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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 부

도입

도시가 글로벌 건강에  
중요한 이유

“�건강한 도시가 
건강한 국가를 만든다.”

레온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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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창의성과 힘, 배움, 문화의 활력이 있는 허브이다. 

도시는 성장과 변화를 지원하는 생태계이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2050년까지 인구의 2/3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살고 있는 곳이다(1).

세계보건기구(WHO)는 ‘도시화’를 21세기 공중보건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는다(2) . ‘도시화’는 일반적으로 감염병 

발병, 건강하지 못한 생활 양식, 환경 위협 등과 함께 부정적인 

용어로 언급된다. 하지만 도시는 건강 개선 정책과 조치를 

통해 공중보건을 개선하는 중대한 기회를 제공한다(3, 4).

일반적으로 국가 부처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할 

책임을 지니지만 도시 지도자들은 상당수 인구에 대해 국가  

공중보건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주요 동맹자이다. 도시 

지도자들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공동 목표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들을 통합하며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짐으로써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보호할 수단, 기회, 의무를 실현해야 

한다.

도시 지도자들의 약속은 도시의 건강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의 

목표 11에는 세계가 ‘도시를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으로 만드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5). 또한 SDG 목표 3 ‘모든 연령대 

사람들의 건강한 삶 보장 및 웰빙 증진’에 대해서도 도시 

지도자들의 기여가 필수적이다(6). 도시는 국가 보건정책과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주된 장소이며 도시의 지원 없이는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이 보고서는 도시 지도자들이 과제에 맞서 도시의 어떤 조치로 

글로벌 건강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비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도로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의 
비감염성 질환 및 도로 안전

중국 톈진의 도시공원

Photo credit: Yang Aijun / World Bank.

도시는 빈곤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하고, 과체중, 비만 및 영양실조를 종식하기 위한 세계적인 

약속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

주요 목표는 2020년까지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3.6), 2030년까지 비감염성 질환(NCD)로 인한 사망자 수를 1/3로 줄이는 

것이다(3.4). 도시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국가가 의미 있는 

사망률 감소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  

도시는 더 나은 도시계획을 장려하여 안전한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녹지나 공공장소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며, 신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제 I 부 1110

도시는 위생, 대기오염, 도시폭력, 도로안전, 건강한 음식과 

공간에 대한 접근 등 수많은 공중보건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 보고서는 도시건강이 직면한 두 가지 큰 문제인  

비감염성 질환(NCD)과 도로 교통사고에 중점을 둔다.

암, 당뇨병, 심혈관 질환 및 만성 호흡기 질환을 포함하는 

NCD로 인해 매년 전 세계적으로 4,100만 명이 사망하고 

이는 전체 사망의 71%를 차지한다(7). 이 질환들은 점차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결정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종종 도시화로 인해 가속화된다. 

(8, 9). 

주요 위험요인에는 흡연, 건강에 해로운 식생활, 신체활동 

부족, 유해한 음주가 있다. 2018년에는 대기오염도 NCD 

위험요인으로 알려졌다(10) . 저소득 국가부터 고소득 

국가까지 모두 합해서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액은 2030년까지 30조 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11).

한편, 도로 교통사고로 인해 매년 135만 명이 사망하며 

이는 5-29세 인구의 주요 사망 원인이다(12) . 도로 

교통사고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도 발생시키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 비용이 GDP의 3%에 이르며 중저소득 

국가의 경우 이 비용이 더 높은 경우도 있다(13).

이러한 건강 및 경제적 부담은 도시 차원의 조치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 NCD 및 도로 교통사고의 위험요인은 

도시 환경에 영향을 받으므로, 지방정부는 올바른 정책과 

프로그램을 선택함으로써 더 나은 건강 결과를 지원하는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6).

NCD 및 도로 교통사고에 대한 성공적인 조치를 위해 건강, 

교통수단, 주택,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에 걸친 정책 

협력이 필요하다. 도시는 ‘모든 정책에서의 건강을(health 

in all policies approach)’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러한 

다부문 협력을 촉진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14,15).    

전 세계적으로
전체 사망의 80%는 비감염성 질환 및 
부상에 기인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도시 프로그램

도시의 공중보건: 
과제의 범위

출처: WHO 세계건강 관측소(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그림1: 30세와 70세 사이에서 4대 비감염성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 비교 추정치, 2016.

최초 WHO 건강도시 프로그램은 1986년에 시작되었다. 오늘날 WHO의 6개 지역 

사무소에서는 건강결정요인, 형평성, 참여적 거버넌스, 부문 간 협력 등을 통해  도시 차원에서 

공중보건에 관한 사회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도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도시건강의 핵심이 되는 건강도시 네트워크 외에도, WHO는 공중보건 목표를 달성을 위한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도시에 주제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네트워크 및 활동을 수립했다.

또한 도시 차원의 활동은 WHO 13차 종합업무계획(GPW) 2019–2023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16). GPW에는 NCD 대처를 포함하여 2023년까지 10억 명 인구의 

건강증진이라는 WHO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행위자로 시장 및 지역 지도자가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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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참여

도시 지도자들은 시민들과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조치와 

책임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큰 편이다. 이 때문에 도시 지도자는 

주민의 요구를 이해할 수 있고 지역사회가 서비스의 설계 및 

제공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지역 내 파트너십

지방정부는 지역사회 집단이나 지역 조직 등과 같은 지역 이해 

관계자들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중 다수는 이미 최전선에서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다부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민첩성

지방정부의 기관들은 종종 중앙정부 기관보다 더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장관과 달리 지방정부 지도자는 

그 정부의 여러 부문에 대한 권한을 지닌 경우가 많다. 이들은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이나 정책과 연결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가지므로 중앙정부보다 부문 간 변화에 더 수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도시 지도자들이  
도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분야를  
하나 이상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비감염성 질환 예방과 
도로 교통사고 해결에 
대해 도시가 가진 힘

비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도로교통 안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자의 강점은 서로 활동을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게 한다. 

지방정부는 특히 다음과 같은 강점이 있다.  

공공자산

지방정부는 공공 공간, 건물, 기타 자산 등 기반 시설을 

소유하고 있고 이들을 건강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시 또는 영구 공간을 지정해서 차량 통행 

금지구역, 안전한 자전거 도로, 녹색 시장, 공원, 여가 

구역과 같은 건강한 행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토지용도 규정을 통해 특정 사유공간의 이용을 

의무화하거나 장려 또는 금지하여 건강에 해로운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

리더십

도시 지도자는 국가 정책 집행을 위해 도시 차원의 법률과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다. 도시 지도자들은 

국가법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정책을 개발할 수 있고 새로운 

정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정책의 규모 확장을 도모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 지도자는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여러 지방정부 기관과 부합하는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여 

공동의 목표를 수립할 수 있으며, 실행 예산 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혁신

도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을 테스트할 수 있는 

혁신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를 대신해 그러한 

혁신을 시범적으로 주도할 수도 있다. 도시의 혁신적인 

정책 사례가 광역정부나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확장되는 경우도 생긴다. 

동료 간 학습

도시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같은 목표를 지닌 다른 

도시들과 외교할 기회가 발생한다. 국내 혹은 국제도시 

간의 공식 또는 비공식 관계와 네트워크는 상호 학습 및 

공유, 건전한 경쟁, 글로벌 우수성과 리더십의 추진에 

도움을 준다. 

킥보드로 이동하는 아이들

Photo credit: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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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차원에서 NCD와 도로 교통사고에 개입할 수 있는 

자원은 이미 많다. 이 보고서는 그중에서 지방정부가 기존 

기술 도구 및 지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항목을 제시한다. 하지만 실제에서는 정책이 이행되는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시행 조치는 정치・입법・재정적 

자율성, 사회 인구학적 추세, 사회문화적 선호도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항상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지는 않는다(17). 

따라서 이 보고서는 19개 도시(그중 15개가 중저소득 

국가임)의 실제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개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살펴본다.

비감염성 질환 예방과 도로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가 할 수 있는 일의 예시로
10가지 분야를 제시한다.

보고서의 목적

이 보고서는 NCD를 예방하고 도로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 분야를 

제안한다. 조치가 가능한 시작점으로서 

10개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 

이 보고서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 

첫째, 도시 수준에서 NCD 및 도로 교통사고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둘째, 달성 방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다른 도시의 경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보고서의 분석 내용이 설계되었다.

궁극적으로 도시 지도자들은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 영역이 무엇일지 결정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도시 지도자들이 그 사업 영역에서 

도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입을 찾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추진력과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들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현재 NCD 및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 및 도시 인구의 추세를 반영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NCD로 인한 성인의 조기 사망(30-70세 사이)의 

85%와 도로 교통사고의 93%가 중저소득 국가(7)에서 

일어난다(18) . 또한 세계에서 규모가 큰 10대 도시 중 

7개가 고소득 국가에 속한 도시가 아니다(19).

포르탈레자시를 자전거로 이동하는 시민

Photo credit: City of Fortaleza/Vital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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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영역

2016년 상하이에서 열린 제9차 건강증진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시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건강도시 시장포럼이 진행되었다.  

이때 NCD 및 도로안전과 관련한 여러 영역 중에서  

다음과 같은 영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전념하기로 약속하였다.  

도시가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다. 

건강한 행동과 환경을 증진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이나 기존 정책의 보완책을 

수립, 시행, 모니터링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거나 기존 서비스를 개선 

할 수 있고, 공공 공간을 재설계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다. 또한 건강을 증진하는 

직간접적인 활동을 명령, 장려, 허가, 안내하거나 그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21).

