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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건강증진의 환경 제도적 접근

사례연구: 서울시 버스,

버스정류소 주류광고 금지 사례

홍지혜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 전공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본 연구는 건강증진을 위해 환경·제도적 접근을 사용한 2012년

‘서울시 음주폐해 예방 종합대책’의 일환인 ‘버스외부, 중앙차로 정류

소 주류광고 금지’ 사례연구이다. 이 사례에 대하여 6개 부문 관련

담당자 1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를 시행하고 관련문서조사를

활용한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사례과정,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자료를 통해 사례과정을 기술한 결과 사례발단 당시 음주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언론보도, 버스외부광고의 인기, 사업담당부서의 최

고담당자 및 중간관리자의 변경, 비보건 부서의 건강가치 추구 등의

맥락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에 의해 사

업안이 제안되었고 사업계획은 시장방침으로 결정되어 관련부서와

의 협조를 통해 진행되었다. 주류광고 제거를 위해 관련 실행부서에

서 내부대책을 마련해 서울시 버스사업운송조합과 광고업계를 설득

하고 광고계약서의 금지광고 항목으로 선정, 광고심의 강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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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광고 금지가 실행되었으며 이후 경기도버스 주류광고 금지로

파급되었다. 사례과정 상 협조(Cooperation)수준의 부문간 협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징적이었고. 협력대상이 기존의 보건영역 내에

한정되지 않고 교통, 광고, 마케팅 분야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부문간 협력을 통해 수행된 사례가 가능할 수 있었던 영향

요인으로는 협력대상자 사이의 사업필요성에 대한 동의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이라는 공공의 가치 공유, 행정력의 발휘, 부족한 지

원체계를 돌파한 개인역량이 파악되었다. 연구결과 건강증진의 전략

으로 옹호, 투자, 역량강화, 규제와 제도화, 파트너와 연대구축의 중

요성을 확인하였으며 건강증진에서 방콕 헌장의 행동전략의 재확인

이 요구된다.

.....................................................................................................

주요어: 건강증진, 협력, 환경·제도적 접근, 주류광고

학번: 2013-2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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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지난 7년간 우리나라 월

간 음주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연간 음주운

전 경험률은 2014년 13.9%으로 전년도에 비해 3% 포인트 증가하였

다(보건복지부, 2015).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아시아

국가 중 1위이고(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14) 고위험

음주율은 남자 22.5%, 여자 7.2%로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져(보건복

지부, 2013) 음주폐해의 문제는 건강불평등을 야기하게 된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에게 주류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청소년이 편의

점이나 가게 등에서 술을 사려고 시도하여 실제 구매할 수 있었던

비율은 남학생 77.0%, 여학생 77.5%로 주류 구매 용이성이 높다(질

병관리본부, 2014). 우리나라는 주류 구매 접근성은 높고, 관대한 음

주문화를 가지고 있어 음주문제는 질환, 사고, 범죄, 생산성 손실 등

개인의 신체, 정신,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를 일으키고(정영호 외,

2012) 전체사망자의 6.1%의 사망원인이 된다(제갈정 외, 2014). 또한

음주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20조 내외로 추정되고

있어(정영호, 2009) 음주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접근이 필요하

다.

우리나라의 알코올 규제정책은 가용성제한, 주세정책, 음주사고

억제, 주류광고 제한, 교육 및 설득, 조기교육 및 치료 정책의 크게

6가지로 이뤄지고 있다. 음주 운전 규제정책은 비교적 상세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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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수준이 높으나 주류소비를 조절하는 제도가 취약하다(보건복지부,

2011). 한편 물리적 가용성 제한 정책은 연령제한 이외의 판매나 구

매 제한 정책은 없으며 주세 이외 가격통제 정책은 없다. 광고 규제

는 시간, 내용 측면에서 일부 시행 중이나 규제하는 광고 내용이 모

호하고 다양한 광고 매체 중 주류광고 제한은 TV 일부 채널, 라디

오, 영화관, 지하철 역사 내 광고 등에 그쳐 규제 광고 매체의 포괄

성 수준이 낮다. 또한 교육, 캠페인 등 개인적 수준에 대부분의 투

자가 집중되어 있어(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4) 알코올 없는 환경조

성을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하지만 다양한 수준의 절주사업이 요구

됨에도 불구하고 2011년 전국 224개 보건소의 건강증진업무 담당인

력을 대상으로 지난 십여 년간 시군구 수준의 지역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실천수준을 측정한 연구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흡연예방 및 금

연, 절주, 운동 및 영양사업)중 절주사업의 실천수준이 가장 낮았다

는 결과가 있어(Lee 외, 2011) 절주사업 시행이 요구만큼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HO(2010)는 ‘해로운 음주 감소를 위한 세계전략’에서 음주예방

및 감소를 위해 모든 수준에서의 활동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가 음주예방 및 감소를 위한 활동에 헌신하기를 제고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력이 더 잘 이루어지고 연대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자원 동원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여러

부문에 걸친 통합적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보건부문에 한정

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와 시민사회와 관련 업계가 적절하게 참

여할 것을 당면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2012년 대대적인 ‘주폭’단속과 함께

알코올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서울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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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음주폐해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서울시 시내버스, 중앙차로 버

스정류소의 주류광고 금지, 대형마트 주류 판매 모니터링 및 주류접

근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음주행위와 청소년 주류 판매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 등 8가지의 사업이 시행되었다. 그 중 음

주폐해 예방대책의 가장 첫 번째 활동으로 이뤄진 버스, 버스정류소

주류광고 금지는 당시 예산 사용 없이 다부문의 관련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어 진행되었다. 서울시의 주류광고 금지 사업은 경기도 버스

의 주류광고 금지로 파급되었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절주사업이 지금까지의 교육 및 캠페인 등 개인접근의 방법

에서 벗어나 광고 마케팅 규제를 통해 주류광고 노출을 예방하고

청소년 및 지역사회의 음주에 대한 민감성을 감소시켜 음주조장 환

경을 개선하였다고 볼 수 있다.

건강증진의 접근방법 중 제도적, 환경적 접근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조직적, 정책적 환경 요인, 즉 개인의 행동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적 요인(조병희, 2005)에 대한 접근이다. 특별히 절주사업

은 개인의 행동변화와 더불어 절주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절주문화

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천성수, 2004). 따라서 2012년의

광역시 차원에서 비보건의 분야와 함께 시행된 환경·제도적 접근을

통한 건강증진의 서울시 사례를 연구하여 건강증진분야에서의 발전

적인 전략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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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서울시 버스, 버스정류소 주

류광고 금지 사례의 과정을 기술하고 당시 맥락, 의사결정 행위자,

촉진·제한 요인, 장애극복과정, 비용과 편익 등 사례의 관련 영향요

인을 탐색하여 효과적인 건강증진 전략의 의의를 파악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서울시 버스, 버스정류소 주류광고 금지 사업의 관련 담당자 심

층면담을 통해 사례의 서사 전 과정을 기술한다.

2) 해당 사례의 형성, 진행, 지속 과정에 관련된 영향요인을 탐색한

다.

