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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mingham International Airport Limited (BIAL)는 활주로를 확장
하기 위한 2007년 계획안에서 인도, 중국, 미 서부 지역 등을 오가는 장거
리 직항 항공편을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활주로와 관제탑, 유도로 및 터
미널 등을 건설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음. 특히 이 계획안은 2012년부터 운
영될 수 있는 새로운 활주로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의 전 과정을 담고 있
어 이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 HIA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 Screening-Scoping-Assessment-Reporting-MonitoringEvaluation의 단계 거침
- 문헌연구, 2차 데이터 분석 및 연구, 정책 분석, 건강 프로파일링
교통
고용 및 경제
사회자본
공기질
소음
기후변화
- Birmingham 국제공항이 지역사회에 상당한 건강 영향을 미칠 것임
∙소음, 대기질, 교통 관련사고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지
역 경제 및 고용, 교통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부정적인 영향을 완
화하는 효과를 보일 것임
- BIAL의 활주로 확장 사업의 과정보다는 사업 결과로 인하여 건강 영향
이 발생할 것임
∙이 사업이 소음이나 대기질 등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고용과 지역 경제상
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음
2008년 1월 HIA 결과를 통해 수정된 최종 버전의 사업 계획안이
Solihull Metropolitan Borough Council에 제출되었으며, 2009년 3월
가를 받아 2011년 3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음. 그러나 이후 약 3년간의 활
주로 확장 공사로 인하여 약 2,0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또 다시 BIAL의 활주로 확장 사업 자체
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음. 이는 HIA 결과에서 경제적인 영향으로 인한
건강 영향을 소음 등으로 인한 영향에 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고려한 것
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로, HIA의 종합적인 평가 결과가 사업의 과정 및 결
과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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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 Rapid Health Impact Assessment of Birmingham
International Airport’s Proposed Runway Extension 및
HIA 개요
Birmingham International Airport Limited (BIAL)는 2005
년~2007년에 걸쳐 활주로를 확장하기 위한 총 3번의 계획안을 발표하였
다. 이는 인도, 중국, 미 서부 지역 등을 오가는 장거리 직항 항공편을 제
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활주로와 관제탑, 유도로 및 터미널 등을 건설하기
위한 최선책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2007년에 발표된 계획안은 2012년
부터 운영될 수 있는 새로운 활주로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의 전 과정을
담고 있어 이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BIAL은 이 계획안의 궁극적인 목표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
으로, 즉 기후변화를 비롯하여 환경과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주(主) 활주로와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것으
로 세웠다.

다. HIA 단계별 수행 내용
1) 스크리닝 단계
HIA 수행팀은 우선 논의를 통해 BIAL의 활주로 확장 사업에 대한
2007년 계획안에 대해 HIA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후, 2007년
6월~11월에 걸쳐 간이 HIA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 HIA에서
는 일반적인 HIA 방법론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건강의 사회경제적 모
형을 기본으로 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특히 사업담당자들과 이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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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
는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2) 스코핑 단계
HIA 수행팀은 스코핑 단계를 통해 다양한 관계자들로 HIA 수행팀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운영위원회에는 Solihull Care Trust,
Solihull Metropolitan Borough Council, Birmingham East &
North Primary Care Trust, Birmingham City Council, West
Midlands Strategic Health Authority, 그리고 BIAL 내의 지역사회 및
환경팀의 관련자들이 참여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행팀은 특히 이 HIA 수행의 목표를 활주로 확장사
업의 실시로 인한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주어
진 시간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하여 간이 HIA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간이 HIA 시행 방법에 따라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주요 건강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을 따르기로 하였지만, 대상 사
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음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적 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평가의 가장 첫 단계로 건강
프로파일링과 정책 관련 맵핑(mapping)을 통해 평가 대상의 범위를 규
정하는 작업을 제일 먼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스코핑 단계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활주로 확
장 사업과 관련된 건강결정요인 중 사업 및 지역사회와 가장 관련성이 높
은 요인들을 선정하여, 이 요인들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HIA를 수행하는
데 합의하였다. 스코핑 회의 결과 선정된 6가지의 건강결정요인은 다음
과 같았다.

