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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새로 건립하는 Langage Energy 공원과 새로운 주거지역인 Sherford, 그리고
계획,
프로그램 주민센터를 연결하기 위하여 교통시스템의 변화를 주고자 Plymouth 시 의회에서
혹은
기획한 계획안임. 도로 확장, 교차로 설치, 자전거도로 건설, 공공장소 개선 등 총
사업의 여섯 가지 세부 전략이 포함되어 있음
내용
평가
방법
의사
결정에
영향을
받는
건강결정
요인

- 간이 HIA
- 정책 분석, 문헌 검토, 지역사회 프로파일 장석, 지역주민 대상 워크샵 개최,
초등학생 설문조사, 보호시설의 노인들과 미취학아동을 둔 부모 대상 인터뷰, 청
소년 대상 토론을 통해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
-

소음
사회네트워크
신체활동
도로, 교통
공기질
녹지공간

- ‘Eastern Corridor plans’은 East End 지역 주민들 모두의 건강을 증진시키
는데 도움을 줄 것임
- 운영위원회에서는 지역 전체에 보행자 우선 지역을 늘릴 것, 공공장소의 녹지
화 및 조경 조성에 힘쓸 것, 건설 기간 동안 지역 사회 내 고용 기회를 증가시킬
평가결과 수 있도록 인력을 현지에서 채용하는 정책들과 연계할 것 등과 같은
11가지 권고안을 제시함
- 이와 더불어 Embankment 도로 정비 사업이 끝나는 날, 차 없는 날(car-free
day) 행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신체활동의 기회를 줌과 동시에 정비
사업 완공을 기념식을 실시하자고 제안함
HIA의
평가결과
적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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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쪽 해안지대 교통 관련 계획안 및 HIA 개요
2006년 Plymouth 시의회는 새로 건립하는 Langage Energy 공원과
새로운 주거지역인 Sherford, 그리고 주민센터를 연결하기 위하여 교통
시스템의 변화를 주고자 ‘Plymouth시 East End 지역 교통 재정비를 위
한 계획안(Eastern Corrider’ Transport proposals in Plymouth’s
East End)’을 마련하였다. Esat End 지역은 교통수단이 부족하고, 교통
이 혼잡하며, Embankment 도로 주변의 공기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이
를 개선하기 위한 세부 전략안들이 세워졌다. 세부 전략은 총 여섯 가지
로 그 중 몇 가지 전략은 아래와 같다.

1) Gdynia 도로 확장
Gdynia 도로는 도시 동쪽에서 서쪽에 위치한 주민센터를 연결하는 주
요 도로이다. 현재 2차선 도로 이외에 1차선 자전거 도로와 풀이 나있는
길가가 있는 이 도로를 3차선 도로로 확장할 계획이다.

2) Laira Bridge 도로에 교차로 만들기
교차로를 만들어 Heles Terrace에서 Plymstock으로 가는 차량들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체증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3) 자전거 도로를 개선하고 접근도를 높이기
몇몇 자전거 도로 노선을 재정비하고, 추가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며,
자전거를 타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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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장소 개선
Embankment 도로를 중심으로 접근성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여, 공
기의 질과 소음, 도로 안전, 서비스 접근도를 높일 계획이다.
NHS의 공중보건 개발 부서(Public Health Development unit,
PHDU)는 Plymouth 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HIA를 실시하였다. 동쪽 해
안지대를 개발하는 것이 East End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
칠지를 알아보는 것을 HIA 목적으로 삼고, 아래의 내용에 대해 합의하였
다.
Ÿ 동쪽 해안지대 교통 계획안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건강영향을 평
가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 참여 워크샵을 개최할 것
Ÿ 계획안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건강 영향을 보여줄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할 것
Ÿ 평가 결과 나타난 긍정적 건강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건강 영향
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것
Ÿ 근거에 기반한 실용적인 결과들을 의사결정자에게 전달할 것
HIA의 실무는 Plymouth NHS의 공중보건 개발 부서(Public Health
Development unit, PHDU)와 Plymouth 지역 1차 의료 트러스트
(Plymouth Primary Care Trust)가 맡았다.
시의회는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을 위해 지역사회 사회기반시설 펀드
(Community Infrastructure Fund, CIF)에 입찰을 했고, 2008년 8월
최종 후보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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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HIA 단계별 수행 내용
1) 스크리닝 단계
PHDU와 Plymouth 시의회의 대표자들은 현재 East End 지역의 문
제로 주요 교통 도로의 부재, 대중교통시스템의 시간 준수 신뢰도 부재,
교통체증, Embankment 도로 주변 공기질 악화, 소음 문제, 지역사회
단절 등을 꼽으며, 동쪽 해안지대 교통수단 변화를 위한 계획안의 중요성
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건강영향들을
확인해보고자 HIA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 스코핑 단계
2006년부터 HIA 실무자는 East End 교통 연합 그룹(East End
Transport Liaison Group)의 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했다. 이 그룹은 계
획안이 나왔을 때에 같이 조직된 팀으로, HIA 과정에 있어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HIA 실무자는 HIA의 계획에 대하여 그룹원들과 토
의하고 HIA 단계별 수행 결과들을 그룹에게 보고를 하였다.

