내용 설문대상 긍정 부정 보통 합계

건강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

소계
54

(51.4)

39

(37.1)

12

(11.4)

105

(100)

평가 관련 공무원 9 8 0 17

환경․보건 전문가 20 5 2 27

평가대행자 17 2 3 22

환경기술인(사업자) 6 10 6 22

일반국민 2 1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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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영향평가제도 부문별 인식 정도

건강영향평가제도 시행, 평가절차, 대상사업, 평가요소 및 방법 등 건강

영향평가제도와 관련된 부분별 인식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

사 결과, 환경영향평가제도 인식 정도에 대해서는 72.4%가 ‘긍정’으로 응답

한 반면, 건강영향평가 방법(기법)에 대한 인식은 33.3%가 ‘긍정’으로 응답

하였고, 환경보건법 시행에 대한 인식은 35.2%가 ‘긍정’로 응답하여 상대적

으로 인식도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9> 건강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부문별 인식 정도
단위 : 사례수(%)

설문내용 긍정 부정 보통 합계

건강영향평가제도 시행을 포함하는 

환경보건법에 대해 알고 있다.
37(35.2) 44(41.9) 24(22.9) 105(100)

건강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
56(53.3) 43(41.0) 6(5.7) 105(100)

건강영향평가제도가 3년동안 한시적

으로 시행되는 사실을 알고 있다.
40(38.1) 54(51.4) 11(10.5) 105(100)

건강영향평가 절차에 대해 알고 

있다.
43(41.0) 44(41.9) 18(17.1) 105(100)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알고 있다.
51(48.6) 44(41.9) 10(9.5) 105(100)

건강영향평가 평가요소에 대해 

알고 있다.
40(38.1) 43(41.0) 22(20.9) 105(100)

건강영향평가 방법(기법)에 대해 

알고 있다.
35(33.3) 45(42.9) 25(23.8) 105(100)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
76(72.4) 18(17.1) 11(10.5) 105(100)

건강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있다.
50(47.6) 36(34.3) 19(18.1) 1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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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강영향평가제도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건강영향평가제도가 필

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매우 필요하거나 필요하다’

(이하 ‘긍정’ 이라 함)는 응답이 63.8%로 조사되었으며, ‘필요없거나 전혀

필요없다’(이하 ‘부정’ 이라 함)는 응답은 14.3%에 불과하였다. 설문대상 그

룹별로 살펴볼때도 모든 설문대상자 그룹이 ‘긍정’으로 응답한 사례가 ‘부

정'으로 응답한 사례보다 많게 조사되었다. 특히, 환경․보건 전문가 그룹

은 77.8%가 ‘긍정’으로 응답하여 타 그룹에 비해 건강영향평가제도가 필요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10> 건강영향평가제도 필요성에 대한 설문대상별 인식 정도

단위 : 사례수(%)

설문내용 설문대상 긍정 부정 보통 합계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할 때 건강영향

평가제도가 필요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소계
67

(63.8)

15

(14.3)

23

(21.9)

105

(100)

평가 관련 공무원 12 3 2 17

환경․보건 전문가 21 2 4 27

평가대행자 11 5 6 22

환경기술인(사업자) 13 1 8 22

일반국민 10 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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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강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우리나라의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건강영향평가제도 운영방안 중 어느

방안이 더 효율적이며 바람직 하는지에 대한 설문에 환경영향평가제도 틀

안에서 운용하는 방안(48.6%)이 건강영향평가법을 신설하여 운용하는 방안

(36.2%)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며, 설문대상별로 살펴볼 때 평가대행자를 제

외하고 모든 설문그룹이 ‘건강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틀 안에서

운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표 11> 건강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설문내용 운영방안 설문대상 사례수(%)

건강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은?

환경영향평가제도 

틀 안에서 운용

소계 51(48.6)

평가 관련 공무원 11(21.6)

환경․보건 전문가 13(25.5)

평가대행자 9(17.6)

환경기술인(사업자) 13(31.4)

일반국민 5(9.8)

건강영향평가법을 

신설하여 운용

소계 38(36.2)

평가 관련 공무원 6(15.8)

환경․보건 전문가 12(31.6)

평가대행자 11(28.9)

환경기술인(사업자) 4(10.5)

일반국민 5(13.2)

기 타 16(15.2)



- 29 -

마. 건강영향평가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부문별 인식 정도

건강영향평가제도 문헌조사를 통해 조사된 한계점을 중심으로 건강영향

평가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부문별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보

다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병행하

는 평가방법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7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환경․보건분야의 전문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8.6%로 높게 나타

났다. 반면 지역주민의 건강적 편익보다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더 크다는

설문에는 ‘긍정(38%)’과 ‘부정(33%)’ 의견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표 12> 건강영향평가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부문별 인식 정도

단위 : 사례수(%)

설문내용 긍정 부정 보통 합계

건강영향평가제도가 2012년 이후에

도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63(60.0) 17(16.2) 25(23.8) 105(100)

건강영향평가제도 대상사업의 확대

가 필요하다.
57(54.3) 22(21.0) 26(24.8) 105(100)

건강영향평가제도 평가요소의 확대

가 필요하다.
56(53.3) 18(17.1) 31(29.5) 105(100)

건강영향평가제도 평가방법이 적

절하다.
74(70.5) 18(17.1) 13(12.4) 105(100)

지역주민의 건강적 편익보다 사

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더 크다.
38(36.2) 33(31.4) 34(32.4) 105(100)

환경․보건분야의 전문인력 확대가 

필요하다.
72(68.6) 8(7.6) 25(23.6) 105(100)

건강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사

업의 취소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53(50.5) 22(21.0) 30(28.6) 1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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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그룹별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지속 시행에 대한 인식 정도 조사결과

모든 그룹이 건강영향평가제도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

시하였다.