3) 위의 과정을 통해 건강증진 전략으로서 의미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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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문헌고찰

1. 건강증진의 환경 제도적 접근 전략

건강은 다양한 범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에 따라 건강증진은

개인의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것에 그치

지 않고 사회구성원들이 건강을 우선순위의 가치로서 공유하고, 개

인 및 공동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적 제도

적 여건을 마련해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적이고 환경적인 대응을

의미한다(유승현, 2009). 건강증진의 개념과 원칙을 처음으로 제시한

오타와 헌장에서는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 지지적 환경 조성, 지역

사회 활동 강화, 개인 능력 개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지향의 보건

서비스를 활동명령으로 상정하여 개인의 역량강화와 사회환경적 개

선을 강조하였다(WHO, 1986). 오타와 헌장의 건강증진 개념을 바탕

으로 건강을 도시의 주요문제로 삼고 도시의 신체적, 물리적, 사회

적, 환경을 개선시키는 건강도시(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1997)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방콕 헌장은 오타와 헌장 20년 이후

국가 내, 또는 국가 간 건강불평등, 국제적 환경변화에 기인하여 제

정되었다. 방콕 헌장에서는 건강증진을 세계개발 의제의 중심에 두

고, 정부 전 영역의 핵심적인 책임, 지역사회와 시민활동의 핵심, 바

람직한 기업경영의 필수조건으로 삼을 것을 서약하면서 지속적으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소에 대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옹호, 투자, 역량강화, 규제와 법제화, 파트너십과 연대구축을 행동전

략으로 요구하였다(WHO,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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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와 헌장 이후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인 요인에

대한 접근, 즉 건강증진의 환경․제도적 접근 전략이 지속적으로 강

조되고, 지난 3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이 쉽지 않은 것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관심 유도 기전의 부족(조병희, 2005), 제도변화

실행근거의 부족(Potvin, 2011) 등 건강증진사업의 기획과 시작 단계

에서의 제한 요인을 제시하였다.

건강증진의 활동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의 잦은 변경과 제도변화

실행까지의 오랜 시간(Ross. 2011)이 환경․제도적 접근 수행의 어

려움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활동(Hawkins, 2012), 시

장의 힘, 기업의 로비(Hawkins, 2014), 기업의 정책 형성과정의 개

입(Holmila, 2007) 등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익 상충(WHO, 2010;

Ross. 2011)과 관련된 요인이 작용한다. 경제적 이해관계자뿐만 아

니라 제도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반대(김광기, 2015), 사회적 저항(조

병희, 2005), 건강이슈에 대한 가치 차이, 합의의 부족(Babor 외,

2010)이 건강증진의 환경․제도적 접근을 어렵게 하는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건강증진의 환경 제도적 접근의 궁극적 목표인 제

도변화, 정책형성 단계에서는 정책입안자들의 생의학적 관점의 인식

(김광기, 2015), 정책입안자의 입법전략의 부족(조형오 외, 2009)이

장애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이상의 요인들이 건강증진의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도출된 것에

반해 정책과 체계수준의 건강증진 연구들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참

여자들의 일정의 차이, 예산의 출처와 주기, 정책수립과정의 이해부

족,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 측정의 어려움을 주요 한계 요인으로 제

시하였다(Minker 외, 2008). 건강 불평등 감소를 위한 환경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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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을 위해서도 부문간 협력과 기관 간 파트너십, 계획과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 정치적인 헌신, 예산과 인력, 다양한 전

략의 사용, 사회 환경적 맥락에 대한 인식, 공통된 비전(Jackson 외,

2006)이 강조되었다. 또한 지역사회의 파트너십과 참여가 기본적으

로 강조되고 리더십, 지역사회의 문화 반영, 미디어 옹호전략의 사

용, 시간의 고려, 정책형성가에게 해결책 제시(Minkler, 2008), 다양

한 의사소통 구조(Bibeau, 2009)가 필요조건으로 언급되었다. 한편

비슷한 건강증진 접근전략을 추구하는 건강도시의 원칙(강은정,

2010),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건강증진사업 방법(신영전 외, 2011)

과 Health in All Policies의 전략(Rudolph, 2013)에서도 부문간 협

력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건강생활 실천 4개 분야별로 분석하여 정리한 조병희

(2005)의 연구에서 부문 간 협력, 건강증진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참여, 지역사회 조직화를 위한 네트워크, 사회마케팅 기법의 도입,

자원봉사자 활용, 법령체계 수립 및 인력, 재정 지원을 포함한 법률

적 지원을 건강증진의 제도적 제안점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법규범

화로 인한 사회적 저항을 예방하기 위해 문화운동을 통한 건강증진

의 전개를 제시하였는데 이 연구는 건강증진의 각 분야를 아울러

사회제도적 전략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유일한 국내의 연구이다.

문헌고찰 결과 신체활동, 담배, 알코올, 영양의 각 분야마다 상황

에 맞는 제도 및 정책 변화를 위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건강

증진의 환경․제도적 접근으로서 공통적인 접근원칙이나 과정상의

특징에 대한 국내의 학문적 논의는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래에 건강증진의 환경․제도적 접근이 가능했던 사례가

있었고 따라서 이 사례가 한국적 맥락에서 가능했던 요인은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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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과정상의 특징과 영향요인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2. 주류광고 규제

지금까지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었던 알코올 정책들 중에서

효과성이 과학적으로 인정된 것은 주류이용의 물리적 가용성 제한,

세금이나 가격에 의한 접근도 제한, 음주상황 변경, 교육 홍보, 광고

제한, 음주운전단속 및 조기진단과 치료 등이 있다(Babor 외, 2010;

김광기, 2015 재인용). 제시된 여러 정책 중 비용효과적인 정책 선정

을 위해 Chisholm 외(2004)가 비용-효과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결과

에 따르면 고위험 음주률이 높고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은 국가인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책대안은 50% 주세인상, 주류광고 금지 및 주

류의 물리적 이용가능성 및 음주운전 단속이라고 김광기(2015)의 연

구에서 소개하였다.

주류광고 금지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주류광고가 알코올 사용과

관련된 지식이나 인식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들이

이미 상당수 이루어져 있다. 또한 주류광고가 청소년의 음주태도와

음주행위에 긍정적 의도를 갖게 한다는 결과가 있다(Anderson 외,

2009; Fleming 외, 2004; Grube 외, 1994). 하지만 국내 연구에서는

주류광고가 청소년의 주류광고에 대한 호감도와 상관관계가 있으나

음주태도와 음주의도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결과(이재경 외,

2012)가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음주행위 감소에 대한 주류광고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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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나 외국의 많은 연구에서는 이를 지

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주류광고 금지는 TV와 라

디오 광고 시간 및 내용의 제한, 영화관, 지하철 차량 및 역사의 동

영상 광고 및 스크린 도어 광고금지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

만 매체의 다양성 증가로 주류광고 금지 매체의 포괄성이 떨어진다.

기존 옥외광고가 주거지 이외의 어디든 접촉할 수 있는

OOH(out-of home)광고로 의미가 전환되면서 광고 매체의 종류와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고한준, 2014). 국내 OOH 광고 산업

은 TV, 온라인에 이어 세 번째 규모이며(이태준 외, 2014) 그 중에

서도 버스외부광고는 전체 OOH산업 중 가장 인기 있는 매체로.