WHO는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여 설계한 NCD 예방 및 도로안전을 위한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에는 지방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과 도구가 있다. WHO의 지침은 근거를 기반으로 영향력이 큰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가급적 비용효과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염 배출을 줄이고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여 더 좋은 대기를 보장한다.

모든 환경을 금연 환경으로 조성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담배 제품을 광고, 

판촉, 후원할 수 없게 한다. 

활동적인 교통수단(걷기 또는 자전거  

타기 등) 및 여가, 탄탄한 도시교통 인프라, 

강력한 도로 안전법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교통을 증진하는  

도시를 설계한다.

설탕과 소금 섭취, 유해한 음주를 

줄이는,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식품 

정책을 실행한다.

‘건강도시 파트너십’은 WHO, 블룸버그자선재단, 실행 파트너인 바이탈 

스트레티지(Vital Strategies) 간의 공동 발의권이다. 전 세계 도시가 근거에 

입각한 정책과 개입을 사용하여 NCD와 상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7년에 만들어졌다. 2018년 말 기준, 6개 대륙의 50개 이상의 도시가 이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NCD와 상해에 관한 세계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이다.

건강도시 파트너십의 개념은 NCD 및 상해에 관한 WHO의 글로벌 앰배서더 

(Global Ambassador)인 마이클 R. 블룸버그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그가 뉴욕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뉴욕시는 NCD 및 

도로 교통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관한 

정책에는 술집, 레스토랑과 같은 사업장 및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특정 식품의 소금 함량의 목표치 설정, 레스토랑 메뉴의 칼로리 표시 의무화가 

있다. 참고로 그의 재임 기간 동안 뉴욕시의 평균 기대수명이 3년 증가했다.

건강도시 파트너십

이 보고서는 위험요인 데이터 수집을 위한 NCD 감시, 

담배규제, 식품정책, 신체활동, 대기질, 도로안전에 중점을 

두고 도시가 이행할 수 있는 10가지 개입을 제시한다. 도시 

내에서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WHO의 

기존 전문지식과 근거를 기반으로 개입할 수 있는 몇 가지 

분야를 출발점으로 삼아 선정하였다.

또한 이들 개입은 비용 효과적인 정책에 바탕을 두었다. NCD 

통제를 위한 WHO 베스트 바이(WHO Best Buys)에서 

많은 항목을 선택하였다. 베스트 바이는 NCD로 인한 질병, 

장애 및 조기 사망을 줄이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일련의 핵심 정책들이다(22).

베스트 바이는 저소득 및 중저소득 국가들에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30년까지 3,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이익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23). 대부분의 

개입이 건강도시 파트너십에 속한 도시들에서 이미 진행 

되었다.(24)

‘10가지 개입’은 특정 활동이 도시 수준에서 어떻게 효과적 

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일부 개입은 다양한 건강 

성과를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걷기와 자전거 타기와 같은 

활동적 교통수단을 장려하는 것은 지역의 대기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정 지역의 교통량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 목록이 완전한 것은 아니고, 가능한 개입 

및 접근방식의 예시는 더 많기에, WHO의 추가 자원 정보를 

‘10가지 개입’ 설명마다 제시하였다.    

보고서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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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지 개입

NCD 위험요인 모니터링

흡연, 음주, 식습관, 신체활동과 같은 NCD 관련 행동 

위험요인에 대해 인구기반 설문조사를 실시함

가당음료 섭취 줄이기

가당음료의 생산 및 판매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가당음료 섭취를 줄이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함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 좋으며  

살기 좋은 거리 만들기

도시 전역의 보행자와 자전거 연결망 및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평등한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여가와 이동을 위한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함

음주운전 줄이기

음주운전 관련 법 집행을 강화함 

금연도시 만들기

모든 실내 공공장소를 100% 금연장소로 만드는 법안을 

상정, 통과, 집행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함 염분 섭취 줄이기

염분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설계된 근거기반의  

WHO SHAKE 패키지의 핵심 구성요소를 실행함 

더 깨끗한 대기

교통수단, 폐기물, 산업과 같은 오염 배출 부문에 

개입하여 대기오염을 줄이고, 요리, 난방, 조명에 

청정연료와 기술을 사용하게 하여 실내 공기를 더 

깨끗하게 만듦  

속도 제한

제한속도를 더 낮추고 기존 속도제한 준수를 강화함 

담배 광고 금지

모든 형태의 직간접 담배 광고, 홍보, 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함

안전벨트와 헬멧 사용 늘리기

안전벨트와 오토바이 헬멧 사용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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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비감염성 질환 예방과 
도로 교통사고 해결을 위한
10가지 방식

담배규제

NCD 위험요인
모니터링

금연도시
만들기

흡연, 음주, 식습관, 신체활동과 같은 NCD 관련 행동 위험요인에 대해 인구기반 

설문조사를 실시함

왜 중요한가: 위험요인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면 건강 개선을 위해 어떤 행동을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험요인 모니터링은 더욱 효과적인 개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세부 인구집단 및 이웃지역 수준에서 위험요인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지역과 집단을 선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25).

도시가 할 수 있는 일: 3~5년마다 종합적인 NCD 위험요인 조사를 실시하여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민족, 지역(동네)과 같은 범주의 데이터를 분석한다. 

모든 실내 공공장소를 100% 금연장소로 만드는 법안을 상정, 통과, 집행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함 

왜 중요한가: 금연 공간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므로, 흡연장소를 줄임으로써 

금연을 유도한다. 또한 흡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 사람들이 금연할 가능성을 

높인다(27).

도시가 할 수 있는 일: 식당, 술집을 포함한 모든 공공장소를 금연장소로 설정한다.

 WHO 단계적 감시 접근방식(STEPS)에서 예시를 찾을 수 있다(26).

담배 광고 금지

모든 형태의 직간접 담배 광고, 홍보, 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함

왜 중요한가: 담배 마케팅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면 특히 젊은 사람들의 담배 제품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28).

도시가 할 수 있는 일: 도시는 지역 토지용도 조례와 판매시점 제한과 같은 담배 마케팅을 제한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 주변에서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면 학생들의 

흡연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9).

다른 조치 방안은 금연도시를 만들기 위한 WHO 매뉴얼에서 찾을 수 있다(30).

담배 광고, 홍보, 후원 금지는 WHO 기본협약지침(13조)에서 찾을 수 있다(31).

다른 방안에 관해서는 WHO 영양 행동 실행에 관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36)와 NOURISHING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을 수 있다(37).

모두를 위한 건강한 음식

가당음료 섭취 
줄이기

염분 섭취
줄이기

가당음료 섭취를 줄이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함 

왜 중요한가: 가당음료는 비만과 당뇨의 주요 원인이다(32). 여기에는 과일주스, 에너지 음료, 

스포츠 음료, 가당 차 및 우유 음료가 포함된다.

도시가 할 수 있는 일: 가당음료의 판매와 광고를 제한하는 개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공공장소에서 가당음료의 판매를 금지하는 개입을 할 수 있다. 또한 더 

건강한 식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판매허가 제한, 토지구역법 및 인센티브 제도와 같은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다.

만약 관련 세금제도가 존재한다면 도시는 이를 활성화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당음료에 대한 세금 인상은 특히 저소득층의 가당음료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33). 

가당음료에 대한 직접적 과세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가당음료가 건강에 끼치는 피해에 대해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사회가 

캠페인을 만들고 전파하는 데에 참여해야 한다.

염분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설계된 근거기반의 WHO  SHAKE 패키지의 핵심 

구성요소를 실행함 

왜 중요한가: 과도한 염분 섭취는 심혈관 질환 및 뇌졸중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혈압 상승의 

주원인이다(35).

도시가 할 수 있는 일: 도시는 식당에서 염분 함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저염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염분 감소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도시가 식품 제조업체, 공급업체, 레스토랑, 길거리 음식 판매업체와 협력하여 

염분이 적게 함유된 제품을 제공할 수도 있다.

NCD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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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활동 도로 안전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 
좋으며 살기 좋은 
거리 만들기 

도시 전역의 보행자와 자전거를 위한 연결망 및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평등한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여가와 이동을 위한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함

왜 중요한가: 도시의 거리가 안전해야 사람들이 활동적 이동이나 여가 목적으로 신체 활동을 

실천할 가능성이 높다. 

도시가 할 수 있는 일: 토지이용이 조밀하게 또는 혼합용도를 원칙으로 설계된 도시는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서로 잘 연결된 동네를 형성한다. 이렇게 되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차량 이용을 줄이고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낮추며 더 응집력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다. 

안전한 보행자 횡단보도, 조경된 보도 및 그늘을 제공함으로써 걷기를 더 장려하고, 차량 통행과 

분리된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이용을 장려할 것이다. 자전거 보관소와 같은 편의시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도록 장려할 것이다.

조치에 대한 다른 방안은 WHO 신체활동에 관한 글로벌 행동계획 2018-2030에서 찾을 수 있다(38).

더 깨끗한 대기

대기오염

교통수단, 폐기물, 산업과 같은 오염 배출 부문에 개입하여 대기오염을 줄이고, 

요리, 난방, 조명에 청정연료와 기술을 사용하게 하여 실내 공기를 더 깨끗하게 

만듦 

왜 중요한가: 대기오염은 건강의 주된 위해 요소이며, 세계 인구의 약 91%가 대기오염 수준이 

WHO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살고 있다(39). 조리, 난방, 조명용으로 실내에서 바이오매스 

연료를 사용하여 일어나는 실내 공기오염으로 인해 연간 380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0).