<표 13> 설문그룹별 건강영향평가제도 지속 시행에 대한 인식 정도

단위 : 사례수(%)

설문내용 설문대상 긍정 부정 보통 합계

건강영향평가제도가 

2012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되

어야 한다.

소계
63

(60.0)

17

(16.2)

25

(23.8)

105

(100)

평가 관련 공무원 10 2 5 17

환경․보건 전문가 22 3 2 27

평가대행자 12 7 3 22

환경기술인(사업자) 10 1 11 22

일반국민 9 4 4 17

설문그룹별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 조

사결과, 모든 설문그룹이 ‘긍정’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전문가그룹의 경우

70.4%가 ‘긍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14> 설문그룹별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에 대한 인식 정도

단위 : 사례수(%)

설문내용 설문대상 긍정 부정 보통 합계

건강영향평가제도 대

상사업의 확대가 필

요하다.

소계
57

(54.3)

22

(21.0)

26

(24.8)

105

(100)

평가 관련 공무원 9 4 4 17

환경․보건 전문가 19 3 5 27

평가대행자 11 7 4 22

환경기술인(사업자) 8 4 10 22

일반국민 10 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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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그룹별 건강영향평가 평가요소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 조

사결과, 모든 설문그룹이 ‘긍정’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전문가그룹의 경우

77.8%가 ‘긍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15> 설문그룹별 건강영향평가 평가요소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

단위 : 사례수(%)

설문내용 설문대상 긍정 부정 보통 합계

건강영향평가제도 평

가요소의 확대가 필

요하다.

소계
56

(53.3)

18

(17.1)

31

(29.5)

105

(100)

평가 관련 공무원 9 4 4 17

환경․보건 전문가 21 2 4 27

평가대행자 7 6 9 22

환경기술인(사업자) 10 3 9 22

일반국민 9 3 5 17

설문그룹별 건강영향평가 평가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정도 조사결

과, 모든 설문그룹이 ‘긍정’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전문가그룹의 경우

85.2%가 ‘긍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16> 설문그룹별 건강영향평가 평가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정도

단위 : 사례수(%)

설문내용 설문대상 긍정 부정 보통 합계

건 강 영 향 평 가 제 도 

평가방법이 적절하

다.

소계
74

(70.5)

18

(17.1)

13

(12.4)

105

(100)

평가 관련 공무원 13 3 1 17

환경․보건 전문가 23 2 2 27

평가대행자 13 3 6 22

환경기술인(사업자) 16 4 2 22

일반국민 9 6 2 17



- 32 -

설문그룹별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에 대한 인식 정도 조사결과, 환

경․보건전문가 그룹을 제외하고 모든 설문그룹이 ‘지역주민의 건강적 편

익보다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더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17> 설문그룹별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에 대한 인식 정도

단위 : 사례수(%)

설문내용 설문대상 긍정 부정 보통 합계

지역주민의 건강적 

편익보다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더 

크다.

소계
74

(70.5)

18

(17.1)

13

(12.4)

105

(100)

평가 관련 공무원 8 4 5 17

환경․보건 전문가 6 18 3 27

평가대행자 10 7 5 22

환경기술인(사업자) 8 1 13 22

일반국민 6 3 8 17

설문그룹별 환경․보건분야 전문인력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 조

사결과, 모든 설문그룹이 ‘긍정’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환경․보건 전문가

그룹은 96.3% 가 ‘긍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18> 설문그룹별 환경․보건분야 전문인력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

단위 : 사례수(%)

설문내용 설문대상 긍정 부정 보통 합계

환경․보건분야의 전

문인력 확대가 필요

하다.

소계
72

(68.6)

8

(7.6)

25

(23.6)

105

(100)

평가 관련 공무원 11 0 6 17

환경․보건 전문가 26 1 0 27

평가대행자 12 4 6 22

환경기술인(사업자) 14 0 8 22

일반국민 9 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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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그룹별 건강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한 인식 정도 조사

결과, 평가대행자 그릅을 제외하고 모든 설문그룹이 ‘긍정’ 의견이 많았으

며, 특히 환경․보건 전문가 그룹은 74.1% 가 ‘건강영향평가 결과 주민건

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저감대책 외에 사업의 취소

여부 까지 고려해야 한다.’ 라고 응답하였다.

<표 19> 설문그룹별 건강영향평가 사후관리에 대한 인식 정도

단위 : 사례수(%)

설문내용 설문대상 긍정 부정 보통 합계

건강영향평가의 결

과에 따라 사업의 

취소여부도 고려해

야 한다.

소계
53

(50.5)

22

(21.0)

30

(28.6)

105

(100)

평가 관련 공무원 9 4 4 17

환경․보건 전문가 20 2 5 27

평가대행자 8 8 6 22

환경기술인(사업자) 9 4 9 22

일반국민 7 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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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기초설문을 통해 진

행한 이후, 건강영향평가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

조사를 통해 밝혀진 한계점을 바탕으로 기초설문에서 조사한 발전방안 보

다 자세한 설문내용으로 구성하여 심층설문(2차설문)을 진행하였다.

2차로 실시한 심층설문은 환경․보건전문가(이하 ‘전문가’ 라 함), 건강

영향평가 실무를 담당하는 유역(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함),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민간환경단체 소속

환경활동가(이하 ‘환경활동가’라 함) 등 총 3분류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

하였으며 온라인 설문결과 총 64명이 응답하였다.