TV, 인터넷, 휴대폰 다음으로 높은 접촉률을 보이고 다른 교통광고

매체보다 효과성이 높았다(고한준 외, 2014). 버스외부 광고는 매체

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눈높이에서 노출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특히

제품군 별 광고 매체접촉률에 대한 연구에서 버스외부광고의 경우

주류광고에서 TV 다음으로 높은 접촉률을 나타내어 버스외부 주류

광고가 소비자 인지 형성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하였다(고한

준 외, 2008).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로 미루어볼 때 서울시 버스,

버스정류장 주류광고 금지 사례는 기대효과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는 이 사례가 가능 할 수 있었던 일

의 진행 과정, 영향요인 파악을 사례연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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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증진의 파트너십과 협력

건강결정요인은 매우 복잡하여 자원과 역량이 제한된 단일 보건

기관 혹은 부서의 역할만으로는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앞서 건강증진의 환경․제도적 접근 전략의 선행연구에서도

파트너십과 부문 간 협력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유럽의 건강

도시 개발 지침에서도 부문 간 협력활동을 제시하는 등(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1997) 건강증진에서 협력의 중요성은

더 이상 논의의 문제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협력(collaboration)의 정

의는 2개 이상의 조직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유익하

고 잘 규명된 관계(Mattesich, 2005)를 말하며 이는 부처 간, 부문

간, 공공-민간 등 다양한 형태로 실제할 수 있다. 특히 부문 간 협

력(intersectoral collaboration)이란 한 개 이상의 특화된 기구가 공

동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관여하는 집단적인 행동을 말하며 이는 단

순한 다부문의 활동을 의미하지 않고 반드시 부분들 간의 노력을

조정하는 부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Adeleye 외, 2010).

협력에 대한 정의와 유형구분은 학자들마다 그 차이가 있는데 국

내의 협력에 대한 연구에서는 협력의 내용에 따라 직접 서비스제공,

물적·재정적 지원과 협력, 프로그램 참여 혹은 네트워킹, 지식자원의

제공으로 4가지 유형(김창엽, 1999)으로 분류하였다.

Butterfoss(2007)는 구성체 간의 연결의 강도와 형식에 따라

networking, cooperating, coordinating, collaborating으로 구분하였

고. Mattessich 외(2001)는 Cooperation, Coordination, Collaboration

으로 구분하였다1). Konrad(1996)는 조직 간의 협력의 수준과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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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informations sharing and

communication), 협조와 조정(cooperation and coordination), 협력

(collaboration), 합병(consolidation), 통합(integration)의 다섯 단계로

정리하였다. 국내 건강증진사업의 협력수준에 대한 연구에서는 서울

시 보건소의 협력유형을 10개로 범주화하였는데, 이중 보건소가 특

정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상자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하는 ‘서비스 직접제공’이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했다(장명화 외, 2009).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해 Patel 외(2012)의 연구에서

는 맥락(context), 자원(support), 과업(task), 상호작용의 과정, 팀,

개인, 포괄적 요인 등 일곱 가지를 제시하였고, 강은정(2013)의 연구

에서는 Patel(2012)가 제시한 요인 이외 공통적인 조직의 비전과 목

표, 유인책과 동기부여, 상호신뢰, 협력을 해 본 경험 등을 제시하였

다. Yoo(2010)의 연구에서는 외국의 협력진단 관련 문헌 고찰을 통

해 리더십과 책무성, 협력의 수행·운영·평가, 명시된 공동의 비전과

목적, 운영구조와 체계의 공식화, 충분한 자원, 구성원 특성과 참여,

협력을 위한 환경과 분위기, 정보흐름과 의사소통을 성공적인 협력

의 주요 요소로 정리하였다.

이렇듯 건강증진에서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건강증진에서의 협력 사례로 보고된 연구는 광명시 수변공원 조성

사례(Kang 외, 2011), 보건소의 협력유형 파악(장명화 외, 2009), 학

교보건에서의 부문 간 협력 현황(황준현 외, 2013)으로 그 수가 적

1) 협력을 정의하고 유형을 구분하는 연구들에서 외국연구의 유형구분을 번역하여

사용할 때 번역된 용어가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여 본 연구에서 문헌

고찰에서는 협력을 설명하는 연구의 원문을 그대로 살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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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협력의 의미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

고, 협력 사례 연구가 적은 상황에서 협력의 실행현황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건강증진사업이 공공의 주도로 주

로 이뤄지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협력이 진행되는 영역과 유형, 관

련요인을 실증적으로 반영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를 통해 우리나라 협력의 발전방향 논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질문

문헌고찰을 통해 건강증진의 환경 제도적 접근의 어려움과 접근

원칙 등 관련 영향요인을 파악하였고, 특히 파트너십과 협력이 공통

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관련요인

들이 제시된 바 있으나 국내의 상황을 반영한 접근 원칙에 대한 논

의가 부족하여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실제 적용이 가능한 근거가

매우 제한적임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건강증진의 환경 제도적 접근

이 우리나라에서 실제 실행된 것으로 절주분야의 ‘서울시 버스, 버

스정류소 주류광고 금지’가 있다. 이 사례를 통해 건강증진의 환경

제도적 접근이 어떻게 수행되었고, 가능할 수 있었던 전개 과정상의

영향요인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의 논의에 대한 검증과 국내 상황에서의 의의를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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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 건강증진의 환경 제도적 접근인 본 사례는 어떻게 전개되었으

며 과정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 건강증진의 환경 제도적 접근으로서 본 사례에 작용한 영향요

인은 무엇인가?

2. 연구설계

가. 연구설계

본 연구는 사례연구(case study)로 Yin(2014)이 제시한 사례연구

의 4가지 연구설계 중 건강증진의 환경 제도적 접근으로서 특수한

사례(critical case)인 서울시 버스, 버스정류소 주류광고 금지 1개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단일 사례(single case study) 연구이다.

이를 위해 심층면담조사와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나. 연구방법론으로서 사례연구

사례연구는 실제맥락(real-world context) 속에서 현상을 심층적으

로 조사하는 경험적인 연구이다(Yin, 2014). 사례연구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또는 기타 단위(단체, 공동체, 조직, 문화, 사건)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며 연구대상의 배경, 현재 상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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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인 특성 및 상호작용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를 있는 그대로의

자연상태에서 연구한다(Woods 외, 1998). 사례연구의 본질은 일련의

의사결정을 조명하는 데 있는데 왜 그러한 의사결정이 행해졌으며.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그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것을 밝히고자 하

는 것이다(Schramm, 1971). Creswell(2012)은 사례연구를 질적연구

의 방법론이며, 사례의 세부적인 기술(case description)과 사례에 기

반한 주제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방법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사례연구방법은 1)사회적 현상 가운데서 비교적 적은 경험

으로 인하여 학문적으로 정립이 안 되어 있는 분야에 대해 통찰력

을 자극하고, 2)조사 연구를 위한 가설을 찾기 위해서 소수의 한정

된 사례에 대한 집중적 연구에 사용되며, 3)또한 개인, 집단 및 지역

사회와 이들의 상황에 관해서 그 특징을 밝히고 설명해 주는 충분

한 정보를 얻고, 4)나아가 다른 유사한 사례들과의 공통성을 규명하

여 보편화를 시도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신경림, 2004). 사

례연구에서는 대체로 하나의 이슈를 예증하거나 깊은 이해를 제공

하고자 할 때 단일사례를 선택한다(Creswell, 2012). 또한 단일사례

연구는 연구하고자 하는 사례가 특수한 사례(critical case), 특이사

례(extreme case or unusual case), 일반적 사례(common case), 계

시적 사례(revelatory case), 종단적 사례(longitudinal case)일 때

사용된다(Yin, 2014).