- 3 -

① 교통
② 고용 및 경제활동, 결과로서의 경제수준
③ 사회자본
④ 공기질
⑤ 소음
⑥ 기후변화

3) 평가 단계
평가를 위해 가장 먼저 대상 사업인 활주로 확장 사업 계획안에 대한
정책 분석과 관련 지역사회와 사업 계획안에 대한 건강 프로파일링과 맵
핑을 실시하였다. 우선 정책 분석은 정책과 관련된 지역사회에 대한 지도
를 그리는 맵핑 방법을 이용해 실시되었는데, 분석 결과 BIAL의 사업계
획안과 공항 주변을 비롯한 Birmingham 시의 연관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이 사업계획안은 지역사회의 공기질, 소음, 교통,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위의 4가지 분야와 관련하여 현재 영국에서 시
행중인 여러 정책들과 본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할 수 있었으며, 기
존의 정책과 앞으로 시행될 사업의 종합적인 영향을 평가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HIA 수행팀은 사업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지역사
회의 건강 프로파일을 작성하였다. 건강 프로파일링은 스코핑 단계에서
결정된 6가지 주요 건강결정요인과 BIAL의 활주로 확장 사업 계획안, 그
리고 건강결과 간의 영향 관계 및 영향의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단계로
Birmingham 시의 지역적,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고려한 건강영향을 평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HIA 수행팀은 기존의 문헌, 이해관계자들의 인터뷰 등을
비롯한 다양한 출처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건강영향을 평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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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근거에 기반한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이 사업계획안이 실시되었
을 경우와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의 미래 상황을 시나리오로 만들어 분석
하였다. 이러한 평가 및 분석 결과 HIA 수행팀은 BIAL의 활주로 확장 사
업이

시행되든

시행되지

않든

상관없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Birmingham 국제공항이 지역사회에 상당한 건강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결론내렸다. 활주로 확장 사업의 시행 여부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2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분석한 결과 두 시나리오 간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Birmingham 국제 공항은 소음, 대기질, 교통 관련 사고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지역 경제 및 고용, 교통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영향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
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 그러한 차별적 영향 자체가 곧 부정적 건강 영향
으로 이해되었다.
한편 HIA 수행팀은 BIAL의 활주로 확장 사업이 아직 계획의 단계에
있음을 고려하여, 평가를 크게 2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하나
는 사업의 계획 및 활주로 확장 과정에 대한 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활주
로 확장 이후 공항 운영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평가였다. 이러한 사업의 2
가지 단계에 대한 평가 결과, HIA 수행팀은 BIAL의 활주로 확장 사업의
과정보다는 사업 결과로 인하여 건강 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였
다. 특히 이는 사업이 소음이나 대기질 등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고용과
지역 경제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기 때문인데, 활주로 확
장 이후 증편된 장거리 비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항으로 인해 고용 및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며, 이
는 공항과의 거리 등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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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HIA 평가 결과
2005년부터 BIAL이 발표한 새로운 공항에 대한 계획안은 많은 환경주
의자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급속도로 증가하는 이
용자들의 수요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지역사
회와 공존하며 상생할 수 있는 공항 사업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하는 노
력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된 BIAL의 활주로 확장
사업 계획안에 대한 HIA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광범위한 자료와 근
거들을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수행된 모범적인 HIA 사례로 평가된 바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 확장 사업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었으나,
2008년 1월 HIA 결과를 통해 수정된 최종 버전의 사업 계획안이
Solihull Metropolitan Borough Council에 제출되었다. 또한 같은 해
6월, 경제적 이유로 기존의 작은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주 활주로를 확장
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강력해졌고, 공항 확장 사업이 실시되기 시작하
였다. 2009년 3월 Solihull Metropolitan Borough Council에 제출되
었던 활주로 확장 사업 계획안이 허가를 받으면서 BIAL은 2011년 3월부
터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후 약 3년 간 활주로 확장 공사가 시행되면서
HIA 결과에서 우려되었던 건강영향 중 소음으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게
발생하였다. 약 2,0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은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불편
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또 다시 BIAL의 활주로 확장 사업 자체에 대한 논
쟁이 계속되게 되었다. 이는 HIA 결과에서 경제적인 영향으로 인한 건강
영향을 소음 등으로 인한 영향에 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고려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로, HIA의 종합적인 평가 결과가 사업의 과정 및 결과
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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