설문내용은 ‘건강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입법론적 고찰)’, ‘건

강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방안’, ‘건강영향평가 평가요소(건강결정요인) 확

대방안’, ‘평가대행자의 환경․보건분야 전문인력 확대방안’, ‘건강영향평가

평가방법의 발전방안’, ‘건강영향평가 사후관리 발전방안’ 등 총 6문항과

기타 건강영향평가제도 발전(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1문항(서술형) 및 통계

적 처리를 위한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결과를 살펴볼때 전반적으로 전문가 그룹, 공무원 그룹, 환경활

동가 그룹별로 건강영향평가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던 반면, 건강영향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건강영향을 추가로

평가하는 대행자는 환경․보건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통의견

도 있었다. 이에 대한 세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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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강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건강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현행대로

환경영향평가의 틀 안에서 시행하되 평가항목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설문그룹별 응답현황을 분석한 결과, <그림 4>

공무원의 경우 현행대로 시행하는 방안과 현행대로 시행하되 평가항목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같은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반면 전문가 및 환

경활동가는 환경영향평가의 틀 안에서 시행하되 평가항목의 확대가 필요하

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20> 건강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번 운영방안 사례수(명) 비율(%)

1
현행대로 환경영향평가의 틀 안에서 평가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13 20.3

2
현행대로 환경영향평가의 틀 안에서 시행하되 

평가항목의 확대가 필요하다.
30 46.9

3
건강영향평가법을 신설하여 별도로 운영되어야 

한다.
13 20.3

4
전략환경평가(사전환경성검토)시 건강영향평

가를 실시해야 한다.
8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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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설문그룹별 건강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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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방안

건강영향평가제도 대상사업 확대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내에서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대해야한다는 의

견이 34.4%로 다소 많게 나타났으며, 설문그룹별 응답현황을 분석한 결과,

<그림 5> 공무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 전문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범위내에서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환경활동가는

모든 계획 또는 사업에 적용하는 방안이 높게 조사되어 각 그룹별 의견차

이가 상당히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1>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방안

연번 발전방안 사례수(명) 비율(%)

1
현행대로 대상사업을 한정하여 시행하는 방

안이 바람직하다.
21 32.8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내에서 건강영향

평가 대상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22 34.4

3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모든 계획 또는 

사업에 적용해야 한다.
4 6.3

4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모든 계획 또는 사업에 적용해야 한다.
17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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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설문그룹별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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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강영향평가 평가요소 확대방안

건강영향평가 평가요소(건강결정요인) 확대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건강결정요인 중 생물학적, 물리적, 사회․경제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

다는 의견이 43.6%로 높게 나타났으며, 설문그룹별 응답현황을 분석한 결과,

<그림 6> 공무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 및 생물학적, 물리적, 사회․경제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전문가는 생물학적,

물리적, 사회․경제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이 높게 나타났으며, 환경

활동가는 생물학적, 물리적, 사회․경제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과 건강

결정요인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표 22> 건강영향평가 평가요소 확대방안

연번 발전방안 사례수(명) 비율(%)

1
현행대로 물리적요인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16 25.8

2
생물학적, 물리적, 사회․경제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7 43.6

3
건강결정요인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고려

해야 한다.
19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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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설문그룹별 건강영향평가 평가요소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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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환경․보건분야 전문인력 확대방안

건강영향평가의 신뢰성 있는 평가서 작성을 위해 요구되는 평가대행자의

환경․보건분야 전문인력 확대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평가대행자는 환

경․보건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60.9%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설문그룹별 응답현황을 분석한 결과, <그림 7> 공무원, 전문가,

환경활동가 모두 ‘건강영향을 추가로 평가하고자 하는 대행자는 환경․보건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본 설문문항에서는

설문그룹별 고유특성(의견차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의견이 제

시되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표 23> 환경․보건분야 전문인력 확대방안

연번 발전방안 사례수(명) 비율(%)

1
현행대로 환경영향평가대행자가 건강영향을 

추가로 평가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5 7.8

2
환경영향평가대행자가 건강영향을 추가로 평가

하되,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14 21.9

3
건강영향을 추가로 평가하고자 하는 대행자는 

환경․보건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39 60.9

4
건강영향평가대행자를 별도로 신설하여 일정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6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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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설문그룹별 환경․보건분야 전문인력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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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건강영향평가 평가방법의 발전방안

건강영향평가 평가방법(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의 발전방안에 대한 설

문조사 결과, ‘현행대로 실시하되, 정량적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평가

기법이개발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50.0%로 높게 나타났으며, 설문그룹별 응답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그림 8> 공무원은 현행대로 시행하는 방안이 높게 나

타난 반면, 전문가 및 환경활동가는 공통적으로 ‘현행대로 실시하되 정량적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평가기법개발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

타났다.

<표 24> 건강영향평가 평가방법의 발전방안

연번 발전방안 사례수(명) 비율(%)

1
현행대로 정성적평가와 정량적평가를 혼용하

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15 24.2

2
모든 평가대상물질에 대해 정량적평가(위해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6 25.8

3
현행대로 실시하되, 정량적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확보 및 평가기법개발이 시급하다.
31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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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설문그룹별 건강영향평가 평가방법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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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건강영향평가 사후관리 발전방안

건강영향평가결과 주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사후관리 방안에 대

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사업의 취소를 고려

해야 한다’ 는 의견이 54.0%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설문그룹별 응답현황을

분석한 결과 <그림 9>, 공무원 및 환경활동가는 ‘주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사업의 취소를 고려해야 한다’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전문가는 ‘주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적절한 저감대책을 마련토록 한다’ 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25> 건강영향평가 사후관리 발전방안

연번 발전방안 사례수(명) 비율(%)

1
건강영향평가결과 주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적절한 저감대책을 마련토록 한다.
29 46.0

2
건강영향평가결과 주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사업의 취소를 고려해야 한다.
34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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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설문그룹별 건강영향평가 사후관리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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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영향평가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