도시가 할 수 있는 일: 가정에서의 공기오염은 조리, 난방, 조명에 청정연료와 기술을 도입하여 

해결할 수 있다. 도시가 할 수 있는 다른 활동은 주택 및 환기 설계를 개선하고, 조리 및 가정용 

에너지 관리에 문화적 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대기오염은 압축도시 설계,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 적절한 주택 및 더 나은 도시 폐기물 관리를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연료와 기술의 변화도 매우 중요하다.

조치에 대한 다른 방안은 WHO BreatheLife 2030 해결책에서 찾을 수 있다(41).

조치에 대한 다른 방안은 WHO 생명 살리기 도로안전 기술 패키지에서 찾을 수 있다(44).

음주운전 줄이기

안전벨트와 헬멧 
사용 늘리기

안전벨트와 오토바이 헬멧 사용을 강화함 

왜 중요한가: 안전벨트와 오토바이 헬멧은 도로 교통사고 시 부상과 사망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안전벨트 착용은 치명적 부상의 위험을 50% 감소시킨다. 오토바이 헬멧 

착용은 사망 위험을 40%, 중상 위험을 70% 낮출 수 있다(12).

도시가 할 수 있는 일: 안전벨트와 오토바이 헬멧에 대한 적절한 입법과 법 집행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법 집행 능력을 개선하고 집행 노력에 자원을 투자하면 해당 법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헬멧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 헬멧을 판매하면 이 같은 

인명구조 장치가 더 널리 사용될 수 있다. 입법 및 집행과 결합된 미디어 캠페인은 대중이 안전 

벨트와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해야 하는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음주운전 관련 법 집행을 강화함 

왜 중요한가: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원인이다. 모범사례에 맞춰 음주운전법을 채택한 나라가 

늘어났지만 이러한 법을 집행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것은 과도한 음주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암, 심혈관 질환과 같은 

비감염성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도시가 할 수 있는 일: 혈중 알코올 농도의 한도를 0.05g/dl(청소년 또는 초보 운전자의 경우 

0.02g/dl)로 낮추고, 단속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등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수를 성공적으로 줄일 수 있다. 알코올의 판매 및 광고를 제한하여 

접근을 제약하는 것도 입증된 예방 전략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미디어 캠페인은 

도로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속도제한

제한속도를 더 낮추고 기존 속도제한 준수를 강화함 

왜 중요한가: 과속은 도로 교통사고에서 사망 및 상해 위험의 주원인이며, 고소득 국가의 경우 

도로교통 사망자의 약 1/3,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최대 절반을 차지한다. 속도를 평균 5% 낮추면 

치명적인 충돌을 30% 줄일 수 있다(43).

도시가 할 수 있는 일: 속도제한은 각 도로의 기능에 따라 정해야 한다. 도시 지역에서는 도로 

교통사고의 수와 심각성을 낮추기 위해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최대 속도를 50km/h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가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와 도로를 함께 사용할 때에는 중상 또는 

사망의 위험을 더욱 낮추기 위해 제한속도가 30km/h를 넘지 않아야 한다(41). 속도제한 외에 

속도를 관리할 수 있는 다른 접근 방식에는 과속 방지턱 같은 교통완화 시설 조치, 자동 속도제어 

시스템 사용,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지능형최고속도제어장치와 같은 차량 내 기술 설치권고, 

미디어 캠페인을 통한 과속의 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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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II 부

실천하기

전 세계 19개  
도시의 경험사례

이 단원에서는 ‘담배규제, 식품정책, 신체활동, 대기질, 도로안전,  

NCD 감시’를 대상으로 19개 도시에서 시행한 개입을  

소개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개발, 전달,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다.  

이 단원에서는 각 요인이 사업의 핵심 요소나 흔히 당면하는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프로그램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기여 요인은 내부 요건과 외부 요건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내부 요건은 계획 또는 모니터링과 같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지방정부의 담당 부서가 직접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요인이다. 

외부 요건은 프로젝트 팀의 외부에 존재하는 요인이지만 지역사회의 

참여 및 파트너십과 같이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이다.

이 단원에는 이들 요인과 함께 프로그램 성공을 저해할 수 있는 

통상적인 문제에 대한 개요와 그중 일부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견해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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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감염성 질환 예방과 
도로안전에 개입한  
도시의 예시

소득 분류

고소득
중상위소득 
중저소득 
저소득

동남아 지역사무소(SEARO) 
서태평양 지역사무소(WPRO) 
범아메리카 보건기구(PAHO) 
유럽 지역사무소(EURO) 
동부지중해 지역사무소(EMRO) 
아프리카 지역사무소(AFRO)

신체적 활동 
담배규제
대기오염 
도로안전 
NCD 감시 
건강한 식품

런던
영국

인도르
인도

뭄바이
인도

빈
오스트리아

쿠웨이트시
쿠웨이트

아크라
가나

코토누
베냉

뉴욕
미국

보고타
콜롬비아

포르탈레자
브라질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

방콕
태국

보고르
인도네시아

프놈펜
캄보디아

발랑가
필리핀

호이안
베트남

베이징
중국

하우라 
인도

벵갈루루
인도 지리적 영역 개입 영역

도시 소득 분류 개입에 대한 설명

아크라(가나) 중저소득 도로안전과 대기질을 개선하려는 노력

발랑가(필리핀) 중저소득 금연도시를 만들고 담배 광고를 금지하려는 도시 차원의 접근방식

벵갈루루(인도) 저소득 도시에서 ‘자전거의 날’을 지정하고, 걷기 및 자전거 타기를 권장하려는 지역사회의 참여

보고(인도네시아) 중저소득 담배 광고, 홍보, 후원을 금지하는 도시의 접근방식

방콕(태국) 중상위소득 속도위반을 줄이고 교통안전 수단을 개선하려는 노력

베이징(중국) 중상위소득 금연구역 실행을 위한 모바일 기술

보고타(콜롬비아) 중상위소득 도로안전에 대한 데이터 수집

케이프타운(남아프리카) 중상위소득 가당음료의 소비를 낮추려는 도시차원의 활동

코토누(베냉) 저소득 NCD 위험요인에 대한 도시차원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하기 위한 글로벌 감시도구의 사용

포르탈레자(브라질) 중상위소득 활동적 교통수단을 위한 선택지를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과 데이터

호이안(베트남) 중저소득 활동적 교통수단과 실외 공공장소의 개발

하우라(인도) 중저소득 담배연기 없는 환경: 공식적인 ‘금연도시’가 되기 위한 절차

인도르(인도) 중저소득 도시 개발의 지침이 되는 NCD 위험요인과 환경 데이터의 사용

쿠웨이트시(쿠웨이트) 고소득 소금 함량을 줄이기 위해 인기 간식의 성분 재구성

뭄바이(인도) 중저소득 도로안전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외부 네트워크와의 협력

런던(영국) 고소득 조기 유아교육 및 보육환경에서의, 어린이들을 위한 건강식품 지식 및 제공방식 개선

빈(오스트리아) 고소득 이동과 여가를 위해 걷기를 장려하는 포괄적 전략

뉴욕(미국) 고소득 걷기, 자전거 타기, 노인들이 살기 좋은 거리 비교연구

프놈펜(캄보디아) 중저소득 대중인식 캠페인 및 지역사회의 참여 활동을 통한 가당음료 소비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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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칼리에서 건강한 간식을 즐기고 있는 학생들

Photo credit: City of Cali/Vital Strategies.

전략적 계획 수립

부문 간 거버넌스 모니터링과 평가

형평성 있는 접근

도시의 비감염성 질환 예방과  
도로 교통사고 해결의 
내부 요건
내부 요건은 도시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 보고서에서 소개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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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요건

모든 도시는 시행할 조치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고유한 

우선순위, 사회적 문제, 거버넌스 구조가 있다. 전략적 비전 및 

실행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에는 요구 및 

해결과제 파악, 영향을 받는 인구 또는 지역에 대한 이해,  

도시가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다. 전략계획 수립 시에는 다양한 배경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게 해야 특히 목표한 개입이 여러 부문과 연관이 있을 

경우 그들이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한 집단적 이해가 있어야 한다(45).

기존 정책 정황에 대한 조사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기존의 

우선순위, 법 또는 역량과 어떻게 조율될 수 있는지 또는 이를 

기반으로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 정책을 지방정부 정책의 추진력으로 사용할 

기회를 찾아보는 노력도 한 예이다. 한 정책의 좋은 결과가 

다른 정책의 도입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행의 용이성과 잠재적 

영향은 프로그램 선택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개입의 

가치나 진전에 대한 정치적, 대중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적어도 중간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전략적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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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프타운(남아프리카)

2018년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은 가당음료에 대한 새로운 

국세 도입 시점에 건강한 식생활로 개선하고 설탕 소비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2017년 12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에서 통과된 건강증진세와 가당음료세가 2018년 4월 1일에 

발효되었다. 언론의 관심으로 2018년 7월에 시행된  

시 자체 캠페인이 홍보되었으며 가당음료의 잠재적인 건강상 

위험도 강조할 수 있었다.

방콕(태국)

2017년 태국 방콕의 지역기관은 기존 도로안전법 및 규정을 

구조화하여 법률 공백을 이해하고 시에서 취해야 할 조치의 

우선순위 영역을 결정하기 위해 도로안전 위험요인 데이터를 

검토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시에서는 속도 감소를 중점 

영역으로 선택했고, 특정 고속도로를 감시하는 새로운 도로안전 

카메라 시스템의 구매와 같은 몇 가지 새로운 조치를 취했다.