사례연구는 사례의 심층적 기술을 위해 다양한 정보원을 사용하

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료의 출처는 문서, 보존기록, 면담, 직접

관찰, 참여자 관찰, 물리적 인공물(physical artifacts)이다(Yin,

2014). 사례연구의 자료 분석 유형은 사례 전체에 대한 총체적 분석

(holistic analysis) 또는 사례의 구체적인 측면에 삽입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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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ded analysis)으로 구분하며, 분석하고자 하는 사례의 수에

따라 단일사례, 다수사례로 나눌 수 있다(Yin, 2014).

본 연구에는 국내 환경․제도적 접근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접근이 시행된 ‘서울시 버스, 버스정류장 주류광고 금지’의

과정상의 특징과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례의 상세한 기술과, 사례를 기반한 주제를 보

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례연구가 적합하다. 비교적 학문적 정립이 미

미한 상황에서 사례연구를 통해 학문적 통찰력과 지역사회 상황에

대한 특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

강증진의 환경 제도적 접근의 특수한 사례(Critical case)인 본 사례

를 대상으로 하는 단일사례연구이며 설명적 분석(explanatory

analysis)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참여자 선정

가. 표집방법

연구참여자 선정은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을 사용하

였다. 2012년 시행된 서울시 버스, 버스정류장 주류광고 금지 사례

계획의 발의에서 시행까지 관련된 각 부문의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

로 하였다. 관련부문은 서울시청 건강증진과, 버스정책과, 교통운영

과, 서울시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광고매체

사, 광고대행사, 주류회사이며 각 부문마다 약 1∼2명의 담당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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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관련부문 성별

2012년 당시 현재 상황

재직

상태

버스 

주류광고 

업무 

담당여부

재직

상태

버스 

주류광고 

업무 

담당여부

A
서울시 

건강정책국
남 재직 ○ 재직 ○

대상으로 했다. 초기 대상자 선정은 각 부분의 초점대상자(focal

point)로부터 시작하며 이후 연구참여자는 눈덩이표집(snowballing

method)을 통해 연구참여자를 추천받아 확대해나갔다. 새로운 내용

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포화시점(saturation)까지 심층면담조사 대

상자를 선정하였다(Seidman, 2012). 참여자 모집은 연구참여에 자발

적 의사를 밝힌 자로 선정하고 휴직, 퇴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면접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나. 표집과정

사례 관련자 중 현재 파악이 가능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여 심

층면담에 참여한 인원은 6개 부문에서 총 11명이었다<표1>. 구체적

으로는 서울시청 건강정책국 3명, 버스정책과 2명, 서울시 건강증진

사업지원단 2명, 서울시 버스운수사업조합 1명, 광고매체사 1명, 광

고대행사 2명이었다.

<표1> 심층면담 참여 부문 및 연구참여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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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서울시 

건강정책국
여 재직 ○ 재직

×

(부서이동)

C
서울시 

건강정책국
여 재직 ○ 퇴직 ×

D
서울시 

버스정책과
남 × × 재직 ○

E
서울시 

버스정책과
남 재직 ○ 재직

×

(부서이동)

F
서울시 건강

증진사업지원단
남 재직 ○ 재직 ○

G
서울시 건강

증진사업지원단
여 재직 ○ 재직 ○

H
서울시 버스

운수사업조합
남 재직 ○ 재직 ○

I 광고매체사 남 재직 ○ 재직 ○

J 광고대행사 남 재직 ○ 재직
×

(부서이동)

K 광고대행사 남 재직 × 재직 ○

합 계  11 명

참여자 표집을 위해서 눈덩이 표집(snowballing method)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참여자에게 다음 심층면담자를 추천받아 확대해 나갔

다. 연구참여자의 추천에 의해 눈덩이 표집이 되지 않을 경우 관련

보도자료, 기관 내부자료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연구참여자 추적을

진행하였다. 면담 참여자 사전 연락 현황 기록을 작성하여 연락일시

와 연락방법, 연락자, 주요내용을 기록하여 참여자 표집 과정을 정

리하였다.

서울시 공무원 중 현재까지 당시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는 3

개 부서에서 약 10명 중 1명이었고 대부분은 부서이동을 했거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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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였다. 따라서 본 사례가 전개된 후로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현재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여 당시 담당자/관련자의 추적과

해당사례의 정보수집을 시도하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루어

졌다. 심층면담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현장일지를 기록하였고 기

억편견(recall bias)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층면담조사와 함께 관련문

서를 수집하였다.

가. 심층면담조사

1) 심층면담 질문

심층면담은 반구조화된 개방형질문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 질문은 연구질문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례연구로서 사례의

상세설명을 하고, 사례 진행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참여계기 및 진행과정, 영향요인, 형

성과정의 의미로 나누어 면담 질문의 주제를 정하고 각 질문 주제

마다 하위질문들을 설정하였다<표2>.

실제 면접조사 시에는 준비한 질문들을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구

어체방식으로 변화를 주었고 연구 참여자의 응답내용에 따라 질문

의 순서를 조정하고, 질문하지 않은 문항에 대해 미리 응답한 경우

질문을 생략하거나 추가 질문으로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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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하위질문

참여계기

및

진행과정

Ÿ 귀하께서 ‘2012년 서울시 버스, 버스 정류소 주류광고 금

지’가 이루어지는데 참여하게 된 계기와 진행과정을 설

명해주십시오

Ÿ 이 일의 과정 중에서 귀하(와 소속기관/부서)의 주 역할

은 무엇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Ÿ 이 일을 하시는 동안 주요 협력대상은 어디였고, 그 이

유는 무엇입니까?

Ÿ 당시 이 일에 대한 소속부서/기관의 분위기는 어떠했습

니까? 이것이 일의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Ÿ 이 일을 하시는 동안 의사결정은 주로 누가 하였습니까?

영향요인

Ÿ 이 일에 진행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Ÿ 이 일이 잘 되도록 하는 요인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

떤 요인이 일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Ÿ 일을 하시는 동안 방해요인, 장애요인은 어떤 것이 있었

습니까?

Ÿ 일의 과정에서 흐름이 끊어졌던 적, 돌발상황이나 부딪

힌 장벽 등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극복되었습니까?

형성과정

의 의미

Ÿ 귀하의 입장에서 ‘2012년 서울시 버스, 버스정류소 주류

광고 금지’와 그 형성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Ÿ 이로 인한 이득이 있었다면 설명해주십시오.

Ÿ 이로 인한 손실이나 불편이 있다면 설명해주십시오.

하게 진행하였다.

<표2> 심층면담 질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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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종합해볼 때, 이 일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습니까? 얻은 교훈이 있다면 어

떤 것입니까?

Ÿ 앞으로 이런 식으로 타 부서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려면

중요한 관건은 무엇이겠습니까?(무엇이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참여자

추가사항

Ÿ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보면 “∼∼(핵심내용 요

약하기)”라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

으신가요?

Ÿ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가장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

은 어떤 것입니까?

Ÿ ‘2012년 서울시 버스, 버스정류소 주류광고 금지’사례에

대해 오늘과 같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연구자가 어느 분

과 만나보는 것이 좋을지 추천해주시겠습니까?