연구결과의 첫 번째 항목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행 건강영향평가제도의

한계점은 크게 4가지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는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시행을

환경영향평가 틀 내에서 위생․공중 보건항목에 대하여 건강영향을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과, 둘째는 건강영향평가 평가요소인 건강결정요인의 범위를

물리적 요인만으로 한정하였고, 물리적 요인 중에서도 대기질, 수질, 소

음․진동의 변화를 우선적으로 평가한 후 이들의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

향을 평가토록 하고 있다는 점, 셋째는 건강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 넷째는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일

몰제 적용,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입법론적 한계

점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환경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다시 살펴보면

건강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은 현행대로 환경영향평가의 틀 안에서

시행하되 평가항목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건강영향

평가 평가요소 확대방안은 대체적으로 의견이 평이한 수준이나 건강결정요인

중 생물학적, 물리적, 사회․경제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었다. 또한 건강영향평가 평가방법은 현행대로 정성적평

가와 정량적평가를 혼용하여 평가하되, 장기적으로는 신뢰성 있는 정량적

평가를 위해 기초자료 확보 및 평가기법개발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건강영향평가제도는 일몰제 적용이 끝나는 2012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건강영향평가의 신뢰성 있는 평가서

작성을 위해 건강영향을 추가로 평가하고자 하는 평가대행자는 환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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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

다.

그밖에도 심층설문(건강영향평가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인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건강영향평가 정책을 시행․집행하는 공무원, 환경․보건전

문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상대적 피해자인 지역주민(환경활동가)들 사

이에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의견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하여 건강영향평가제도가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파수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각 계층별 의견차이가

큰 만큼 향후 건강영향평가제도가 안정화되는 시기에는 건강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확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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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및 제언

사회적 또는 학문적인 건강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건

강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게 인식되고 있어서 이를 한 마디로 표현하는 데

에는 어려움이 따르나 일반적으로 건강의 정의를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WHO, 1948)’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대별, 지역별로 환경성 질환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유해인자와 질환간의 밀접

한 관계를 밝히는 연구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대응활동도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008년 3월 21일 건강영향평가의 시행을 담고

있는 「환경보건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환경과 국민건강 모두를 고려한 건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나 국민들은 건강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되면 건강에 대한 문

제가 모두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행 건강영향평가제도가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최선의 방안이고 건강에 대한 보

이지 않는 편익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 보다 국민건강보호에 대한 관심과 기대수준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건강영향평가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건

강영향평가의 관점에서 볼 때 부족함이 있다. 건강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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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자료도 한정적이며, 기존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건강영향을 살

펴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사유로 많은 부분들을 평가하

기에는 현 단계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건강영향평가제

도의 대상사업 선정, 평가요소, 평가방법 등 여러 부분에서 제한적인 형태

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전예방적 환경보호 수단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이다. 동 제도들은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동 제도들은 평가시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의 달성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기준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의 사정을 고

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양 제도는 어느 정도 건강을 고려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 제도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계획이나 행위 등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환경기준이 없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건강

이라는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기가 어려웠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외 건강영향평가 이론적 배경을 문헌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

제도의 절차와 내용 등을 분석하여 현 제도시행상의 한계점을 찾아보았다.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많이 있으나, 그 접근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외국의 경우, 개발사업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사

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이를 환경영향평가 내

에서 실시하기도 하나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별도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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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건강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내에 위생․공중보건 항목

의 부분으로 건강영향을 평가하는 반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환경과 건강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환경보건의 관점으로 환경영향평

가내에 건강영향평가를 편입하여 적용하고 있고, 영국, 네덜란드는 환경과

분리하여 보건과 관련한 건강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WHO, EU,

태국의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평가내에서 건강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와 건강영향평가, 또는 전략환경평가와 건강영향평가의 통

합 등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과 건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용중인 외

국의 사례들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건강영향평가 접근 방법(환경영향평

가 내의 위생․공중보건 항목으로 접근)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제도로 볼

수 밖에 없다.

건강영향평가제도가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

가의 틀 안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위생․공중보건 항

목을 강화하거나 별도의 건강영향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궁극적으로 환경과 건강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며,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별

도의 장이나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건강영향평가 평가요소인 건강결정요인의 활용 측면을 살펴볼 때

전세계적으로 생물학적 요인, 개인적, 요인, 물리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

인이 활용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평가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건강영향평가를 추가로 평가하고 현행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하여 기존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건강영향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건강결정요인을 모두 고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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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건강결정요인별로 건강영향을 정량적으로 평

가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것도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제도의 평가절차, 평가요

소, 평가방법 등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계점과 발전방안을 찾아보았으

나, 제도적 측면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기인하는 한

계점도 찾아 볼 수 있었다. 건강영향평가법을 신설할 경우에는 사회적 합

의가 어려워 법 통과 여부가 불투명 하며, 건강영향평가를 새로운 환경규

제로 인식하는 할 수 있다는 점과 정량적 평가를 우선적으로 신뢰는 국민

정서상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선정, 건강결정요인 활용 등에 많은 제약

을 받는다는 점, 그간 급격한 경제성장 등 사회적 변화의 변동폭이 커서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등은 건강영향평가의 한계

점을 극복하는데 장애요소로 볼 수 있다.

이 연구 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는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 소속 환경기술인, 환경영향평가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는 평가대행자, 환경영향평가 검토․승인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및

지자체 공무원, 환경․보건전문가 및 일반국민(환경활동가) 등 총 5개 그룹을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전반적 인식도 및 발전방안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으로 확보된 E-mail은 3,000여개가 넘었으

나, 이중 169명이 응답하여 응답율이 4.8%에 불과하였다. 설문기간 중 응

답율을 높이기 위해 수차례 초청메일을 보냈으나, 응답율을 크게 높이지는

못했으며, 전화, 우편, 면접설문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지 못한점은 이

연구의 제한점이다.