프놈펜(캄보디아)

새로운 정책 검토, 대중의 인식 제고, 지역 파트너와의   

협력을 동시에 함으로써 작업을 구조화하기 위한 합동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시 당국은 대상 집단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의사소통 메시지를 테스트하는 등  

세 가지 정책목표 간의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단기적 홍보 캠페인과 장기적 정책 개발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선택된 개입이 대상 인구집단에 효과를 주도록 하기 위해 여러 

채널(예: 정책, 인식 캠페인, 지역 파트너의 참여)을 사용하는 

방법과, 이 채널들이 잘 조정되어 서로를 강화하고 프로그램 

간에 통찰력과 교훈의 공유를 촉진할 수 있게 조율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처음부터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대상 

집단을 파악하여 참여하게 하는 것이 포함된다.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은 목적 달성에 

활동을 집중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기존 사업을 

기반으로 활용하기 

가당음료의 위험성을 알리는 프놈펜의 대중인식 캠페인 포스터

Photo credit: City of Phnom Penh/Vital Strategies.

프놈펜에서 공중보건 캠페인을 지원하는 툭툭(삼륜택시)

Photo credit: City of Phnom Penh/Vital Strategies.

기존 법률의 공백 찾기 포용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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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안(베트남)

베트남 호이안에서는 여가 및 신체적 활동을 위한 공공 공간 보호와 

공평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공공 공간 마스터플랜 2015-2020을 

수립하였다(그림 1 참조). 이 계획을 통해 도시 확장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충분한 공공 공간을 유지하고 해당 공간이 지역 사회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설정했다.

2020년까지 각각 얼마나 많은 공간이 존재해야 하는지를 정한 목표에 

따라 공공 공간을 소규모 공원, 대규모 도시공원, 휴양소와 같은 공간 

유형별로 분류하였다(그림 2 참조). 마스터플랜을 통해 새로운 부지개발 

비용 및 도시토지 필요량과 같은 현실적 문제를 분류했다.  

이러한 요소는 도시 계획가에게 필수사항이지만 지방정부가 공공 공간에 

대한 요구사항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지역사회가 볼 수 있도록 하는 

책임 메커니즘의 역할도 한다.

대상 설정

Photo credit: Hoi An Public Spaces City Team/HealthBridge.

그림 2: 호이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 공간을 보여주는 시각화 데이터

2020년 목표는 무엇인가?

그림 1: 호이안의 공공 공간 마스터플랜 2015-2020의 목표 예시

분류

#1. 지역 차원의 공공 공간

2020 목표

공공 공간 수
(장소)

소규모 공원

커뮤니티 하우스 

휴게소

스포츠센터 및 문화센터

도시공원

 46 71,705 
1.64

 19 24,622 27 47,083

 90 90,256  75 65,211 15 25,045

 27 10,122 
1.53

 7 4,963 20 5,159

 16 140,658  12 113,758 4 26,900

 20 596,438 6.04 7 52,748 13 543,690

 199 909,179 9.21 120 261,302 79 647,877

구역
(평방미터)

기준
(주민당 

평방미터)

공공장소 수
(장소)

구역
(평방미터)

새 공공 공간 수
(장소)

구역
(평방미터)

기존 공공 공간(2015년) 신규 개발(2020년까지)

#2. 지역사회/지역구 차원의 공공 공간

#3. 도시 차원의 공공 공간

호이안의 공공 공간의 모든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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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즉 ‘모두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평등한 접근’은 

모든 도시 건강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원칙이다(46).  

도시는 모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나 공간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는 도시 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역 공원이 도시의 한 지역에 집중된다면 멀리 사는 사람들의 

건강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47). 건강할 수 있는 기회가 

도시의 부유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면, 특히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거나 질이 낮은 경우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획일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혜택을 

주지 못하며 특정 그룹은 결국 건강 혜택에서 배제될 것이다.    

형평성 있는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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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프타운(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은 가당음료의 소비를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 노력과 발을 맞추어 가당음료와 비만 및 

당뇨병 간의 연관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시 전체에서 대중매체 캠페인을 시작했다. 캠페인을 설계하기에 

앞서, 시 당국은 지역사회의 태도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당음료가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대중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아 대상 인구집단이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캠페인 

메시지를 구성했다.

뉴욕(미국)

노인은 걷는 속도가 느리고 이동에 제한이 있어서 부상과 사망의 

위험이 더 크다. 노인 보행자는 상대적으로 길을 건너는 일이  

더 어려울 수 있으며 충돌로 인한 부상과 사망의 위험이 더 크다.

노인인구 집단의 요구에 맞추어 미국 뉴욕시는 노년층에게  

더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개발했다. 

고령자를 위한 안전한 거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보행자의 

횡단시간 연장 및 보행자 안전지대 설치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도시 전역에 41개 고령자 집중 구역의 182개 거리 개선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 2008년 이 사업이 시작된 이래 노인 

보행자 사망자가 16% 감소했으며, 연간 평균 노인 사망자 수가  

1999년에서 2007년 사이에 65명이었으나 2008년에서 

2016년 사이에는 54명으로 감소했다.

따라서 시 당국은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누가 개입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지, 이들이 

우선순위 대상 그룹인지, 다른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게 

제외되지는 않는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특정 사람들에 

대한 배제를 줄이고 접근 또는 혜택에서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잠재적으로 소외되거나 취약한 집단이 새로운 

정책이나 서비스에서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추가하거나 조정해야 한다(48). 예를 들어, 대중 

교통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접근은 개인 교통수단이 없는 

사람들처럼 도시교통 시스템이 가장 필요한 이들이 그 혜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물리적 접근 외에도 프로그램 콘텐츠가 전달되는 방식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긍정적 행동으로의 

변화를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 대상 집단의 요구와 선호도를 

명확하게 파악하면 해당 집단의 요구, 신념 또는 선호도를 

충족하도록 콘텐츠를 맞춤화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연령 측면에서 형평적인 접근을 

제공하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일생에서 

어떤 이점이나 불리한 점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도시는 어린이나 

노인과 같은 특정 취약 연령집단의 지원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최종 사용자를 위한 설계

인도 뉴델리의 한 공원에서 운동하는 노인들

Photo credit: WHO/SEARO/Rajan Kumar.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가당음료의 건강 위험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캠페인 이미지. 캠페인의 핵심은 설탕 섭취와 관련 건강 

위험에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실제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Photo credit: City of Cape Town/Vital Strategies.

취약집단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의 맞춤화



/ 제 III 부 4342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의도한 건강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협업이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책임은 단일 기관에 

있다. 도시는 많은 건강 위험요인이 혼재하는 다부문의 공간이기 

때문에 시장실은 여러 부문 간의 연합을 만드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다른 정부부처와 조정하여 기존 업무를 

강화하고 사업의 실행 및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프로그램 간 효율성을 위한 기회를 모색하고 그 

기회를 업무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른 부문에서도 건강과 관련된 사항을 업무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도시 설계 이니셔티브 

(Global Designing Cities Initiative)는 더 나은 거리 

디자인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도시민들이 더욱 활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 실무자들과 

협업한다(50).     

부문 간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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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영국)

영국 런던에서는 런던과 지방정부가 유아 교육 및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5세 미만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등 건강, 웰빙 및 

발달을 증진하기 위한 어린이 건강프로그램(Healthy Early 

Years London, HEYL)에 대한 수상 평가 프레임워크를  

공동으로 설계했다. 이 평가체계를 통해 지역 자치구 및 각종 

생활터에서 교육 목표 외에도 건강, 웰빙 및 발달(예를 들어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더 건강한 식품을 섭취하고 있는지) 

영역에서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평가 도구는 영국의 학교를 평가하는 국가 표준인 ‘교육, 아동 

서비스 및 기술 표준 사무국의 공통 검사 프레임워크(Common 

Inspection Framework of the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OFSTED)’를 

반영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HEYL 

프레임워크는 교육 및 의료 서비스 모두와 관련되며, 공통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두 부문의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포르탈레자(브라질)

도시 디자인은 도시에서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걷기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활동적인 교통 수단을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브라질 포르탈레자에서는 지방정부가 도로안전을 

개선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활동적인 교통수단 이용을 늘렸다. 프로그램 활동에는 활용도가 

낮은 도로공간을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 공간으로 재확보한 

시다데 2,000(Cidade 2000) 프로젝트와 같은 일시적 개입이 

포함되었다. 활용도가 낮은 1,200 평방미터 이상의 주차공간을 

지역주민들이 걷고, 앉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새로운 

광장으로 개조했다. 보행자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 3개의 

횡단보도를 신설했다. 새로운 공공 공간 근처의 특정 구역에서는 

통행속도 감속이 시행되었다. 이 모든 조치는 더 안전한 

차량속도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거리의 

공간을 더 즐기고 야외 활동을 더 많이 하도록 장려했다. 이 

일회성 프로젝트는 도시 전체의 프로그램인 Cidade da Gente 

(사람들의 도시)를 만들어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도록 

확장되었으며, 이를 통해 프로그램 모델이 도시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하우라(인도)

2010년 인도 서벵골의 하우라는 도시 전체를 금연도시로 

만들기 위해 금연 하우라 캠페인을 도입했다. 새로운 

금연법을 시행하는 주요 기관은 지역 보건당국이 아니라 시의 

경찰이었다. 경찰은 지역의 법집행기관의 지원을 받으면서 

초기에 집행 노력을 강화했는데, 부분적으로는 이들의 

개입으로 인해 금연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었다. 

이는 광범위한 법 준수의 핵심 요소가 되어 이후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급격히 감소했다. 하지만 단순히 형벌적 접근만을 

추진한 것은 아니었다. 경찰 당국 자체적으로도 금연사업을 

실시하면서 새로운 법을 따르기 위해 적극 노력했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다른 과제와의 연결성 찾기 목표에서 효율성 찾기

2018년 HEYL 프로그램을 시작할 당시 사디크 칸 시장

Photo Credit: Greater London Authority.

