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Impact Assessment of Oran Park/Turner Road
가. 요약표
HIA명
수행기관

Health Impact Assessment of Oran Park/Turner Road
Sydney South West Area Helath Service, NSWU of Centre for Health
Equity Training Research and Evaluation

수행지역 New South Wales, Austrailia
수행연도 2006
정책,
계획,
프로그램
혹은
사업의
내용

- New South Wales 주정부가 2006년 Sydney시 미래 계획안을 발표함.
Sydney 남서부에 12,000개의 집을 짓고, Camden 지역에 Oran 공원과
Turner 도로 공사 등을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음. 이 계획안은 주거, 직업, 학교,
공원, 대중교통, 지역사회 기반시설, 상점들이 모여있는 가족을 위한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 간이 HIA 실시
- 대중교통, 사회적 결속력, 신체활동, 상해, 먹거리 접근성을 중심으로 평가함
평가방법 - Sydney시의 미래 계획안을 기획할 당시 수집한 자료들과 그 계획안에 대한
HIA 자료, Oran 공원과 Turner 도로 개발을 위해 수집했던 자료들과 해당 지역
의 다른 프로젝트에서 찾은 지역 보고서를 참고하여 평가gka
의사
결정에
영향을
받는
건강결정
요인

-

신체활동
영양
공기질. 소음, 식수
토지이용
주거
고용
범죄

- 운영위원회에서는 Oran 공원과 Turner 도로 건설 계획은 대중교통수단의 이
평가결과 용도를 높이고, 신체활동을 증진하도록 하는 도시 디자인으로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여섯 개의 이슈별로 권고안을 제시함
HIA의
평가결과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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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Oran 공원/Turner 도로 건설 계획 및 HIA 개요
2006년 New South Wales(NSW) 주정부는 2031년까지 시드니 서부
지역에 400,000개의 거주공간을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은‘Sydney시 미
래 계획안(Metropolitian Strategy-city of Cities-a Plan for
Sydney’s future)’을 발표했다. 그 후 2007년 5월에 주정부는 Sydney
시 미래 계획안의 세부 계획을 공개했는데, 이 계획안에는Sydney 남서부
에 12,000개의 집을 짓고, 2008년에 가능한 빨리 Camden 지역에
Oran 공원과 Turner 도로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
다. 이 계획안은 주거, 직업, 학교, 공원, 대중교통, 지역사회 기반시설,
상점들이 모여있는 가족을 위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Oran 공원과 Turner 도로 지역 개발로 인해 Sydney 서부 지역에
약 7,700개의 새로운 직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어졌다. 이는
집과 가까운 직장을 만들려고 하는 NSW주의 우선순위 계획에 부응하기
도 했다.
운영위원회는 Sydney 남서부 지역 보건국(Sydney South West Area
Helath Service, SWAHS)의 인구보건팀과 보건서비스 기획팀, NSW 대
학교의 건강형평성 훈련·연구·평가센터(Centre for Health Equity
Training Research and Evaluation, CHETRE), Camden 의회 사람
들로 구성되었다. SWAHS는 서부 Sydney 의회와 서부Sydney 건강국과
함께 서부 Sydney 도시 개발 계획(Greater Western Sydney Urban
Development) HIA를 수행한 경험을 있었기에, 운영위원회 구성원
HIA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단 두 명이었다. 그들은 해당 HIA가 진행되는
동안에 Chetre HIA 훈련에 참가하여 교육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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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HIA 단계별 수행 내용
1) 스크리닝 단계
스크리닝 도구를 이용하여 HIA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에 보다 가치롭
게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고, 건강에 긍정적 부정정 영향을 미치
는 건강결정요인으로 신체활동, 공기의 질, 건식환경, 토지이용, 소음, 식
수, 범죄, 교육, 고용, 가족 유대감, 주거, 여가, 영양,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ve)를 꼽았다.

2) 스코핑 단계
운영위원회는 빠른 시간 안에 HIA 결과를 내야만 해당 지역 기획안에
HIA 권고안을 반영할 수 있고, Sydney시 미래 계획안에 대한 HIA자료
들이 이미 수집된 상황이었기에 간이 HIA를 실시하기로 하기로 결정했
다. 해당 HIA의 주요 이슈로 대중교통, 활발한 대중교통, 사회적 연계성,
신체활동, 상해,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꼽았다.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
한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각 이슈별 긍정적 건강영향과 부정적 건강영향
을 확인했다.

