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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의회를 통과한 유급병가법안(일년에 7일 이상 캘리포니아에서
일한 근로자에게 30시간 근무마다 1시간의 유급휴식을 누적시킬 수 있는
정책, 계획, 권리를 주고, 일년에 유급병가를 최대 9일 보장해주는 내용임. 또한 90일
프로그램 혹은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근로자 본인 또는 돌봐야할 가족들의 건강문제
사업의 내용 가 있을 경우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함)는 주는 것이 주지사의 승인을
얻어 법으로 되기 전에, 유급병가와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의 관계를 입증
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음

평가방법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건강결정
요인

- Screening-scopng-Assessment-Communication-Monitoring의
단계 거침
- 논리틀(logic framework) 개발, 2차 데이터자료 및 실증연구 검토, 초
점집단 인터뷰, 캘리포니아의 노동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건강 전문가 인
터뷰
고용
직업
건강서비스
경제

평가결과

- 유급병가법이 통과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건강영향을 미칠 것임
∙유급병가가 보장된다면 식당, 장기요양시설 등과 같은 지역사회 내에서
의 전염성질환의 감염 위험이 줄어들 것임
∙지역사회의 유행성 감기 경감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유급병가가 보장된다면 저소득 근로자들의 병가 기간동에 발생하는 소득
감소로 인한 빈곤 및 주거 불안정을 예방할 수 있음

HIA의
평가결과
적용여부

이 법은 2008년에 세출위원회 통과하지 못해, 2009년에 재시도됨. 캘리포
니아 지역에 24개의 미디어를 통해 계류중인 법안과 HIA의 결과가 소개되
었음. HIA를 통해 유급병가가 노동 문제가 아닌 건강문제로 이야기의 중심
을 옮겨오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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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 Health Impact Assessment of the California Healthy
Families, Healthy Workplaces Act of 2008 및 HIA 개요
2008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의회 의원인 Fiona Ma가 발의한 유급병
가법안(the California Healthy Families, Healthy Workplaces Act
of 2008)은 1년에 7일 이상 캘리포니아에서 일한 근로자에게 30시간 근
무마다 1시간의 유급휴식을 누적시킬 수 있는 권리를 주고, 1년에 유급병
가를 최대 9일 보장해주며, 9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근로자 본인
또는 돌봐야할 가족들의 건강문제가 있을 경우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
게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8년 봄, 법안이 캘리포니아주의회를 통과한 후 상원에서 심의중일
때 HIA를 수행하기로 결정되었다. Human Impact Partners와 샌프란
시스코 보건부의 연구원들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후 주지사의 승인을
얻어 법으로 되기 전에, 유급병가와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의 관계를 입
증하기 위하여 HIA를 실시했다.

다. HIA 단계별 수행 내용
1) 스크리닝 단계
HIA 수행팀은 유급병가법안이 캘리포니아 지역의 주민들에게 건강상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급병가가 실시될 경우 근로자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을 돌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아프면서도 근무를
해야하는 근로자들로 인한 작업장내 전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법안이 의사결정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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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촉박했고, HIA 수행에 대해 명시된 자금 지원은 없었지만 동원가능한
연구 인력과 자원들로만 진행한다면 HIA를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단,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간단한 조사 등의 질
적 연구에 대해서는 외부 자금을 이용해 수행했다. 의사결정과정에서 권
고안이 수용될 가능성에 대한 판단도 긍정적인 결정을 내렸다. 법안을 반
대하는 의원들이 명확하지 않았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역시 법안을 거부
하려는 의도를 보이지 않았다. HIA를 실시함으로서 의원들에게 법안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고, 이미 알려진 경제적 결과에 추가
적인 내용을 제공할 수 있으며 법안 관련 포럼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 스코핑 단계
HIA 수행팀에서는 우선 확인해야 할 주요 질문 여섯 가지를 선정했
다. 우선순위 질문을 평가하기 위하여 논리틀(logic framework)을 개발
했다.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차 데이터 자료 및 실증연
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유급병가를 이용할 수 없는 캘리포니아 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캘리포니아의 노동자 설
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전염성 질환 관리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며,
의료기관 이용과 유급병가 간의 관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로 결
정했다. 그리고 위의 내용을 담은 과업지시서와 과업일정표를 작성했다.
HIA 실무팀은 유급병가 관련 연구들을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급
병가와 건강 결과 간의 잠재적 경로들을 가정하여 작성하였다. 각각의 시
나리오는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의 가족이 아플 경우 유급병가를 쓸 수 있
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건강 결과를 경로를 보여준다. HIA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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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은 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가능한 경로를 평가할 수 있는 연구질문들
을 도출했다.

3) 평가 및 의사결정 단계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유급병가와 건강간
의 관계에 대한 동료평가된 연구 자료가 충분치 않았고, 포커스 그룹 인
터뷰를 실시한 두 집단이 근로자들에 대한 대표성을 가졌다고 볼 수도 없
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프거나 근로자의 가족이 아플
때 유급병가가 쓸 수 있다면 근로자의 건강이 보호되고, 지역사회 내 전
염병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 시나리오와 일치되는 결과
들을 얻을 수 있었다.

〈표 1-1〉 건강결과와 영향에 대한 요약표
건강결과

영향의 크기

근거의 질

지역사회 내 전염성 질환의 전파로 인한 영향
계절성 또는 유행성 인플루엔자

△△△

상

음식점에서의 식품매개질병

△△

상

보건의료시설에서의 위장 감염 전염

△△

중

어린이 보호시설에서의 전염성 질환

△

하

△△△

상

△

중

의료적 이유로 휴가내기

△△△

중

가족의 병환으로 휴가내기

근로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항
소득 손실
실업
근로자 또는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

중

진료가 필요할 때 병원 이용하기

△

중

입원까지 가지 않기

△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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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가 보장된다면 식당, 장기요양시설 등과 같은 지역사회 내에
서의 전염성질환의 감염 위험이 줄어들 것이고, 지역사회의 유행성 감기
경감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유급병가가 보장된
다면 저소득 근로자들의 병가 기간동에 발생하는 소득 감소로 인한 빈곤
및 주거 불안정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타났다.

라. 유급병가법안에 대한 HIA 의의
이 법은 2008년에 세출위원회 통과하지 못해, 2009년에 법안 다시 법
안을 심의받았다. 비록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법안의 HIA는 상당
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 24개의 미디어를 통해 계류중
인 법안의 내용과 HIA의 결과가 소개됨은 물론이고, HIA를 통해 유급병
가가 노동 문제가 아닌 건강문제로 이야기의 중심을 옮겨오게끔 하기도
했다.
HIP는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법안에 대한 HIA 이후 Maine주,
Massachusetts주, Milwaukee주, New Hampshire주, New Jersey주
와 파트너십을 맺고, 유급병가와 각 주의 건강영향을 알아보는 HIA를 실
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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