2) 심층면담조사 진행

심층면담조사는 사전에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소

개하고 참여의사를 밝힌 자에게 진행하였다. 면담장소는 참여자의

사무실이나 편안한 곳으로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하

였고 최종적인 참여의사를 확인하여 연구참여자용 설명지 및 동의

서를 작성하였다. 면담 내용은 대상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고 대화

중 녹음 중단을 요청할 경우 녹음을 중단하고 필기로 기록하였다.

면담은 1명의 연구참여자와 30∼90분이 소요되었고 필요한 경우 추

가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면담 녹음내용은 반복청취를 통해 1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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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후 추가 청취를 통해 전사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나. 현장일지

면담내용 녹음으로 파악할 수 없는 비언어적 행동이나 면담분위

기를 기록하기 위하여 현장일지를 작성하였다. 현장일지는 면담의

주요내용, 이해하지 못한 부분, 참여자 특이사항, 다음 면접 시 주의

사항, 면담 후 알아봐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다. 관련 문서

‘정부 3.0’을 통해 접근가능한 행정문서와 기관 내부자료, 신문, 기

타 언론보도자료, 주류업계 및 광고업계의 정기 발행문, 브로슈어

등 해당 사례와 관련된 문서를 수집한 뒤 면담내용에 보충적으로

활용하여 맥락적인 이해를 얻었다. 면담 내용 중 연구참여자마다 사

례과정의 시기적 차이가 있는 경우 관련문서를 통해 확인하였다. 관

련문서 분석을 통해 면담내용에서 알 수 없는 이후 과정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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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가. 자료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설명적 분석(Explanatory analysis)을 목적으로 하

는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 방법을 사용한다. 주제분석은 자료

안의 패턴이나 주제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Braun과

Clarke(2006)의 주제분석 6단계를 따랐다.

1단계에서는 자료와 친숙해지는 단계로서 면담자료를 반복청취하

고 전사된 자료를 반복하여 읽었다. 2단계는 초기 코드를 생성하는

단계로서 자료의 의미 있는 진술을 파악하여 190개의 코드를 추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코드북을 작성하여 코드명과 코드의 정의, 코

드를 사용하는 경우(when to use), 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when not to use), 인용문 위치를 정리하였다. 코드북<표3>을 통

해 코드를 비교 검토하고 자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3단계는 주제찾기 단계로 코드를 비교하고 범주별로 묶어 잠정적

인 주제와 관련된 코드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사례과정에서 5개 주

제, 영향요인에서 5개 주제를 도출하였다. 4단계에서는 주제를 고찰

하는 단계로 도출한 결과가 전체적인 주제와 부합하는지를 파악하

였다. 이 단계에서 10개의 주제의 세부코드를 점검하여 그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은 삭제하고 코드의 빈도를 확인하여 중요도를 판단하

였다. 최종적으로 사례과정에서 5개 주제와 14개 카테고리, 영향요

인에서 3개 주제와 6개 카테고리로 정리하였다. 5단계에서는 각 주

제를 정련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생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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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label

Code

definition
When to use

When not

to use
Quotation 비고

리더의

관심

리더의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지

리더의 관심,

지지가 일의

추진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

리더의

의지를

드러내는

내용과 구별

F:538

-546,

C:492

-493,

...

가능

요인

으로

작용

리더의

전문성

리더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짐

리더의 전문적

지식이

드러난다는

내용

-

C:331

-337, A:

172-175,

...

-

예산의

문제

예산이 없어

문제가 됨

예산이 없어서

하기 어렵다,

예산 출처의

문제가 있다는

내용

과거

절주사업에

예산이

없었다는

내용과 구별

E: 389

-403, C:

489-491,

...

방해

요인

으로

작용

... ... ... ... ... ...

고 도출된 각 주제를 명명하였다. 6단계는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연

구결과를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예문

을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주제분석의 예시는 표 4와 같다.

<표 3. 코드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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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Category Sub-category Code

부족한 

지원체계를 

돌파한 

개인 역량

리더십의 전문성

과 관심
리더십

리더의 의지

리더의 관심

리더의 전문성

담당자 업무 역량 업무경험
오랜 업무경험

협력 경험

담당자 

업무 의지

사업에 대한 애착

사업필요성 인식

조직체계의 어려

움

공무원 

업무부담

법정업무 위주

업무과다

창의적인 업무 어려움

인력부족

업무체계

책무성 저하

업무 권한 제한

잦은 인사이동

성과공유의 제한

... ... ...

<표 4. 주제분석 예시>

나. 연구의 진실성 (Trustworthiness) 확보

질적연구방법의 진실성(Trustworthiness)을 확보하기 위하여

Lincoln과 Guba(1985)의 질적연구 평가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노력

하였다.

1) 신빙성(Cred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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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와의 면담조사 과정 중 참여자의 답변에 연구자가 이해한

것을 말하고 확인받음으로써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

후 전사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참여자에게 연락하

여 내용을 확인받았고, 모든 참여자의 면담조사가 종료되었을 때 연

구참여자 각 부문 1인에게 사례의 주요과정을 이메일 및 서면으로

참여자 확인(member checking)을 받았다.

2) 이전가능성(Transferability)

본 연구는 다른 맥락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상세한 기술(thick

description)을 통해 연구결과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하여 이전가능성

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3) 의존가능성(Dependability)

연구자료의 반복적인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진술내용을 발견하

고 주제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과정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은 전사메모로 남겨두고, 참여자 모집과정과 자료의 수집과

분석 등 연구의 과정을 저장하여 남겨둠으로 연구과정을 감사

(auditing)할 수 있도록 하여 의존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4) 확증가능성(Confirmability)

결과의 모든 편견으로부터 해방을 위해 질적연구의 전 과정에서

반성적인(reflective)생각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심층면

담자료 외 현장일지와 관련문서조사를 분석에 반영하여 연구자료를

보충하였다. 연구자의 주관성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면담내용을

반복하여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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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윤리

본 연구의 계획, 심층면담 프로토콜, 참여자 모집, 자료보호 방법

등 연구 전 과정에 대해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IRB No: 1409/002-017)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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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사례과정

심층면담조사와 문헌을 토대로 2012년 당시의 배경, 아이디어 제

안, 구체적인 방안 마련, 광고제거, 이후 과정을 재구성한 사례과정

은 다음과 같다.

<그림1. 사례의 주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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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례 발단 당시 배경

1) 음주폐해의 사회적 공감 및 버스외부광고의 인기

문헌조사 결과 2012년 5월 31일부터 2013년 1월까지 국내 주요 언

론사의 사회면에 ‘술에 너그러운 문화, 범죄 키우는 한국’이라는 50

여 차례에 걸친 기획시리즈가 보도되었다. 언론사에서는 술에 너그

러운 사회분위기로 인해 일어나는 각종 범죄 및 사회적 폐해를 보

도하고 이에 따라 기타 언론사에서도 음주폐해 관련 기사를 보도하

였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은 ‘주폭과의 전쟁’을 시작하여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자를 상당수 구속하였고 주폭을 가중처벌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이인열 외, 2012) 언론과 경찰청의 움직임으로

음주폐해의 문제는 ‘건강위해’라는 인식보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

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영

향으로 경포대 해수욕장을 포함한 해변 음주 문화개선과 일부 대학

및 기업에서 주폭척결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홍서표,

2012).

