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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계획, - Parramatta시의회와 NSW 주택부서(DOH)가 도시 재개발을 위해 공식적
프로그램 혹은 으로 파트너십 관계를 맺은 후 만들어낸 도시 재개발 계획안의 첫번째 보고서
사업의 내용 안이 HIA의 대상임.

평가방법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건강결정
요인
평가결과
HIA의
평가결과
적용여부

- HIA는 2005~6년에 수행됨
- 주요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다섯 기관에서 선출된 16명)를 구
성하고, 구성위원회 중 몇 명을 뽑아 프로젝트팀을 만듦.
- 스크리닝 단계에서 HIA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Welsh HIA 가이드라인
(2004)를 이용하여 스크리닝함
- 스코핑 단계에서 운영위원회가 동의한 취약성 요인에 따라 주민들이 서로다
른 건강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확인하고 형평성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기로 합
의하고, 전략계획 중 건강, 지역사회, 운송 및 교통, 환경에 관련된 영역을 평
가 대상으로 정함.
- 확인 단계에서 주요 정보제공자와의 면담, 문헌분석 등의 근거자료 수집 등
을 수행함
- 평가 단계에서 삼각측량법, 건강영향 결정요인 지도그리기 등을 실시함
- 권고안 작성 단계에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의 건강, 지역사회, 운송 및
교통, 환경 영역에 대한 권고사항을 개발함
- 과정평가와 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함. 영향평가는 각 기관별로 내부
평가방법에 의해 수행될 예정이고, Parramatta시의회가 SWAHS, DOH와 각
각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영향평가를 지속할 예정임
- 사회네트워크, 여가
- 건강서비스, 사회서비스
- 교통, 주거
- 도시개발, 녹지공간
-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권고안을 작성함
∙교통/운송/주차/보행자, 사업/산업, 지역사회 시설/의료서비스/어린이 돌봄
및 학교, 풍경/공원/여가, 주택 및 도시 디자인
-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교통부서에서 HIA의 권고안대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기초하여 버스시간표를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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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Greater Granville 재개발 전략 및 HIA 개요
Granville 지역은 행정구역상 Parranatta에 속해있지만, Sydney의
중심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교외 지역이다. Parramatta시의회와
NSW 주택부서(Department of Housing)는 도시 재개발을 위해 공식
적으로 파트너십 관계를 맺은 후 첫 번째로 Granville 지역 재개발 전략
(Greater Granville Regeneration Strategy)을 발표했다. 이 전략안에
는 약 1,500명(원주민 약 300명 포함) 정도가 이용중인 공영주택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로 인한 잠재적 영향은 지역사회의 새로운 기회
이자 걱정거리로 부각될 수 있는 문제이다.
Granville 지역 재개발 계획에 대한 첫 번째 단계로 자문 보고서가 나
왔는데, 이 보고서를 HIA의 대상으로 삼았다. 자문 보고서에서 발전을 위
한 아이디어를 1) 교통수단, 주차, 보행자, 2) 비즈니스, 산업, 주거지, 3)
지역사회 편의시설, 의료서비스, 학교, 4) 조경, 공원, 레크레이션, 5) 주
거 및 도시 디자인 , 이와같이 다섯 가지 주제로 나누어 제시했다.
Granville 지역 재개발 전략에 대한 HIA는 Sydney 서부 지역 건강국
(Sydney West Area Health Service, SWAHS)에서 수행했다. 운영위
원회는 시의회, NSW 주택부(NSW Housing), SWAHS, NSW 보건부,
Granville 다문화센터, 원주민 지역사회의 대표자들을 모아 구성했는데,
Granville의 부시장도 포함되었다. 총 16명의 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몇
명을 선정하여 프로젝트팀을 만들고, 그들에게 HIA 실무를 맡겼다. 이
HIA는 2005-2006년에 걸쳐 일 년 이상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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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HIA 단계별 수행 내용
1) 스크리닝 단계
Welsh HIA 가이드라인에 있는 취약집단 파악하기 위한 도구
(Identifying Vulerable Populations or sub-populations)와 건강 및
웰빙 체크리스트(Health and Wellbeing Checklist)를 이용하여
Ganville 지역 재개발 전략 자문 보고서를 검토하며 스크리닝 단계를 진
행했다.
HIA의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실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Prramatta 시의회, 서부 Sydney의 주택부서, NSW 보건부, SWAHS,
NGO, 지역사회의 대표자들을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삼았고, HIA의
실무팀은 Prramatta 시의회, 서부 Sydney의 주택부서, SWAHS 센터의
공중보건팀에서 선정된 사람들 로 구성했다.