3) 확인 단계
2008년 7월 Plymouth 시의회는 East End 지역을 포함한 동쪽 해안
지역의 교통수단 개선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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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 중앙에 위치한 Prince Rock
School 학교에서 저녁 시간대에 워크샵을 실시함. 워크샵에는 총 22
명의 지역주민이 참석함.
Ÿ 지역 내 초등학교에 찾아가 10~11살 어린이 총 25명의 의견을 구함.
어린이들은 간단한 질문지에 응답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갖음
Ÿ Cattedown 지역 한 보호시설에서 노인 25명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구함.
Ÿ Cattedown 지역 Nomony 어린이 센터에서 미취학아동을 둔 부모
10명에게 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구함
Ÿ Coxside 청소년 클럽에서 약 20명의 청년들과 간단한 토론 시간을
가짐

4) 평가 및 권고안 작성 단계
HIA 실무팀은 미국 UCLA HIA 프로젝트에 기반하여 평가를 실시하였
다. East End 지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개
발 분야의 전문가들은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
다. 이후 경험이 많은 공중보건 분야 컨설턴트에게 한 차례 추가 검토를
의뢰하였다. 실무팀은 이 결과를 다시 의사결정자들에게 보내고 그들의
피드백을 받은 후 권고안과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HIA의 최종 결과는 ‘동쪽 해안지대 개발 계획은 Esat End 지역주민들
의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로 결론지어졌다.
HIA 권고안은 총 11개였고, 그중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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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신체 움직임이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mobility 평가를 실시
할것
Ÿ 보행로 표면을 개선하여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
Ÿ 지역 전체에 보행자 우선 지역을 늘릴 것
Ÿ 공공장소의 녹지화 및 조경 조성에 힘쓸 것
Ÿ 건설 기간 동안 지역 사회 내 고용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인력을
현지에서 채용하는 정책들과 연계할 것
Ÿ 공기 오염 및 소음을 측정하고 이를 감소하기 위한 가능한 최고의 해
결책을 적용할 것
Ÿ Gdynia 도로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오염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Ÿ 시의회와 협력 파트너들은 노인, 소수 집단, 취약집단 등 지역주민 모
두와 지속적으로 대화해야 함
그리고 이 밖에도 보고서에는 Embankment 도로 정비 사업이 끝나는
날, 차 없는 날(car-free day) 행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신
체활동의 기회를 줌과 동시에 정비 사업 완공을 기념식을 실시하자는 제
안도 포함되었다.

라. HIA 수행상의 문제
HIA를 수행하면서 지역내 거주하는 소수민족(Black and Minority
Ethnic, BME)를 고려하지 않았다. 해당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BME의 거
주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집단을 HIA의 평가 대상으로 삼지 않
고, 이들을 HIA 과정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형평성상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BME 집단 역시 지역 거주자들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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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비BME집단과 같은 건강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련 문헌들의 결과
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논쟁적이기는 하지만, 공공장소의 개선으로 인
해 BME 집단들이 지역주민들과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문헌 결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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