주류업체의 OOH(Out of home)광고는 지역중심매체, 커버리지 중

심매체, 타깃중심 매체로 구별할 수 있는데 주류업계에서는 커버리

지 중심매체 중 버스외부광고를 가장 선호(이정은, 2010)하였다. 버

스정책과를 담당했던 공무원과 버스사업운수조합(이하 ‘버스조합’),

광고업계의 참여자들은 당시 버스외부광고는 타매체에 비해 광고료

가 저렴하고 대중 접촉률과 광고효과가 높아 인기 있는 매체라고

하였다. 주류회사의 버스외부 주류 광고는 연간 꾸준히 광고를 유지

했기 때문에 주류광고는 광고업체 및 버스운수사업조합에게 수익성

좋은 광고주였다고 버스조합과 광고매체사의 참여자들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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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당자 변경, 조직 분위기

2011년 10월 서울시장이 새로 부임한 후 건강정책국의 보건사업

최고담당자(2012. 2)와 절주사업 부서의 중간관리자(2012. 1) 등 담

당자 변경이 있었다. 당시 시청내의 분위기에 대해 서울시에서 운영

하는 SNS를 통해 버스외부광고의 주류광고, 워터파크 쇼핑몰, 콘돔

광고 등 선정적인 광고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고 한다. 또한 서울시

청 내 비보건 부서에서도 건강의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응답자의 의견이 있었다. 보건분야 이외의 부서

에서 건강을 반영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건강의 가치가 공유됨

을 알 수 있었지만 각 부서간 업무제한이 여전히 남아있어 건강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했다.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이런� 부서들도� 이제는� 건강이라는� 가치를� 내

세우는� 걸�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고.� 또� 그런� 가치

를� 부여하고�강조하는� 게� 자기네�정책을�더� 빛나게�하고.� 이런� 거� 이런� 경향을�

시� 안에서� 느껴요.� (중략)� 그렇지만� 세부내용� 하나하나� 들어갔을� 때� 소통이� 잘�

되냐� 하면� 약간� 또� 그거하고는� 무관한.� (중략)� 칸막이가� 있는� 상태에서� 건강이

라는�가치를�여러�부서가�그냥�공감하고�있는�상태...”� (참여자,� A)

2012년 이전 서울시의 절주사업은 수년간 예산이 거의 없었고

2012년에도 해당 예산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전까지의 절주사업은

예산은 없이 ‘사업’은 있어왔고 그 내용은 연말 캠페인성 사업이 대

부분이었다. 건강증진, 예방을 위한 사업예산보다 의료에 치중한 사

업예산이 더 많았고 건강증진사업 중에서도 금연, 신체활동 사업의

비중과도 그 차이가 있었다는 담당자들의 의견이 있었다.

“예방사업은� 등한히� 해요� 대부분이.� 왜냐면� 직접� 보이지� 않거든요…(중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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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은� 항상� 한시적인� 사업이고�뒤에� 밀려서.�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도� 예방에�

더� 먼저� 가면� 치료를� 덜해도� 되는데� 보여지는� 사업이� 더� 크다� 보니까� 치료로�

돈이� 더� 몰려요.� 두� 개� 똑같은� 걸� 놓고� 어디를� 먼저� 줄래� 그러면� 치료를� 먼저�

주고.� 제가� 건강증진�할� 때� 그런�걸�많이� 경험했어요”� (참여자,� B)

나. 아이디어의 발의

2012년 4∼5월 경 서울시 절주사업 담당자들과 서울시 건강증

진사업지원단(이후 ‘지원단’)의 연간 회의에서 건강증진 전문가에 의

해 버스외부 주류광고 금지안이 제안되었다. 지원단은 서울시의 건

강증진사업 자문을 위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시의 연간

사업 시작 전 후, 연 2회 이상 건강정책과 직원들과 회의를 개최한

다. 지원단에서는 이전부터 절주를 위한 광고 마케팅 제한사업으로

버스외부 주류광고 금지안을 서울시에 제안해왔었으나 추진되지는

않았다.

2012년 상반기, 서울시 건강정책국 최고담당자(이하 ‘최고담당자’)

는 서울시 보건사업을 파악하고 절주사업의 필요성을 발견하여 사

회환경적 접근 방향을 설정하기로 의사결정을 하던 차였다. 그러던

시기, 지원단과의 회의에서 서울시의 접근권한 내에 있는 절주사업

아이디어 몇 가지를 논의하면서 버스외부 주류광고 제거안이 다시

대두된 것이었다. 다만 인터뷰 과정 중 연구참여자들 사이에서 버스

외부 주류광고 제거 아이디어가 발의된 시기는 4∼5월로 일치하나

전문가의 제안이었는지 공무원 내부의 의견이었는지, 발의자에 대

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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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5년� 전부터� 저희가� 서울시내에� 버스에� 광고가� 붙으면서� 어느� 날부터� 술�

광고가� 붙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중략)...그래서� [연간회의에서]� 그런� 얘기할�

때� 그� 버스광고� 같은� 거� 좀� 떼었으면� 좋겠다� 서울시에서� 그런� 거� 못하냐� 뭐�

그런� 얘기들이� 절주분과에서� 좀�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 일� 년에� 한� 두� 번

이니까� 담당자가� 귀에� 쏙� 들어가서� 아� 그거� 정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

지� 않으면� 그냥� 공염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사석에서도� 있고� 여러�

번� 논의가�있었지만�실제로�뭐�사업으로�추진을�하지�않았는데”� (참여자,� F)

건강증진부서에서 버스외부 주류광고 제거안을 추진하더라도 실

제로 버스외부 광고를 관리하는 것은 타부서의 소관업무이기 때문

에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그런데 2012년 당시 건강증진 부서

의 절주사업 담당자가 시청 내 부서 협조를 통해 가능한 사업이라

여겨 주류광고 제거안과 그 외 음주조장 환경제거를 위한 아이디어

를 논의하게 되었다.

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

1) 사업계획 수립과 담당자들의 논의

지원단과의 회의 이후 최고담당자는 절주사업의 필요성을 계속적

으로 요구하였는데 서울시 건강증진과 절주사업 실무담당자(이하

‘실무담당자’는 절주사업 이외 다른 업무분장으로 절주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2012년 5월 실무담당자의 업무들이 일부 마무리 되고 일

부 업무분장의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2012년 7월 초 본격적으로 절

주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실무담당자는 버스정책과, 버스조합 외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음주폐해 예방대책 계획

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7월 13일 건강증진과의 절주사업 관련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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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전문가와의 회의를 통해 계획서의 내용을 논의하여 최종적인

‘서울시 음주폐해 예방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 수립되었다. 실무

담당자는 주류광고 제거와 기타 사업을 위해 청소년담당국장, 교통

운영과장, 버스정책과장에게 업무 협조요청을 하였다.

2) 시장방침의 결정

마련된 종합대책의 내용이 서울시청 내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고 절주사업이 중요한 문제로 판단되어, 건강정책국의 최고담당자

는 이 대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시장 결제를 받기로 결정하였

다. 그리고 2012년 7월 31일 ‘서울시 음주폐해 예방 종합대책’이 시

장방침으로 지정되었다.