비교우위가 있는 다른 부서에 

지원 요청하기

데이터 찾기:

건강한 식사

영양 행동 실행에 관한 WHO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WHO Global Database on the Implementation

of Nutrition Action)(35)는 영양 정책, 행동 및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를 공유하는 대화형 

플랫폼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국가 차원의 정책을 

기반으로 하지만 도시가 해당 국가의 정책환경에 관한 

정보를 찾는 데 활용할 수 있다. 2019년 5월 현재,  

해당 데이터베이스에는  201개국의 2,255개 정책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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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평가(Monitoring & Evaluation: M&E)는 사업의  

효과를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잘 설계된 M&E 체계를 통해 

지방정부는 사업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자원 사용을 평가하며, 

이러한 활동의 영향과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51). 

또한 평가체계는 사업 결과나 요구 사항 변화에 따라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등 지속적인 성과 피드백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M&E는 특히 NCD 및 도로 교통사고에 대한 정책의 효과를 

입증하고, 글로벌 근거 기반에 정보를 추가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

도시의 M&E는 국가 차원의 M&E와 몇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모니터링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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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 수집하는 지표를 국가 차원에서 수집하는 지표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다른 지역 또는 도시 

간 지표를 비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기존의 국가, 

지역 또는 글로벌 근거 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지표는 WHO 글로벌 참고목록(52)의 

100대 핵심 건강지표 등 글로벌 권장 사항과 일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 보고타에서는 100,000명당 사망 

또는 부상자 수에 대해 WHO에서 권장하는 방법론에 따라 

도로안전에 대한 사망률 지수를 생성했다(53).

그러나 국가 차원의 건강지표 데이터가 도시 차원에서도 일관 

되게 수집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 차원의 데이터에서 대표성 

있는 도시 샘플을 정할 수도 있지만 이 방식에는 인구 비례 

대표성 및 정확성 면에서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다. 

도시 수준의 일반적인 데이터 자료원으로 행정 및 제도적 

자료원이 있다. 예를 들어 인구 기반의 설문조사, 감시연구, 

프로젝트별 평가연구, 임상보고 시스템 및 주민등록 기록 

등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국가 데이터 수집 메커니즘과 같은 도시 

수준 메커니즘이 이미 존재한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의 금연정책 실행 데이터는 2년마다 WHO 글로벌 담배 

유행병에 관한 보고서에 발표된다(54). 결과를 명확하게 

정의해 놓으면 도시는 이를 사용하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하우라(인도)

인도 서벵골 하우라는 최소 92%의 공공장소가 금연일 때를 

‘금연(smoke-free)’이라고 한다는 확립된 정의를  담배 사용 

줄이기 7년 캠페인(2010-2017)의 목표로 삼았다. 2017년에 

하우라는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에 공식적으로 금연을 

선언했으며 준수 평가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장소의  

92% 이상에서 흡연이 없었음을 입증했다.

글로벌 지표를 사용하여  

목표 설정하기

콜롬비아 칼리에서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아이들

Photo credit: City of Cali/Vital Strategies.

도시 모니터링과 평가는 
국가차원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은 국가 주도의 정책과 

달리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주도한 정책에 대해서만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도시에 영향을 주는 

정책 정황의 다른 측면을 모니터링하거나, 시민에게 

영향을 주는 국가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도 좋다.

지역1.

도시의 상대적인 강점은 지역적으로 세분화된 데이터, 

주요 하위인구 이해집단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도시 내 인구집단은 다양하기 때문에 

동네 수준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충돌, 부상, 사망 발생률이 높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섬세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도로안전을 위한 

개입을 수립할 수 있다.

세분화된 지리적 위치4.

지방정부는 관리해야 할 지리적 범위가 더 작기 때문에 

국가정부보다 더 철저하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집행 기관의 규제준수 조사와 행정자료를 

사용하여 격차를 조사하고 집행을 강화하며 NCD 및 

도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집행 주체2.

인구 가구조사와 같은 국가 M&E 자료 수집 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실행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M&E 시스템은 

주요 지표를 측정하는 데 다양한 자료원을 고려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데이터가 없는 경우 통계 

기법을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역 정보로부터 지역 

지표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수집하는 지역 

데이터는 통계 추정치보다 정확하고 이해관계자의 

공감을 얻기 때문에 도시는 가능한 한 지역 데이터 

수집에 투자해야 한다.

자료원5.

도시 경계는 복잡해서 공식적으로 지정된 관할구역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 내 조치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도시와 주변 지역 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모든 M&E 프레임워크는  도시 경계와 

관할구역이 불일치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평가 대상 

인구집단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한편, 도시의 행정 

경계 내에 거주하지 않지만 도시의 자원과 기반시설에 

의존하는 인구에게 도시의 조치가 미치는 영향 등 도시 

경계를 초월하는 잠재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경계 및 관할구역3.

대부분의 도시는 현재 NCD에 대한 M&E를 수행 

하기에는 내부 행정 능력에 한계가 있다. 도시가 M&E 

시스템을 개발할 때에는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해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며, 도시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M&E 거버넌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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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선 지표를 확인하고 수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의미 있는 건강 결과를 측정하는 데 필수적이다. 

기준선 정보 없이는 개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없다. M&E 

시스템에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프로그램 관리자와 

정책 입안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도 

필요하다.     

인도르(인도)

인도 인도르는 담배 사용, 알코올 소비, 비만, 고혈압 등 가장 

중요한 NCD 결정 요인에 대해 정확한 인구 수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NCD 위험요소 감시(STEPS)에 대한 WHO 

단계측면의 감시 접근방식을 사용하였다.

2016년 1월, 인도르는 인도 정부의 도시개발 및 개조 

프로그램인 스마트 시티 미션(Smart Cities Mission)의 

100개 도시 중 하나가 되었다. 인도르는 건강을 도시 업무 

계획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2018년 3월 건강도시 

건설 프로젝트에 따라 존 스노우 Inc(JSI)와 협력하여 NCD 

위험요인에 대한 기준선 데이터를 수집했다.

기준선 데이터가 공공 온라인 대시보드에 추가되면,  

그 분석 결과는 도시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도시의 위험요인 유병률을 이해함으로써 

표적화된 업무 계획 및 개입을 개발할 수 있다.

도시 맥락에 맞는 

국가 차원 측정도구 적용

보고타(콜롬비아)

콜롬비아 보고타는 도로안전 사고에 관한 강력한 데이터 허브를 

갖추고 있다. 이 허브는 도로사고에 대한 경찰 보고서(IPAT)를 

통해 새 사건의 각 위치를 등록하고 지리적 위치 도구를 사용하여 

코드화된 대중교통 경찰 시스템과 협약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다. 여기에는 교통 정보 데이터의 지리적 위치,  

국가 통계청의 빅 데이터, 국립 법의학 및 과학수사 연구소의 

데이터가 포함된다.

보고타시의 도로안전프로그램인 ‘비전 세로(Vision Cero)’는 

도로안전 우려 지역을 파악하는 데에 여러 자료원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이 데이터뱅크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종합해 볼 때, 이 모든 정보를 통해 시에서는 사건 발생의 위치와 

사망률 추세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새 이니셔티브 대상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다양한 자료원으로부터 관련 

데이터 통합하기

데이터 찾기:

도시에서의 도로안전

전 세계 도로안전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수집, 검증, 분석하는 

국제교통포럼이 데이터를 관리한다. 이 데이터에 포함된 

지표에는 도로 사망 및 부상, 이동 횟수, 거리당 이동한 차량, 

거리당 승객 수, 차량 구성, 거주 인구, 주간 인구, 헬멧 및 안전 

벨트 사용이 포함된다.

인도의 금연구역을 나타내는 표지판

Photo credit: WHO/SEARO/Anubhav 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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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타는 정기적인 데이터 수집으로 도시의 도로 사망률에 대한 고급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할 수 있었으며, 여기에는 다양한 유형의 도로 사용자와 각 유형별 과거 추세를 

기반으로 한 세분화된 데이터가 포함된다.

 

도시의 비감염성 질환 예방과 
도로 교통사고 해결의
외부 요건

외부 요건은 개입의 설계와 실행의 외부적 요인이지만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 보고서에서 소개하는 외부 요인은 아래와 같다.

보행자

지난 5년간 평균, 사망자의 51% 차지.

도로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은 

도로 사용자의 54%에서(2013년) 

50%로(2017년) 감소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지난 5년간 평균, 사망자의 26% 차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은 도로 사용자의 

18%에서(2013년) 28%로(2017년) 

증가했다.

자전거 이용자

지난 5년간 평균, 사망자의 11% 차지. 

자전거 이용자의 사망은 도로 사용자의 

12%에서(2013년) 11%로(2017년) 

감소했다.

지역사회의 참여 도시 간 네트워크

지역 내 파트너십정치적 리더십

i 그라피카 14, ‘보고타 피해자의 역사’ 페이지 26, 보고타 교통사고 연감 2017. 온라인 보고서:  

https://www.simur.gov.co/portal-simur/datos-del-sector/documentos/anuario-de-siniestrali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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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요건

시장과 다른 도시 지도자들은 포괄적인 큰 그림의 비전을 

설정하고, 중요한 목표를 세우고, 정책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시 정부 최고위로부터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은 정책은 널리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고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의미 있는 결과나 영향을 보여줄 가능성이 낮다.     