과거에 많은 문헌에서 찾아 볼 수 있듯이 건강영향평가와 관련된 연구

보고서들은 대부분 건강영향평가의 입법론적 고찰, 외국사례에 비춰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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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향평가 도입방안, 건강영향평가와 환경성평가(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

향평가)와의 연계방안 등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적용․도입을 위한 제도적

고찰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이 연구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

고 있는 건강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정책적 발전방안을 제언하

고자 하는 연구로서 이와 관련된 문헌조사 및 연구결과 비교․분석 등을

수행 할 수 없었다. 다만,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처음으로

이루어진 연구로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건강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수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정책적 발전방안을 제언하기 위해 현행

건강영향평가제도의 긍정적인 부분보다 제한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계층별 설문조사를 근거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건강영향평가제도가 우리나라의 여러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흡한 제도로 비춰 질 우려가 있음을 밝히고,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제언하고자

하며 이 또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를 거쳐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건강영향평가는 건강과 환경의 광범위성 및 근본적으로 내재된

불확실성이 있고 환경과 건강영향 관계, 사회․경제적 요인 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관한 가용기초자료의 부족 등으로 현 단계에서는 충분한 건강

영향을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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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이 연구는 국내․외 건강영향평가제도 이론적 배경,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절차, 평가방법, 평가기법 등을 분석함

으로써 현 제도 시행상의 한계점을 고찰해 보았으며, 환경정책수요자를 대

상으로 건강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온라

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건강영향

평가제도에 대한 정책적 발전방안을 제언하였다.

첫째, 건강영향평가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환경․보건 전

문가, 평가대행자,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시행여부를 비롯하여 대상사업,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양한 채

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일반국민, 사업자 등 여러 계층의 의

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건강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은 현행대로 환경영향평가의

틀 안에서 시행하되 평가항목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제

도 내에서 위생․공중보건 항목을 강화하거나 별도의 건강영향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궁극적으로 환경과 건강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셋째, 건강영향평가 평가요소는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결정요인 중 생물

학적, 물리적, 사회․경제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생물학적 요인이나 사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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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요인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도출 할 수 있는 기법이나 방법이 현재 정

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건강영향평가 평가방법은 현행대로 정성적평가와 정량적평가를 혼

용하여 평가하되, 신뢰성 있는 정량적평가의 확대를 위해 기초자료 확보

및 평가기법개발이 시급하다.

다섯째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신뢰성 있는 평가서 작성을 위해 건강

영향을 추가로 평가하고자 하는 평가대행자는 환경․보건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영향평가제도는 일몰제 적용이 끝

나는 2012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효율성 있는 제도가 되

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각

계층별 의견차이가 큰 만큼 향후 건강영향평가제도가 안정화되는 시기에는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확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건

강영향평가 결과 주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것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양한

저감대책과 더불어 사업의 취소여부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끝으로 이 연구의 결론은 건강영향평가제도가 시작되는 초기단계에서

문헌조사와 일부 계층의 설문을 통해 도출된 결과로써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반영하지 못하

고 있다. 건강영향평가제도가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전예방적 환

경보건정책의 핵심 제도로써 정립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지

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 50 -

참고문헌

환경부. 건강영향평가 기법개발 및 시범사업 연구(Ⅰ), 2007

환경부. 건강영향평가 기법개발 및 시범사업 연구(Ⅱ), 2008

환경부. 건강영향평가 기법개발 및 시범사업 연구(Ⅲ), 2009a

환경부.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협의기관용), 2009b

환경부.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사업자용), 2009c

환경부.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부록), 2009d

환경부.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9e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2009f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2009g

환경부. 환경보건정책토론회, 2009h

한삼인, 강홍균. 건강영향평가의 입법론적 고찰, 2007

한영한, 김임순, 한상욱. 미국의 EIA 사례에 비추어본 건강영향평가 도입 방안, 2007

송동수. 독일의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평가, 2007

김임순, 한영한, 한상욱. 한국에서의 건강영향평가 도입 방안, 2007

김임순, 박주현, 한상욱. 한국에서 환경평가의 부분으로서 건강영향평가의

통합적 접근에 관한 연구, 2006



- 51 -

김임순, 한상욱, 박주현. 유럽연합의 EA에 비춰본 한국의 환경평가제도 개

선 방안, 2006

김임순, 김충곤, 강선홍, 한상욱. 지속성을 위한 보건영향평가의 국제적인

동향 고찰 및 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방안 연구, 2005

김임순, 김윤신, 문정숙, 한상욱, 손부순. 전략환경평가를 통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도 조사 연구, 2004

조일형, 박재홍, 김임순, 한상욱.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보건영향평가의 방법,

절차 및 적용에 관한 연구, 2003

Department of Health. Draft guidance on health in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2007

Health Canada Canadian Handbook on Health Impact Assessment, The

Basics 2004; 1:15-20

IAIA. The lindages between Impact Assessment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and Recommendations for actions 2002; 1-12

NHMRC. National Framework for Environmental and Health Impact

Assessment, 1994

Public Health Advisory Committee. A Guide to Health Impact

Assessment, A Policy Tool for New Zealand 2nd Edition 2005; 3-5

Rainer Fehr. Environmental Health Impact Assessment, Evaluation of a

Ten-Step Model, Epidemiology 1999; 10(5): 618-625



- 52 -

UNECE. Protocol on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to the

Convention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a Transboundary

Context, 2003

US DOE. Recommendations for the Preparation of Enviromental

Assessments and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pidemiology

September 1993; 10(3)

US DOE.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Checklist, 1997

WHO. Health Impact Assessment as part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2001

WHO. Health Impact Assessment in Development Policy and Planning, 2001

WHO. Health Impact Assessment, main concepts and suggested approach,

Gothenburg consensus paper. 1999; 1-11



- 53 -

<부록 1> 설문조사표(1차설문)

건강영향평가제도 인식도 조사 및 발전방안에 관한 설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환경보건학을

전공하는 석사과정 학생입니다.