“오더가� 내려와서� 이렇게� 시장지침�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밑에서�

올려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진행됐던� 일은�

아니고...(중략)...이게� 사안에� 따라서� 결제를� 과장� 전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국장,� 실장,� 부시장,� 시장�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 부서에� 걸쳐진� 일이고�

그래서� 이거를� 시장결제까지� 받았어요.� 쫙� 그� 시장님한테� 간단히� 보고도� 드리

고� 결제까지�받고.� 인제� 그렇게� 결제가�나면� 일반적으로�시장님� 지침에� 따라서�

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중략)...� 시장결제까지� 딱� 받으면� 시� 안

에서는� 다른� 부서를� 설득할� 때� 거의� 이건� 명령과� 다름이� 없어요.� 시장님이� 오

케이� 한� 사안이야� 너네� 이거� 안� 들을� 거야?� ((웃음))� 뭐� 이런� 거죠.� 그런� 면에

서�설득할�때� 훨씬� 큰� 힘이�되죠”� (참여자,� A)

시장방침 이후 첫 번째로 시행된 절주사업이 주류광고 제거 사업

이었으므로 버스외부 주류광고 제거를 위해 버스정책과와 협의가

이뤄지고,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의 주류광고 제거를 위해 교통운영과

와 협의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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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행부서를 통한 주류광고 제거

1) 중앙차로 정류소 주류광고 제거

종합대책이 수립된 후 시장방침화 되기 전에도 서울시 교통운영

과 중앙차로팀에 버스정류소 주류광고 제거 관련 업무협조 요청이

이루어졌다. 중앙차로팀은 중앙차로의 설치를 담당하고, 설치된 중

앙차로의 운영관리는 민간위탁 업체 2곳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교통운영과는 민간위탁 업체에 주류광고 제거 요청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에 대해 민간업체는 거절하였다. 당시 중앙차로의

주류광고는 7월 말 계약종료건이 대부분이고 8월 계약종료건이 일

부인 상태로 8월 또는 9월 이후 주류광고 계약을 새롭게 체결해야

하는 시기를 앞두고 있었다.

“중앙차로는� 예산이� 안� 나가면� 안� 되는� 민간� 대행사였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

난� 다음에.� 다시� 계약을� 해서� 돈을� 줘야� 하는� 그� 단계에서� 머문� 거예요.� 그래

서�좀� 더� 원만하게�추진을�했죠”� (참여자,� C)

때문에 교통운영과는 민간위탁 업체의 기존 계약건이 종료되는

시점인 8월까지 기다린 후, 주류광고의 새 계약건을 취소하고 광고

계약서 상 주류광고를 제외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 이

후 서울시 중앙차로 109면(서울시 복지건강실, 2012)의 모든 광고가

제거되어 현재 유지되고 있다.

2) 버스외부 주류광고 제거 위한 부서간 논의

2012년 7월 31일자로 종합대책이 시장방침화 되기 이전 서울시

건강증진과 절주사업 실무담당자는 버스조합에 직접 연락을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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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외부 주류광고 제거 사업의 내용을 알리고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버스조합은 업계의 수익금 손실과 위약의 문제발생을 이유

로 사업내용을 거절하였다. 시장방침 이후 8월 초 절주사업 실무담

당자는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업무 협조 요청을 하였고 사업의 필요

성을 강조하였다. 당시 버스정책과에서는 사업취지에 동의한 수준이

었고 사업내용 및 일정 등 상세한 사항에 대한 동의가 있던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절주사업 담당부서의 협조 요청에 어려움을 표하

였다. 구체적으로 버스정책과에서는 내부 반대가 있었는데, 우선 광

고는 계약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약 종료 이전의 광고 중단은

위약에 대한 배상문제 뿐만 아니라 광고 및 주류 사업자, 주류산업

의 권익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술의 순기

능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주류광고를 전면 규제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버스정책과 내부의 합의가 명확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거� 자체는� 주류광고� 없앤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건데� 근데� 공공시

설에� 주류광고가� 나쁜� 거냐� 하면� 반대의견도� 있었어요...(중략)� 술이� 꼭� 나쁜�

거냐� 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니다� 적정한� 음주가�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사회에� 어떤� 이� 돌아가는� 메커니즘� 보면� 당연히� 그게� 순기능이� 있는� 건데.� 주

류산업은�사실은�거기서�세금도�많이�떼고� 주류산업에�종사하는�사람들에�대한�

뭐� 일터라든지� 이걸� 너무� 제한하면� 사실은� 나중에� 시민들한테� 폐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인데...(중략)...� 어쨌든� 본질적인� 건� 우리도� 찬성인데� 인제� 그런� 기능

도�있기�때문에”� (참여자,� E)

이에 건강증진과의 절주사업 실무담당자는 버스정책과의 담당자들

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음주폐해

및 사업의 근거자료들을 버스정책과와 버스조합에 전달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주류광고 제거사업의 공익적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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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 서울시에서 관리 감독권이 있는 서울시 버스의 공공재적 성격

을 강조하면서 버스정책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버스정

책과에서 내부 의견 차이는 있었으나 이내 부서 간 동의가 이루어

졌다.

3) 버스정책과의 내부대책 마련

이후 2012년 8월 10일, 버스정책과에서는 약 열흘에 걸쳐 버스광

고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시내버스 불법광고(퇴폐, 주류 등)

방지대책 마련, 이하 ‘불법광고 방지대책’)’이라는 내부 대책을 마련

하였다.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시민 민원제기, 서울시 음주폐해 예방

종합 대책 등을 배경으로 주류광고, 사회 미풍양속의 위배되는 광

고, 건전한 청소년 발육을 저해하는 광고, 선정적, 퇴폐적 문구나 사

진 등, 사회정서와 맞지 않는 허위성 광고를 광고규제 대상으로 삼

았다. 또한 버스정책과에서 버스외부광고 중 주류광고 계약현황과

계약규모를 파악하였다. 버스외부광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

라 버스회사의 소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2년 상반기에 11개 광고매체사 중 자치구 심의를 받은 곳은 1개

업체에 불과했다. 당시 주류광고 계약의 경우 대부분 매달 재계약

조건이었으나 일부는 연말까지, 3개월 분 선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서울시 도시교통본부, 2012).

“그때� 조사를� 좀� 해봤어요� 이� 광고에� 대해서.� 근데� 광고는� 사전에� 자치구에� 광

고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광고심의를� 받은� 업체가� 딱� 11개� 업체� 중

에� 그때� 주류광고에� 해당되는� 광고를� 걸면서� 심의� 받은� 업체는� 딱� 한군데야...

(중략)...그래서� 인제� 제가� 딱� 쥐고서는� 이건� 잘됐다� 이거�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겠다�싶어서”(참여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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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버스조합의 준공영제 이용

서울시 버스조합은 버스회사의 운송수지 개선을 위해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버스조합의 운송수입금 공동계정을 통해 서울시내 모든

버스회사의 수입과 지출을 계상하는데, 서울시가 적자분에 대한 재

정을 지원하고, 버스조합의 관리 감독권한을 가진다(서울시 도시교

통본부 버스정책과 보도자료, 2013). 이러한 체계 상 광고계약을 위

한 직접적인 계약당사자로서 업무권한은 버스조합에 있기 때문에

광고매체사의 광고 제거를 위해서 버스정책과는 버스조합에 협조

공문발송, 중간관리자 수준의 협의를 진행하였다. 버스조합도 광고

매체사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표하였으나

시의 강력한 의지로 일의 추진을 담당하였다.