정치적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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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공중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지역기관, 정책, 

협력자(대부분은 각자의 협소한 관점에서 추진함)를 조정하는 

높은 수준의 리더십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한 도시 지도자들은 의제 설정, 언론보도 확대, 새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공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발랑가(필리핀)

2007년 필리핀 발랑가의 호세 엔리케 S. 가르시아 3세 

시장은 발랑가를 대학도시이자 비즈니스와 기술의 신흥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설정하였다. 이를 달성하는 

주요 측면 중 하나는 학생, 가족, 방문객을 위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시장은 오염물질, 연기, 건강 위험이 있는 

담배를 이러한 비전에 대한 위협으로 보았다. 그는 결과적으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재임 기간 동안 시 전역에서 담배 

사용을 줄이기 위해 여러 이니셔티브를 지원했다. 관련 조치로는 

지정된 구역 내에서의 흡연 금지, 대규모 대중인식 캠페인 실행, 

금연 태스크포스 설립이  있다.

지도자들은 비전을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과 유지하는 것은 매우 

다른 활동이다(Ⅳ부 3.3 참조). 정치적 리더십이 정기적으로 

바뀌는 민주적 제도 환경에서는 이니셔티브가 아무리 인기가 

있더라도 특정 개인과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보다는 지역사회를 위해 지역의 보건 

시스템과 장기적 가치의 성과를 이끌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 도시를 위한 파트너십과 함께 아크라의 도로안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모하메드 아제이 소와 시장

Photo credit: City of Accra/Vital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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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는 여러 부문에 걸친 문제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이 형성되어야 한다. 도시는 기업, 

시민사회, 지역사회 단체와 지역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 및 웰빙의 광범위한 결정요인을 다룰 때 영향력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지역 내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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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탈레자(브라질)

브라질 포르탈레자에서 지역 사업자 커뮤니티는 활동적 통근을 

장려하고 도로안전 및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무료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중요한 파트너였다. 활동적 통근은 ‘자전거 

기업(Bicicletar Corporativo)’으로 알려진 이니셔티브를 

통해 대중에게 40대의 자전거를 제공하기 위해 6개 정부부처와 

지역기업 간의 협력으로 촉진되었다. 파트너십 모델은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었으며 지역기업의 

지원을 통해 직원의 참여를 독려했다.

지역 단체와

공동의 이익 찾기

아크라(가나)

가나 아크라는 WHO 도시건강 이니셔티브의 시범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개입의 영향을 계산하고, 

대기오염을 억제하고 건강을 개선하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가 관여하게 한다. 이를 통해 아크라 

메트로폴리탄 의회, 가나 보건 서비스, 교통부 및 가나 환경 

보호국, 국가 개발계획 위원회, 지역 대학을 포함한 국가 기관의 

지부와 여러 지역기관이 연합하게 된다. 이 모든 기관들은 건강, 

환경, 기후 혜택을 위한 깨끗한 공기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 및 국가 파트너와 

조정하기

벵갈루루(인도)

인도 벵갈루루에서 도시의 자전거의 날 이니셔티브는 인도에서 

활동적 통근정책의 첫 번째 협력적 접근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자전거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단거리 통근 및 

인근지역 이동을 위한 자전거 이용 증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민관 파트너십인 ‘벵갈루루(Bengaluru)’ 열린 거리 

연합(Bangalore Coalition for Open Streets, BCOS)이 

주도한다. 이 파트너십에서는 강점과 능력에 따라 역할이 

할당되었는데, 도시육상교통국은 프로그램의 정부 쪽 중심 

역할을 했고 여러 비정부조직(NGO)이 참여하여 자전거 애호가 

집단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프로그램 이니셔티브를 실행했다.

강점 기반 역할 정의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태국 방콕의 도시 공원 

Photo credit: WHO/Diego Rodriguez.

데이터 찾기:

도시의 대기오염

WHO 세계건강관측소(Global Health Observatory, GHO, 

WHO 데이터 포털)는, 요리할 때 주로 청정연료와 기술을 

사용하는 가구 비율의 도시/농촌 데이터를 보고한다. 또한 과거 

자료와 비교하기 위해 요리할 때 주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인구 

비율에 대한 데이터도 포함한다(56).

WHO 글로벌 주변 대기질 데이터베이스(WHO Global 

Ambient Air Quality Database)는 지상측정 한  

직경 10µm(PM10) 이하,  2.5µm(PM2.5) 이하 입자의 

연평균 농도를 집계한다. 여기에는 108개국 4,300개 이상의 

도시지역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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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프로그램 또는 정책의 설계, 전달 및 실행에 지역사회가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이점이 있다. 지역사회의 

단체들이 프로그램 수행에 역할을 갖는 것은 지역 주체성과 

책임감을 위해 필수적이다. 또한 도시는 지역사회와 가깝기 

때문에 정책 토론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시민의 

요구와 현실이 시 공무원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캠페인 메시지 전달과 같은 문제에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것도 새로운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행동변화를 장려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에 더 큰 참여를 이끄는 데에 핵심적이다.     

지역사회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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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라거나 ‘여기가 

자전거 도로예요. 또는 여기가 

버스 차선이에요.’라는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며 

접근했습니다.”

벵갈루루(인도)

인도 벵갈루루의 자전거의 날 이니셔티브는 사람들이 걷고 

자전거를 타게끔 행동의 단계 변화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하향식 정책으로 구조화되기보다는 지역사회 활동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었다. 시 당국은 대중들이 이 프로그램의 연장을 

요구함에 따라 다른 정치 및 행정 기관이 좋은 보행도로와 자전거 

도로를 제공하여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36개 이상의 커뮤니티 파트너 조직이 일련의 

행사에 참여하여 해당 이니셔티브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보여주었고 도시 전역에서 자전거 사용이 증가했다. 또한 

정부는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에 약 1,2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서비스 제공에 지역사회가 

참여하게 하기

베이징(중국) – 포르탈레자(브라질)

중국 베이징 시 당국은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담배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계획을 결정했다. 휴대전화 사용률의 증가에 

따라 시는 담배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모바일 기술을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금연법 위반을 일반인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제공하였다.

브라질 포르탈레자의 ‘자전거 기업(Bicicletar Corporativo)’ 

프로그램은 대중의 간접 데이터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의 인기도와 

유용성을 판단했다. 대중들의 GPS 추적을 통해 자전거 사용 

패턴을 파악하여 자전거 이용이 가장 많은 시간을 모니터링하고 

인기 있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데이터는 프로그램 초기에 

운영한 자전거 40대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을 보여주었고 서비스 

확장의 정당성을 제공했다.

대중의 의견 수렴빈(오스트리아)

2025년까지 80% 친환경 이동수단(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빈은 

먼저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한 보행 장애물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실행했으면 하는 정책과 건설환경 특징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런 다음 이 정보를 사용하여 걷기에 

대한 관심과  걷기의 건강상 이점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캠페인, 행사 및 관련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설계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활동에는 사람들의 걷기 계획 세우기를 

도와주는 경로계획 도구와 활동기반의 보상 제도 및 대화형 

디지털 요소를 사용한 보물 찾기와 같은 대화형 기능을 갖춘 

모바일 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시청 외부에 900 평방미터의 

비엔나 지도를 구축하여 주민들이 선호하는 경로를 그릴 수 

있도록 하고 선호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했다. 주민의 3분의 

2가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우수 또는 훌륭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도시에서 걷기와 자전거 타기 증진 방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설계에 주민을 

포함하기

인도 벵갈루루에서 자전거의 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

Photo credit: HealthBridge.

데이터 찾기:

무엇이 활동적인 도시를 만드는가?

유엔 해비타트 세계도시관측소는 220개국의 741개 도시에서 

도시의 활동적 교통수단에 더 도움이 되는 지표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59). 지표에는 교차로 밀도, 모든 도로에서 

차지하는 포장도로의 비율, 다양한 교통 수단의 사용률이 

포함된다.

Janette Sadik-Khan

전 뉴욕시 교통국장(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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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간의 관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상호 학습과 경험 

공유를 지원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유형의 도시 간 외교는 

모범사례와 교훈을 바탕으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실행, 

집행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주제나 광범위한 공통 이슈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도시 간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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뭄바이(인도)

인도 뭄바이의 당국은 전 세계 10개 도시의 네트워크인 

블룸버그자선재단의 도로안전에 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협력하여 도로안전 개선을 위한 기술을 지원받았다.  

이 협력은 도로안전에 대해 근거기반 접근방식을 가져왔고  

매우 유용한 것으로 입증된 전 세계의 통찰과 모범사례를 

제공했다. 이 이니셔티브가 2015년에 시작된 이후 

뭄바이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2% 줄이는 데 성공했다. 

블룸버그자선재단에서 수행한 관찰연구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바른 헬멧 사용이 11% 증가하는 등 헬멧과 안전벨트 사용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네트워크는 같은 국가 또는 지역 내의 도시를 지원하여 

동료 및 기술자원의 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담배규제를 위한 아시아 태평양 도시 연합(Asia Pacific 

Cities Alliance for Tobacco Control)은 12개국의 40개 

도시를 연합하여 담배통제강화를 위한 공동의 전략을 논의한다 

(60).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내의 하위 네트워크는 정보를 이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WHO 유럽 건강도시 네트워크는 

약 100개의 주요 회원 도시와 협력하고, 이를 통해 약 30개의 

국가 네트워크와 연결을 유지한다. 그 주요 도시는 WHO 

유럽지역사무소와 직접 소통하는 반면 국가 네트워크는 특정 

회원국 내의 도시를 연결한다. 두 경우에서 모두 핵심 건강 도시 

네트워크는 직접 혹은 지역 네트워크의 기구를 통해 정치적, 

전략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64).     