2) 스코핑 단계
스코핑 단계에서 여섯 번의 운영위원회 회의를 계획했고, 재개발 계획
안에 대하여 건강, 지역사회, 운송 및 교통, 환경을 주제로 평가하기로 결
정했다. 운영위원회 동의한 취약성 요인에 따라 주민들이 서로 다른 건강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확인하고 형평성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기로 합의
했다.

3) 확인 단계
Granville 재개발 계획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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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를 고용하여 다섯 지역의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얻은
자문 보고서들, HIA 운영위원회 자문 내용, 원주민 지역사회 자문 내용,
2차 조사데이터 결과, 문헌 및 정책 리뷰 등을 검토했다.

4) 평가 단계
확인단계에서 수집한 근거 및 정보를 바탕으로 HIA 실무팀에서 평가
를 수행하였다. 질적 자료인 지역사회 자문내용은 다른 양적 정보들과 같
은 비중으로 다뤘다. 교통/운송/주차/보행자, 사업/산업, 지역사회 시설/
의료서비스/어린이 돌봄 및 학교, 풍경/공원/여가, 주택 및 도시 디자인
총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하여 건강영향의 가능성, 크기 등에 대하여 평가
했다.

5) 의사결정 및 권고안 작성 단계
HIA 수행팀은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권고안 초안을 작성하고, 회의를
통해 권고안의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하였다. 최종 권고안은 마지막 운영
위원회에서 비준을 받았다. 권고안 내용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주제 1. 교통수단, 주차장, 보행자
Ÿ 보행자들에게 목적지와의 도로 연계성이 좋고 안전한 보행로를 제공
해야 함
Ÿ SWAHS의 다문화 건강서비스팀과 Granvile 다문화 센터는 문화와
언어가 다양한 지역사회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을 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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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Prramatta 시의회는 다른 파트너 기관에 교통수단에 관한 이슈를 알
려야 함

주제 2. 비즈니스, 산업, 거주지역의 교점
Ÿ 지역의 고용수준을 높이면 지역사회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근
거에 기반하여 시의회와 NSW 주택부서는 구인정보회사들과 적극적
으로 협력해야 함
Ÿ 시의회는 쇼핑거리와 같은 곳을 기획할 때, 공공의 공간의 이용도가
높을 청소년이나 다문화/다언어 그룹의 요구도를 고려해야 함

주제 3. 지역사회 편의시설, 보건의료 서비스, 학교
Ÿ 시의회와 이해관계자들은 Granville 청소년 레크레이션 센터의 운영
시간 연장을 위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찾아야 함
Ÿ SWAHS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
Ÿ 시의회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서비스와 하교후
서비스들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른 그룹의 아동들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야 함

주제 4. 조경, 공원, 레크레이션
Ÿ 시의회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Granville 수영장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함
Ÿ Granville 및 Granville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요구도를
고려한 레크레이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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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니터링 및 평가 단계
SWAHS 공중보건서비스팀과 Parramatta 시의회 간에 파트너십 협정
을 맺음에 따라 공식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 운영위원회 회의 때 과정평가를 실시했다. ‘건설적이고 유익한
경험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깊은 토
론을 하기에 주어진 시간이 짧았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일에 참여하
고 싶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 또한 HIA 실무팀의 자체 과정평가
도 이루어졌다.
영향평가는 Parramatta시의회가 SWAHS, DOH와 각각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영향평가를 지속할 예정이다.

라. Granville HIA의 특징
SWAHS, Parramatta 시의회, NSW 주택부서에서는 Granville HIA
를 위해 HIA 훈련을 받고 HIA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의 대표자들을
투입했다. SWAHS의 경우에는 HIA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끔 했다. 또한, HIA 참관인으로 회의에 참석한 NSW 보건부 사
람들과 고위정책관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도움을 줘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Parramatta 부시장, 주택부서의 고위 간부, 원주민 지역 대표
등 영향력이 큰 각 기관의 대표자들이 Granville HIA의 운영위원회 구성
원으로 참여해, HIA의 전체적인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Granville HIA를 통해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에 공식적인 파트너십 협
정이 맺어져 권고안의 실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된 점 또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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