이 설문지는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영향평가제

도에 대해 각 계층별 인식도를 조사하여 향후 건강영향평가제도

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이며,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시는 의견은 하나하나 소중하게 정리되어, 향후

건강영향평가제도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

며, 설문결과는 순순한 학문적인 연구(논문작성)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나라의 건강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 바와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0년 4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한상윤 드림

E-mail : hem4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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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평가 제도 소개 (Ⅰ)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는 각종 개발 사업의

시행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선진적인 평가제도입니다.

건강영향평가는 「환경보건법」제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동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시행 후

3년동안 효력을 가지는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하여 더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환경․건강의 개선을 위해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틀 안에서 환경

유해인자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

됩니다.

건강영향평가는 환경전문가, 건강전문가, 사업자, 지역주민, 승인

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정책 및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며, 건강영향평가

결과는 개발 사업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 건강영향평가 절차 : 사업분석 → 스크리닝 → 스코핑(평가

내용, 범위, 방법 선정) → 건강영향평가 → 저감방안 수립 →

모니터링 계획 수립

▶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 개발면적 15만㎡이상의 산업단지 및

공장, 1만km이상의 화력발전소, 매립(일반 30만㎥, 지정 5만㎥)․

소각(100톤/일)시설, 100㎘/일 이상의 축산․분뇨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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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평가 제도 소개 (Ⅱ)

▶ 건강영향평가 평가요소 : 건강의 변화를 나타내는 건강결정

요인은 생물학적 요인, 개인적 요인, 물리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나눠집니다. 2010년 처음 시행되는 건강영향평가의 제도는

물리적 요인 중 「대기, 수질, 소음․진동」을 우선적으로 검토

하여 이들의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 건강영향평가 방법

1. 정성적 평가 : 평가대상 사업이 야기하는 건강영향을 매트릭스,

체크리스트 등을 이용하여 평가항목에 체크를 하거나 서술적으로

묘사하여 평가

2. 정량적 평가 :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정량화하여 평가

하는 방법을 말하며, 국가 환경기준이 있는 물질의 경우 그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환경기준이 없는 경우는 발암성 물질과 비발암성

물질로 구분하여 평가

▶ 건강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차이점 : 기존의 환경영향

평가는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변화요인을 주로

평가했다면 건강영향평가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로는 고려되지

못하는 환경유해인자의 건강영향과 어린이, 노인 등 건강약자

(민감계층)들에 대한 건강영향을 추가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건강영향평가 결과 주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규모 축소, 연료 사용량 축소, 연료 종류 변경, 최상의

저감시설 설치․운영, 완충녹지 조성 등의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그 영향이 평가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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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건강영향평가제도 인식도에 관한 설문입니다. 귀하께서 맞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문 문 항

전
혀
모
른
다

모
른
다

보
통
이
다

알
고
있
다

잘
알
고
있
다

1. 귀하께서는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2. 건강영향평가제도 시행을 포함하는 환경보

건법이 2008년도에 제정·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

고 계십니까?

3. 건강영향평가제도가 2010년 1월 1일부터 시

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4. 건강영향평가제도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5. 건강영향평가는 사업분석 ⇒ 스크리닝 ⇒

스코핑 ⇒ 건강영향평가 ⇒ 저감방안 수립

⇒ 모니터링 계획 수립의 절차로 진행됩니

다. 건강영향평가 절차에 대해 어느정도 알

고 계십니까

6. 어떠한 개발사업이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에 해당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7. 건강의 변화를 나타내는 건강결정요인은 생

물학적요인, 개인적요인, 물리적요인, 사회·

경제적요인으로 나누어집니다. 건강영향평가

평가요소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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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강영향평가 방법은 매트릭스, 체크리스트

등을 이용하는 정성적 평가와 건강에 미치

는 영향 정도를 정량화 하여 평가하는 정량

적 평가가 있습니다. 귀하는 건강영향평가

방법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계십니까?

9.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

해 환경영향을 평가·검토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하고 있으며,

건강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의 틀 안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환경영향평

가제도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까?

10. 건강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차이점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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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건강영향평가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설문입니다. 귀하께서   

맞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문 문 항

매
우
아
니
다

아
니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건강영향평가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건강영향평가제도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2012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건강영향평가는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에 운영중인 환경영향평가의 틀 안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건강영향평가제

도 운용방안 중 어느방안이 더 효율적이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재와 같이 환경영

향평가제도 틀 안에

서 운용

② 건강영향평가법을

신설하여 운용

③ 모르겠다

4. 건강영향평가제도는 일정규모이상의 산업단

지나 공장, 매립시설 등으로 대상사업을 한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의 확대가 필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건강영향평가 평가요소는 건강결정요인(생물

학적, 개인적, 물리적, 사회경제적 요인) 중

물리적요인에 해당하는 대기, 수질, 소음진

동을 우선적으로 검토 토록하고 있습니다.

평가요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건강영향평가 방법은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병행하여 평가토록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평가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건강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적 편익보다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더 증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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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문 항

매
우
아
니
다

아
니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8. 건강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평가대

행자 등 환경보건 분야의 전문인력 확대(보

강)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 건강영향평가 결과 주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난 경우 사업규모 축소,

저감시설설치 등 다양한 저감대책을 마련

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감대책 외에 사업의

취소여부 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발전(개선)방안에 대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기타 의견이 있으시

면 간략히 서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다음은 본 설문조사의 통계처리를 위한 설문입니다. 