인도 뭄바이의 번잡한 교차로

Photo credit: Bloomberg Philanthropies.

도로안전 개입(2018) 전후 가나 아크라의 라파즈 지역에 있는 도시 교차로의 항공사진

Photo credit: City of Accra/Vital Strategies.

네트워크를 통한 다른 

프로젝트의 기술 지침 제공

네트워크는 도시가 기술지원 및 
경험 공유를 위해 외부 조직 및 
동료와 협력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국가도시교통공무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ity 

Transportation Officials, NACTO)는 시 공무원들이 서로에게서 

배우고 접근방식을 비교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채택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시 간의 동료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도시 간의 

협업은 북미 전역에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거리를 위한 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고, 도시에 변화를 달성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새로운 설계지침을 만들었으며, 모범사례가 된 프로젝트를 

활성화했다(61).

WHO 도시건강 이니셔티브(WHO Urban Health Initiative)는 

도시 차원의 기술 역량을 구축하고 건강을 향상하는 도시 정책을 

추구하는 지역, 국가 및 국제파트너 간의 협력을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62). 그 프로세스 모델은 현재 아크라(가나)와 같은 

도시에서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사망 및 질병을 줄이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전거와 걷기에 대한 건강 및 

경제적 평가도구(63) 등 기존 분석도구를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게 조정해야 한다. 또한 이 이니셔티브는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대기오염 억제에서 오는 건강 및 경제적 영향에 대해 보건의료인과 

실무자를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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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비감염성 질환 예방과 
도로 안전에 관련 있는 
WHO 네트워크

WHO 건강도시 운동은 도시정부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의제에 건강을 최우선 순위로 두기 

위해 노력한다(65). 그 목표는 정치적 약속, 제도적 

변화, 역량 강화, 파트너십 기반의 계획 및 혁신에 

지방정부가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네트워크는 

WHO 지역마다 존재하며 해당 지역에 적합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한다.

1. 아프리카 지역(66)

2. 유럽 지역(64)

3. 동지중해 지역(67)

4. 미주 지역(68)

5. 동남아시아 지역(69)

6. 서태평양 지역(70)

WHO 건강도시 네트워크

블룸버그자선재단, WHO, 실행 파트너인 바이탈 

스트레티지 간의 협업으로 50개 이상의 도시가 

네트워크를 구성했고 NCD 및 도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정책 및 프로그램 실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24).

건강도시 파트너십

건강증진 도시정책을 위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 국가, 국제파트너의 협업(61).

WHO 도시건강 이니셔티브

이 5개년 계획(2015–2019)은 국가 수준에서 

도로 안전법을 강화하고 도시 수준에서 입증된 도로 

안전의 개입을 실행한다. 이를 통해 중저소득 

국가와 도시에서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72).

블룸버그자선재단의 도로안전에 

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도시와 지역사회를 노인 인구가 쉽게 걷고 자전거를 

타며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의 글로벌 네트워크. 네트워크 회원은 효과적인 

개입에 대한 출판물과 연구를 실행으로 옮기는 

실용적인 도구에 접근할 수 있다(72).

고령 친화적인 도시와 지역사회에 

관한 글로벌 네트워크
대기오염의 영향으로부터 건강과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와 개인을 결집시키기 위한 WHO, UN 

환경, 기후 및 청정대기 연합이 주도하는 캠페인 

(71).

삶의 숨쉬기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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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과제

이 단원은 성과를 저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장애물에 대해 

기술한다. 다행히 이 장애물들은 독특한 것들이 아니다. 

도시들의 경험을 통해 특정 문제를 극복하거나 완화하려고  

하는 다른 도시들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재정 조달 지속 가능성

산업계의 방해

정치적 우선순위 
유지

자율성

3.1

3.33.2

3.53.4

제 IV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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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도시는 일정 수준으로 국가나 지방 법률에 종속되어 

있다. 도시가 하나의 정책 영역에서 재량권이 크더라도 다른 

정책 영역에서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다. 대개는 국가법이 

지역의 법안 또는 규정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한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는 지방의 재량권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국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담배 부과세와 같이 시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방세를 도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지방정부가 도입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는 재정정책에 지방 

정부가 갖는 영향력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일부 주의 도시와 지방 관할구역에서 담배세에 

대해 다른 세율을 설정할 수 있다. 미국 뉴욕시는 뉴욕주 세금 

US$ 4.35 외에 담배 한 갑당 US$ 1.50의 추가 세금을 

부과한다(78) . 독립 과세가 불가능한 도시의 경우 대체 

전략으로 이들 항목이 판매되는 방법과 장소에 관한 규제와 

같이 시 정부가 더 많은 통제권을 지닌 영역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보고르는 2017년에 도시 

전역의 소매점에서 담배 제품을 진열하는 것을 금지했다.

국가 정책은 국가 전체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이로 인해 모범사례 전략을 실행하려는 도시의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 고속도로 정책이 

도시에 적용될 때 밀집된 도시환경에서 권장되는 방식보다 

이동차선이 더 넓어지고 차량 속도가 더 빨라져 해당 지역에서 

더 안전한 도로 설계가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국가 

개발전략은 지역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 

구역에 고속도로 또는 공항을 건설하면 대기질, 보행 및 

자전거 거리의 접근성, 시민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시 당국이 중앙정부와 좋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문제를 표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상위 정부에서 만들어진 정책에 

대해 지방정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도록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한 차이를 협상하는 일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절차일 수 있지만 정책 영향에 대한 근거와 

차이가 어떻게 건강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면 

설득력이 있다.     

기업과 산업이 건강 개선의 노력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의 재정적 이익이 공중보건의 목표와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담배산업은 흡연을 억제하고 소비를 

줄이려는 모든 정부 조치에 극단적으로 맞서고 있다(74).

식품, 자동차 제조와 같은 산업은 특정 노력에 기여해 왔다. 

쿠웨이트의 쿠웨이트시에서는 2013년과 2018년에 각각  

빵과 간식의 염분 함량을 낮추기 위해 식품 제조 및 가공 

업계와 대화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성분을 재구성하기를 

지원했다. 차량 안전성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업계에서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들 산업이 건강증진 

이니셔티브에 맞서 싸우거나 건강증진 이니셔티브를 약화 

시켰으며,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만 인명구조 조치를 시행 

하고 그 외에는 생략해 왔다(75). 산업의 이해가 공중보건의 

이해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산업의 규모와 권력이 지역 

프로그램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감안할 때 어떤 

형태의 대화도 항상 최대한 주의하며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도시는 산업의 간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산업이 규모가 크고 종종 매우 강력한 초국가적 기업인 

경우가 있어 불리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도시는 민간기업의 

공공 토지 또는 자산의 사용을 규제할 권한이 있으며 건강을 

위협하는 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경험을 공유하거나 협업 전략을 개발하여 이루어지는 

도시 네트워크의 지원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와 시민사회 

이해관계자의 지원은 매우 중요하고 지방당국의 정책에 

합법성을 부여할 수 있다.

담배와 같은 산업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강한 반대는 

지도자의 정치적 정체성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필리핀 

발랑가에서 담배산업은 주민을 보호하려는 시의 노력에 

강력히 반대했다. 시장인 호세 엔리케 S. 가르시아 3세는 금연  

이니셔티브에 대한 그의 리더십으로 인해 2010년과 

2013년의 시 선거에서 업계 대표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나 시장은 이를 담배규제를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할 이유로 오히려 정당화하여 담배와의 싸움을 주요선거 

캠페인 사안으로 삼았다. 그와 시의회 지지자들은 두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여 담배 사용 감소 이니셔티브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확고히 했다.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산업의 부정적인 

영향의 흐름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인도 서벵골 하우라가 

2017년에 공식적인 금연도시 지위를 받은 후, 지방당국은 

업계 최전선에 있던 집단이 도시의 노력을 약화시켜 금연 

정책을 다시 되돌려 놓으려는 것을 인지하였다. 담배규제 

정책을 보호하기 위해 하우라의 지역행정부는 국가가 담배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돕는 글로벌 조약인 WHO 담배규제 

기본협약의 5.3조를 도입했다(76) . 5.3조는 담배산업의 

직접적 간섭을 방지한다.(담배규제와 관련된 공중보건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는 국내법에 따라 담배산업의 상업 및 

기타 기득권으로부터 이러한 정책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하우라는 도시 차원의 작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입법도구를 사용하여 담배 사용 감소 캠페인 또는 전략을 

방해하려는 모든 산업적 시도를 차단할 수 있었다.

산업계의 방해 자율성

베트남 하노이에서 헬멧을 파는 노점

Photo credit: WHO/WPRO/Chau D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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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가 바뀌면서 현직 지도자가 기존 정책의 우선순위를  

낮추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정책의 성과가 충분히  

나타나기 전에 개입 내용이 변경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낯설지  

않은 문제이다. 이에 맞서는 한 가지 방법은, 특히 부서의  

리더십이 선거 결과에 따라 영향받지 않는 경우, 개입을 부서 및 

정치적 우선순위로 확고히 하는 것이다. 시민사회 부문의 

지원도 프로그램의 지위를 보호하는 데 유용하다. 

건강 성과와 도시의 정체성을 결부하면 정치적 우선순위에서 

변화를 견디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브라질 포르탈레자는 

자전거 타기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달성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다른 도시가 추구할 수 있는 도시 이동성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 접근방식으로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여러 부서와 이해관계자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실행을 보장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단일 기관이 항상 있어야 

한다.