3) 확인 및 평가
HIA를 위한 자료로 Sydney시의 미래 계획안을 기획할 당시 수집한 자
료들과 그 계획안에 대한 HIA 자료, Oran 공원과 Turner 도로 개발을
위해 수집했던 자료들과 해당 지역의 다른 프로젝트에서 찾은 지역 보고
서를 참고하여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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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사결정 및 권고안 작성 단계
운영위원회에서는 Oran 공원과 Turner 도로 건설 계획은 대중교통수
단의 이용도를 높이고, 신체활동을 증진하도록 하는 도시 디자인으로 적
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는 여섯 개의 이슈별로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슈별 해당 계획안과 권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슈 1. 대중교통수단
Ÿ 계획안의 내용은 가) 버스가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 주요 대중교통
수단이 되도록 할 것, 나) 차로 이동하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 문화만
들기, 다) 단기 계획으로 기존 서비스들간에 연계를 할 것, 라) 장기
계획으로 Leppington 철로와 대중교통을 연계할 것
Ÿ 권고안으로 가) 차로 이동하는 것에 의존하지 않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편의도를 높이고자 하는 계획안의 내용대로 추진한다면 지역주
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 나) 버스 시스템 확대를 위해서 지역의
버스회사에게 자원과 보조금을 지원할 것

이슈 2. 보행 및 자전거로 이동하기
Ÿ 계획안의 내용은 가) 보행자 도로망을 정교하게 만들 것, 나) 주민들
이 상점, 학교, 직장까지 자전거를 이용하여 갈 수 있도록 자전거 도
로 체계를 만들 것
Ÿ 권고안으로 가) 보행자와 자전거 도로는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건강영
향을 주기 위해 계획된대로 시행해야 함, 나) NSW주의 ‘Healthy by
Design’과 ‘Safer by Design’ 가이드라인을 참작하여 보행도로와
자전거도로를 설계해야 함, 다) SSWAHS는 새로 지을 모든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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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Smart(차를 이용하는 대신 걷기, 자전거타기 등으로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와 ‘도보 등교 프로그램(Walk to School
program)’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의회 및 교육부서와 협력해야 함
이슈 3. 사회적 연결망
Ÿ 계획안의 내용은 가) 학교, 상업센터, 다른 시설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배치할 것, 나) 문화적 개발과 공공미술전략을 통해 지역사회 정체성
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Ÿ 권고안으로 가) 개발 초기에 지역사회 개발업자을 지원해서 네트워
크, 서비스, 문화적 개발 등을 고려된 사회적 연결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도록 할 것, 나) 시의회와 개발업자들이 사회 기반
시설의 우선순위에 대해 명확하게 논의된 장단기 계획이 있어야 함,
이슈 4. 신체활동
Ÿ 계획안의 내용은 가) 60 헥타르의 Oran 공원과 30 헥타르의 Turner
도로를 공공 공지(public open space) 만드는 것, 나) Oran공원에
0-4세를 위한 운동장 여섯 곳, 5-12세를 위한 운동장 여섯 곳, 잔디
밭 두 곳, 스포츠 공원 두 곳을 건설하는 것, 다) 주거지는 레크레이션
지역으로부터 걸어서 500m 거리 안에 있도록 할 것
Ÿ 권고안으로 가) 자전거 도로와 보행 도로는 계획안에 따라 개발되어
야 함, 나) 시희외는 지역사회 스포츠 활동을 위한 초기 비용을 지원
하고, 지역주민들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운동 장소를 건설해야 함,
다) 운동장은 호주 기준에 맞춰 건설되어야 하고, 이는 정기적으로 점
검받도록 해야함, 라)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는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넓어야 함, 마) SSWAHS는 노인들의 신체활동을 증진시키는
레크레이션 활동 제공자들과 협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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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 부상
Ÿ 계획안의 내용은 가) 넓은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를 만들 고, 주
거지역 내 거리에서는 시속 50km 이하로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며,
모든 주거지역에 400m 이내에 대중교통수단을 마련할 것, 나) 자전
거도로는 차도와 분리해야 하고, NSW주의 자전거 가이드라인에 따
라 안전한 교차점을 만들어야 함, 다) 로터리나 과속방지턱 등 교통
정온화(traffic calming) 기법을 사용해야 함, 라) 보행자 도로나 자
전거 도로 모두 채광이 좋아야 함
Ÿ 권고안으로 가) 6지역주민들에게 긍정적인 건강영향을 미치도록 차
사용을 줄이는 계획은 지속되어야 함, 나) 운동장, 공공공원은 호주의
디자인, 설치, 유지 기준에 맞춰 만들어야 함, 다) 보행로를 정기적으
로 점검하고 유지 관리해야 함

이슈 6.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
Ÿ 계획안의 내용은 해당구역 동쪽에 상품용 채소 정원을 만들 것
Ÿ 권고안으로 가) 소매상점에서는 신선한 먹거리를 판매해야 함,
SSWAHS와 시의회는 Camden지역의 건강한 먹거리 정책을 개발하
기 위하여 협력해야 함

5) 모니터링과 평가 단계
HIA 거버넌스와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과정평가와 권고안의 수용 여
부를 알아보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과정평가는 2006년 4월에
수행되었고, 영향평가는 HIA를 마친 후 6개월 후에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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