   해당사항에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환경성평가업무(의뢰) 경험이 있는 공무원 ② 환경․보건전문가(학자, 연구원 등)

③ 환경성평가대행자 ④ 환경부서에근무하는 기업인 ⑤ 기타(일반국민, 회사원 등)

2. 귀하께서 환경분야에 근무(연구)하신 경력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경력없음 ② 1년 이상~10년 미만 ③ 10년 이상~20년 미만 ④ 20년 이상

3. 귀하의 연령은?

① 30세미만 ② 30세~39세 ③ 40세~49세 ④ 50세 이상

4. 귀하께서 현재 근무(연구)하고 있거나 거주하시는 지역(시․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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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조사표(2차설문)

건강영향평가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설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환경보건학을 전공하는 석사과정 학생

입니다.

이 설문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영향평가제도에 대

한 각 계층별 인식도를 조사하여 향후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

하기위한 자료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건강영향평가제도 발전의 소중한 기

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설문 자료는 순순한 학문적인 연구 이외에

는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우리나라의 건강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발전방안

등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설문은 귀하의 자발적 참여가 원칙이므로 만약 설문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응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0년 4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한상윤 드림

E-mail : hem4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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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평가 제도 소개
(설문전 사전안내)

▶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란? : 각종 개발 사업의 시

행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선진적인 평가제도입니다.

▶ 건강영향평가는「환경보건법」제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시

행 후 3년동안 효력을 가지는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 건강영향평가 절차 : 사업분석 → 스크리닝 → 스코핑(평가내용, 범

위, 방법 선정) → 건강영향평가 → 저감방안 수립 → 모니터링 계

획 수립

▶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 개발면적 15만㎡이상의 산업단지 및 공장,

1만km이상의 화력발전소, 매립(일반 30만㎥, 지정 5만㎥)시설, 소각

(100톤/일)시설, 100㎘/일 이상의 축산분뇨 처리시설

▶ 건강영향평가 평가요소 : 건강결정요인(생물학적요인, 개인적요인,

물리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중 물리적 요인의「대기, 수질, 소음

진동」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 건강영향평가 방법 : 정성적평가 및 정량적평가를 병행하며,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틀 안에서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평가시 환경유해인자

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건강영향평가 결과 주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

우에는 사업규모 축소, 저감시설 설치, 연료사용량 축소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평가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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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평가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설문입니다.

해당사항에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영향평가는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에 운영중인 환경영향평가의

틀 안에서 위생․공중보건항목에 대하여 건강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① 현행대로 환경영향평가의 틀 안에서 평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② 현행대로 환경영향평가의 틀 안에서 시행하되 평가항목의 확대가 필요하다

③ 건강영향평가법을 신설하여 별도로 운영되어야 한다.

④ 전략환경평가(사전환경성검토)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⑤ 기타의견(서술형)

2. 건강영향평가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나 공장, 화력발전소, 매립․

소각시설, 축산분뇨처리시설 등으로 대상사업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① 현행대로 대상사업을 한정하여 시행하는 방안이 바람직 하다.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내에서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③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모든 계획 또는 사업에 적용해야 한다.

④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모든 계획 또는 사업에

적용해야 한다.

⑤ 기타의견(서술형)

3. 건강결정요인은 생물학적요인(연령, 성, 유전자 등), 개인적요인(흡연, 음주,

운동 등) 물리적요인(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등), 사회․경제적요인

(수입, 주거, 교육, 공공서비스 등)으로 크게 4가지 범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현행 건강영향평가는 제도 도입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하여 환경적요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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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요인에 해당하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을 우선적으로 검토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① 현행대로 시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② 생물학적, 물리적, 사회․경제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③ 건강결정요인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고려해야 한다.

④ 기타의견(서술형)

4. 건강영향평가는 위해도 평가 등을 검토해야 하므로 환경보건 분야(보건학,

약학, 의학, 독성학 등)의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나, 현행 제도는 환경

영향평가 대행자가 환경보건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않아도 건강영

향을 추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① 현행대로 환경영향평가대행자가 건강영향을 추가로 평가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② 환경영향평가대행자가 건강영향을 추가로 평가하되,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야 한다.

③ 건강영향을 추가로 평가하고자 하는 대행자는 환경보건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④ 건강영향평가대행자를 별도로 신설하여 일정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⑤ 기타의견(서술형)

5. 건강영향평가 평가방법은 매트릭스, 체크리스트 등을 이용하는 정성적평가와

환경기준, 발암위해도, 위해도지수 등을 이용하는 정량적평가를 혼용하여

평가토록 정하고 있으나, 대기질 외의 평가대상 물질(수질, 소음․진동)은

정량적평가 자료(위해도 자료)의 부족으로 정성적평가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 64 -

① 현행대로 정성적평가와 정량적평가를 혼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② 모든 평가대상물질에 대해 정량적평가(위해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③ 현행대로 실시하되, 정량적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및 평가기법의 개발이 시급하다.

④ 기타의견(서술형)

6. 건강영향평가 결과 주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업

규모 축소, 연료 사용량 축소, 연료 종류 변경, 최상의 저감시설 설치 등

다양한 저감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① 현행대로 주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적절한 저감대책을 마련토록 한다.

② 주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사업의 취소를 고려해야 한다.

③ 기타의견(서술형)

7.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간략히 서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설문조사의 통계처리를 위한 설문입니다.

해당사항에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직업(또는 소속)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환경성평가업무 관련 공무원 ② 환경․보건전문가(학자,연구원 등)

③ 환경단체 활동 경험이 있는 환경활동가 ④ 기 타(일반국민,회사원 등)

2. 귀하께서 환경관련 분야에 근무(연구)하신 경력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경력 없음 ② 1년~10년미만 ③ 10년~19년 ⑤ 20년 이상

3. 귀하의 연령은?