단일 정치적 문제 또는 개인과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은 다른 주제 또는 우선순위와의 

관련성을 강조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 소개된 많은 개입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통감소는 신체 

활동과 대기오염 모두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 또는 

프로그램이 건강 외의 문제와의 연관성을 강조하여 시민의 

웰빙의 더 폭넓은 혜택을 보여줄 수도 있다.

영국 런던에서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 건강, 웰빙 및 

교육의 성과를 인정하는 ‘어린이 건강프로그램(HEYL)’의 

전략이 시장의 2018 건강 불평등 전략에 맞춰 조정 

되었다(79). 프로그램이 광범위한 아동 복지를 위한 동력으로 

자리함으로써, 정치적 지지를 얻고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외부 사건 또한 문제에 대한 정치적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은 2018년 

물 부족 위기를 이용하여 깨끗한 식수의 중요성에 대해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 가뭄 동안 홍보 캠페인을 통해 

도시와 개인에게 물의 가치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등장했으며, 

이를 사용하여 가당음료 대신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를 

반복적으로 설명했다.

포르탈레자는 2018년 6월 29일에 뉴욕에 기반을 둔 

교통 및 개발 정책 연구소(Institute for Transportation 

and Development Policy)로부터 지속 가능한 교통상 

(Sustainable Transport Award)을 수상하여 활동적 도시 

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했다. 필리핀 발랑가는 금연을 

정체성의 일부로 삼고 그 건강한 생활방식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정치적 우선순위 유지

가당음료가 지닌 건강 위험에 대해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케이프타운 

캠페인의 이미지.

Photo credit: City of Cape Town/Vital Strategies.
인도 벵갈루루에서 자전거의 날에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놀고 있다. 종종 자전거의 날에는 특정 거리의 차량 통행을 일시적으로 막아 지역사회가 야외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확보한다.

Photo credit: Health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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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강점 중 하나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시험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의미 있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려면 초기 추진력을 유지해야 

한다.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도시 리더십의 

명확한 비전, 정부가 바뀌더라도 지속되는 정책, 유지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용 예산, 모범사례를 제도화하여 뒷받침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역량 구축 및 지역사회 지원, 모니터링 및 

평가가 필요하다.

도시는 사업의 규모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할 수 있다. 그 예는 2007년 베냉의 코토누를 들 수 

있는데, 당시 보건부는 코토누에서 WHO STEPwise 조사를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NCD 위험요인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건강전략수립에의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시범 적용의 결과 

위험요인 유병률 자료가 주는 가치를 확인하였고, 2008년에 

전국 차원에서 설문조사가 수행되어 NCD에 대한 국가 

목표의 기준을 제공하게 되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도시가 주도하여 성공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다. 국가 차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은 도시의 성과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는 가당음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시 보건  

당국이 국립 건강증진 센터 및 보건부의 예방의학부와 협력 

하였다. 이를 통해  가당음료의 유해성에 관한 첫 공공 

캠페인이 국가 차원에서 인정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가 서로의 정책 추진 사례로부터 배우고 

혜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인도 벵갈루루에서 

추진한 자전거의 날은 카르나타카주의 다른 도시로 확산 

되었다. 코친과 아마다바드는 벵갈루루와 제휴하여 그 

개념을 확산할 수 있도록 조언을 받았다. 쿠웨이트에서 가장 

큰 도시인 쿠웨이트 시는 인기 있는 간식의 염분 함량을 

낮추는 데에 성공했고, 이를 통해 쿠웨이트 국내 다른 모든 

도시에게 혜택을 주었다. 또한 치즈의 염분 함량을 낮추기 

위한 유사한 사업이 지역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마지막으로, 

22개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대학이 필리핀 발랑가를 

방문하여 효과적인 담배규제를 시행하는 방법을 배웠다. 도시 

간의 학습은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확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공공재정에 대한 요구가 이미 과도한 오늘날의 상황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지방정부의 회계와 재정 자율성 정도는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와의 관계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어떤 정책은 큰 추가 예산 없이도 건강 결과를 개선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로 분리선의 칠 위치를 

변경하여 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정책 시행을 통해 

실제 세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담배 제품에 대한 

더 높은 지역 부과금이나 불법 과속 또는 음주 운전에 대한 

벌금 징수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도시에 대한 개입의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인도네시아 보고르는 담배 광고를 금지하기 

전과 후의 도시 총수입을 비교함으로써 담배 광고 금지가 

세수를 감소시킨다는 주장이 틀렸음을 입증했다. 2009-

2017년 데이터를 살펴보면 2013년 담배 광고에 대한 

전면 금지가 전체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수입은 2,150만 달러에서 3,319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다른 경우에는, 건강 부문 외부의 정책과 조정하여 경제적 

정당성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에 신설되는 

대규모의 고속도로는 도시 내 일부 지역의 교통량과 대기 

오염을 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상의 혜택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지역의 길을 막아 서비스 접근성을 

단절시키고 교통을 혼잡하게 하며 대기질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고속도로 신설로 발생하는 전반적인 건강영향과 비용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영향을 정량화하고 평가해야 

한다.

재정 조달 지속 가능성

콜롬비아 보고타의 시몬 볼리바르역 주변의 혼잡한 도로

Photo credit: World Bank/Dominic Chavez.

3.4 3.5



/ 제 IV 부 8180

 

결론

도시는 공중보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도시는 공중보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도시 환경은 일상적으로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NCD 및 도로 교통사고의  

여러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공중 

보건과 관련한 국가 및 국제 의제를 홍보하는 핵심 협력자이다.

도시 지도자들은 더 안전한 도로, 더 깨끗한 공기, 금연 공간, 더 건강한 

음식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도시를 만드는 데에 상당한 입법, 행정, 정치  

권한을 지닌다. 하지만 도시 지도자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효과적 

이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달성하려면 정부부처, 지역 파트너, 지역사회, 

국가 및 글로벌 협력자 지원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지방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에 촉매 역할을 하도록 발간되었다. 

도시가 할 수 있는 일과 대응이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여 도시 지도자가 

행동을 추진해야 할 정당성을 제공한다. 기술지침을 요약하고 방향을 제시 

함으로써 도시의 실무 부서가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한다. 또한 다른 도시의 사례를 공유하여 모범사례, 잠재적 

협력자 및 공통 과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알리는 것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효과적 

인지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하며, 향후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에 도움이 된다. 

도시들은 정책 추진으로 얻은 경험과 결과를 네트워크를 통하거나 국내 

다른 도시 또는 WHO와 직접적으로 교류하면서 계속 공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도시는 현대 공중보건의 전략을 가장 먼저 시행한 곳이며, 지방정부의 

정책은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한다. 

21세기의 세계화 시대에는 지방정부의 정책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 

하다.

에콰도르 키토의 한 학교에서 건강도시 파트너십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에서 건강한 간식을 즐기는 아이들

Photo credit: City of Quito/Vital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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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과 자료 
부록 1:

WHO는 도시가 NCD와 도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많은 

지침과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확보된 WHO 기술지침 및 기타 자원의 대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NCD를 줄이고 도로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지침들은 도시 차원에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도시 수준의 사업을 설계하는 데에 유용할 것이다. 이들 지침은 여러 국가와 

지역의 환경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각 주제에 대한 지침과 관련 보고서는 WHO 웹사이트의 보고서 페이지에서 별도의 

간행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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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나왈 M. 알 하마드, 샤하드 B. 알 무늬르, 아니사 E. 

압둘라예 하체메, 다모다르 바차니, 나타샤 베르코위츠, 만주샤 

채털리, 그랜트 에니스, 와아리사 파리드, 만주 조지, 피오나 

글렌디닝, 캐서린 이반시츠 빅터 마세도 라세르다, 엔지 민 헹, 

디스맨드 S. 후이나토, 에이브러햄 티아가 음와우라, 다니엘 

오설리반, 다니엘 페니스턴 아만다 포메로이-스티븐스, 리즈 

프로서루이스 알베르토 사보이아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감사의 말은 특정 사례연구의 끝에 추가로 찾을 수 있다.

초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견을 준 보고서 전문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그레이엄 알라바스터(유엔 해비타트), 크리스티 다니얼 

(HealthBridge), 스카이 던컨(NACTO), 코리나 호크스 

(런던시립대), 일로나 킥부시(제네바 대학원), 오드리 드 나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시아오펭 지앙(WHO 중국 국가 

사무소), 소니아 엔젤(NYC 보건정신위생학과), 다니얼 오켈로 

(캄팔라 수도청).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의 LSE 도시의 

레베카 크레이그와 누노 페레이라 다크루즈, 킹스펀드 

(King’s Fund)의 크리스 네일러와 데이비드 벅, 그리고 국제 

여성연맹의 유엔 대표 윤순영에게 초기 통찰력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보고서 준비와 작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과 함께 문서를 

검토해 준 블룸버그자선재단의 캘리 헤닝, 캘리 라슨, 헤일리 

미드, 진 웨인버그에게 매우 감사를 드린다.

드류 블레이크먼은 이 보고서의 주요 작성자이다. 레이아웃과 

인포그래픽 제공에서 창의성과 효율성을 보여준 교열 및 

교정 담당자인 엔젤라 버튼과 디자인 대행사 블로서밍잇 

(Blossoming.it)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한다.

보고서 제작은 수잔나 로빈슨이 담당하였다. 행정 지원은 자라 

알리 피아자, 아말 아무네날, 가레스 번스가 맡았다.

이 세계보건기구 문서는 블룸버그자선재단의 보조금 지원으로 

제작하였다. 이 문서의 내용은 세계보건기구가 전적으로 

책임지며 블룸버그자선재단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감사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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