① 30세미만 ② 30세~39세 ③ 40세~49세 ④ 50세 이상

4. 귀하께서 현재 근무(연구)하시는 지역(시․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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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olitical development using th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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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Young-Wook Lim Ph D)

This study is to find the operating situ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health impact assessment system firstly through literature study and by

analyzing the procedure of health impact assessment system which has

been practiced since on January 1st 2010 in Korea and method of

assessment of it and technique of assessment, contemplated the limit of

the practicing the present system, and in addition as the demander of

environment policy being object conducted online survey with the

subject of the awareness research and the method of the development

of health impact assessment system. And with the foundation of the

result the method of development in policy about the health impact

assessment system of our country Korea was suggested.

The object of research of survey consisted of the five groups such

as the civil servants related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perts of the field of environment and health, businessmen affiliated to

environment department, agent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nvironment activists (general nationals) of non-official environment

organization, and the method of survey was basic survey (1st

questionnaires) for the investigation of awareness of the health impact

assessment system and in-depth survey (2nd questionnaires) for the

development method of health impact assessment system so it was

progressed over 2 times online survey and as a result of survey total

of 169 persons responded to th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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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sult of research the limit point of the current health impact

assessment system could be found as 4 kinds largely. The first is

regarding health impact assessment it was set to evaluate health impact

in addition to hygiene and public health items within the fram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The second is the scope of

health-determining factors which are the assessment factors of health

impact assessment was limited to physical factor. The third is the

method of assessment to assessment efficiently health impact

assessment was not established. The fourth is the fact that application

of expiration system for health impact assessment system and

registration condition of evaluation agents was not compensated and

there is a limit point in legislation theory for health impact

assessment system.

In the result of basic survey for the degree of recognition about

health impact assessment system, 54 respondents(51.4%) among total

105 respondents responded that 'they are knowing or knowing well',

and the experts of environment & health and assessment agency were

surveyed as they are knowing, but most of the general public and

businesses(environmental engineer) were surveyed that they don't know

for certain. In addition, in the result of survey of the degree of

recognition by the parts about the detail facts such as target business

of health impact assessment system, evaluation procedures, evaluation

elements and methods etc. there was no big differences within 10% of

response rate between 'they know' or 'they don't know' in the survey

article. Each different result can be drawn by the selection of survey

subject and number of respondents by the groups, so it was proposed

as the basic data about the political development plan, and the

processes that prompts actively in order to overcome the difference of

degree of recognition by each groups and constant improvement and

compensation through gathering opinion about the various levels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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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 the result of in-depth survey about development plan of

health impact assessment system, first, the opinion was topped with

46.9% that the efficient operation plan of the health impact assessment

system must be conducted in the frame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ut the expansion of evaluation article is needed. Second,

about the necessity of expansion plan of target business of the health

impact assessment, the opinion that the current target business is

appropriate (32.8%) and the opinion that it must be expanded (34.4%)

were surveyed significantly. Third, about the expansion of health impact

assessment evaluation elements, the opinion that the biological, physical,

social and economic factors among the health determinants must be

considered together was high with 43.6%. Fourth, about the expansion

plan of the experts of the environment & health fields, the proxy who

wants to evaluate the additional effect of health needs to secure the

experts of the environment & health fields was high with 60.9%. Fifth,

the opinion about the health impact assessment evaluation method was

high with 50.0% that the qualitative evaluation and quantitative

evaluation must be mixed as the current, but securing the basic data

and development of evaluation methods are urgent for reliable expansion

of quantitative evaluation. Sixth, about the development plan of the

health impact assessment follow-up service, in the result of the health

impact assessment, the opinion that if it has big effect on the

residents' health, the cancellation of business should be considered was

higher with 54.0% than the opinion about maintaining the current

system (46.0%).

The political development plan of the health impact assessment

system which was draw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is as

follows, efficient operating method for impact assessment system is to

practice as currently within the fram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extension of assessment items is necessary,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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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factor of health impact assessment should consider in the

long term point of view among health determining factors the biological,

physical, social and economic factors together.

Also the assessment method for health impact assessment is to

assess using qualitative assessment mixed with quantitative assessment

as currently, and for the expansion of trustworthy quantitative

assessment, securing basic material and developing assessment

technique are exigent. At the same time for the protection of health of

the nation health impact assessment system should be continuously

practiced after the year 2012 when expiration system application will

end and especially for making of trustworthy assessment report of

health impact assessment, assessment agents who are to additionally

assess health impact should secure mandatorily experts in the fields of

environment and health.

Along with, like in foreign countries in order to look into the direct

and indirect impact on health in the stage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for policy or upper- level plan in the long run law

amendment which can include upper-level administration plan for the

object of prior reviewing environment is necessary. And the amendment

of 'regulation regarding making of prior environment review report'

related to this is also necessary.

Especially regarding the scope of the object business for the health

impact assessment as far as the difference of opinion by the classes is

big, in the time when health impact assessment system is stabilized

afterward there is a need for sufficient consideration of the expansion

of the object business for the health impact assessment, and as a result

of health impact assessment when it is expected that the business will

have a great impact on the health of the residents, together with

various reduction measures should even consider whether or not of

cancellation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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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ides, as it can be known from the result of secondary in-depth

survey that there were considerable differences in opinion by the group

of environment policy demand, and about this the government should

sufficiently collect the opinions of all social standings when improving

the system and the effort to continuously improve health impact

assessment system so that it is reformed as a guard to protect the

health of the nation is necessary.

key words : Health Impact Assessment System, Enviromental Impact

Assessment,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