“정책의� 전반적인� 이게� 규모나� 혹은� 무게감이� 있으니까� 그쪽� 담당� 팀장이라든

지� 아니면� 그쪽� 과장까지� 신경을� 써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거죠...(중략)...시에

서�워낙�그런� 푸시나...그런� 부분이�강력하게�반영이�돼서”(참여자,� H)

버스조합은 버스정책과의 불법광고 방지대책에 따라 2012년 9월

이후 시내버스 외부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를 신설 운영하기로

하고, 차기 계약서에 주류광고 금지조항을 신설, 사전심의 미이행시

계약해지 및 페널티 부과를 반영하였다. 버스조합은 광고매체사와의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하여 시내버스 외부광고 금지사항 안내 및

협조를 요청하고 8월 말까지 광고 제거를 요청하였다(서울시 도시교

통본부, 2012).

5) 광고매체사의 주류광고 제거

이러한 과정을 통해 11개 광고매체사는 광고대행사에게 정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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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알리고 협의를 통해 광고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다. 건강증

진과의 당초 목표는 9월 1일자로 광고를 제거하는 것이었으나 일부

광고매체사의 반발에 의해 지연되어 9월 15일자로 대부분의 광고가

제거되었다. 하지만 일부 광고매체사들은 10월까지 점차적으로 광고

를 제거하였다고 참여자들은 말하였다.

결국, 광고매체사는 버스정책과의 내부대책 이후 20여일 내 광고

를 제거했어야 했어야 했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시의 규제에 광고

매체 중 버스 광고만 금지한다는 것은 규제매체 차별이라는 의견과

음주섭취행동과 광고의 효과의 관계성 없음, 술의 순기능에 대한 점

을 이유로 반대하였으나(이시훈, 2013) 행정력의 작용으로 광고 제

거를 진행하게 되었다.

“보도가� 나오고� 나서� 9월?� 내� 기억으로는� 9월까지� 한두� 달� 정도� 더� 끌었죠..

(중략)...광고주한테� 설명을� 하고� 나니까� 광고주� 쪽에서도� 그러면� 중단을� 하자

라고� 결정을� 한� 거죠� 9월� 시점이었던� 거� 같아요.� 그� 정책적으로� 이렇게� 중단

되는� 경우는� 뭐� 위약금이나� 그런� 거는� 없어요.� 없는� 걸로� 서로� 합의하에� 중단

한�걸로”(참여자.� J)

이후 광고매체사와 광고대행사, 주류회사 광고주 사이에서는 정책

변경에 따라 합의 하에 계약을 중단하였다. 그리고 주류업계와 광고

대행사는 다른 매체 수단을 활용하여 광고를 진행하였다고 광고업

계의 참여자들이 설명했다.

마. 주류광고 제거 이후

1) 경기도 버스의 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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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버스, 버스정류소의 주류광고 제거가 이뤄지는 동안 8

월 말, 경기도 버스도 주류광고를 금지한다는 경기도청의 보도 자료

가 발표되었다(경기도청 대중교통과 보도자료, 2012). 경기도는 광고

계약서 주류광고 금지를 이듬해부터 반영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경기

도버스는 서울시를 통과하는 버스들이 있어 서울시 버스의 움직임

만으로 주류광고 제거가 부족한 상황으로 서울시 건강증진과에서

경기도버스 주류광고 제거를 고민하고 있던 중이었다. 서울시 건강

증진과에서는 경기도의 벤치마킹에 대해 자연스러운 파급효과라는

의견과, 서울시 내부의 요청으로 가능하였던 일이라는 의견으로 전

파에 대한 이해가 달랐다.

“우리는� 다� 분명히� [버스� 주류광고� 제거를]� 딱� 시행했는데� 서울에� 버스가� 술광

고가� 없어져야� 되는데� 경기버스� 이게� 뭐야� 경기도에서� 서울에� 이렇게� 다니는�

버스들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경기도� 쪽에다� 얘기를� 한거죠...

(중략)...아마� 우리� 담당자가�했던�거� 아니면�당시� 건강증진과장이�했겠다”(참여

자,� A)

“우리가� 뭐� 경기도에까지� 공문을� 보내거나� 그런� 활동은� 안했죠.� 자치단체간에�

서로� 그렇게� 까지...� 너희까지� 이렇게� 하라고� 할� 권한이나� 이런� 건� 없기� 때문

에�그렇게는�안� 해도�이게� 이렇게�벤치마킹이�되는�게� 많아요”(참여자,� C)

하지만 경기도청의 담당공무원의 부서 이전으로 인해 당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기는 어려웠다.

2) 인터넷 동영상 주류광고 금지

2012년 연말 아이돌스타의 소주광고를 인터넷상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면서 선정성의 이유로 시청에 민원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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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외부광고는 버스조합 준공영제를 통해 서울시 권한 내에 있었

으나 인터넷 동영상 광고제한의 권한은 서울시에 없었다는 것이 담

당자들의 의견이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주류 광고규제를 한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한 뒤, 시민들이 서울시에 선정적 주류광고 중단요

청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서울시 건강증진과는 2012년 12월 주류

회사에 동영상광고 중단을 요구하며 미이행시 세무조사 요청을 하

겠다는 내용을 밝혀 인터넷에서도 특정 주류광고가 중단되었다(정유

진, 2012).

3) 담당부서의 내부 성과, 이후 절주사업

2012년 서울시의 절주사업이 언론의 관심과 시민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받고 건강증진과의 사업 담당과는 연말에 서울시청의 우수

사업상을 수상하였다고 참여자들은 말했다. 서울시 건강증진과는 서

울시 의회에서 2013년 절주사업의 예산을 획득하게 되었고, 주류광

고 금지 매체로 버스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이후 2년간 절주사업 실무담당자는 성공적인 업무수행으로 2014

년 승진을 하였다. 하지만 이후 절주사업 실무담당자는 추가 업무가

생겨 절주사업의 진행이 어려웠고, 개인적인 동기저하와 지원단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절주사업의 동력이 저하되어 절주사업은 뚜렷

한 진전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응답이 있었다.

“아직도� 정확한� 이유를� 몰라요.�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전문가하고� 주

무관[실무담당자]하고� 네트워크가� 금이� 가면서� 사업은� 아무것도� 안하게� 된� 거

죠”(참여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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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7월, 절주사업 실무담당자가 부서변경으로 떠나고 새로운

담당자가 오면서 서울시의 절주사업은 움직임이 많이 저하되었다고

면담 시 참여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절주사업이� (실무담당자가)� 떠나면서� 좀� 심각하죠.� 지금� 손을� 못대고� 있어요.�

인제�일단� (새로]� 업무를�맡은� 친구가�좀�어리고”(참여자,� B)

“직원이�다른�부서(로)� 간� 다음에는�잠시�소홀해지는�것�같긴� 한데”(참여자,� A)

한편 2012년 버스외부 주류광고 제거 실시 이후로 2014년까지도

옥외광고미디어협회의 반발이 계속되었다. 이들은 관계법령의 부재,

주류광고와 음주행동의 상관성 없음을 근거로 하여 광고 제한에 대

한 항의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연구자료

및 사업 추진 목적을 알리는 회신을 보냈음을 정부 공개 자료를 통

해 알 수 있었다(서울특별시, 2014)

4) 버스정책과의 이후 과정

하지만 버스외부 주류광고 제거가 완만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

었다. 버스정책과의 실행으로 버스외부 주류광고가 제거되는 과정에

서 2개 광고매체사가 버스조합과 서울시로 수익금 손실에 따른 배

상청구를 요청하였다. 배상청구의 내용은 미시행 광고건에 대한 손

실분과 선납된 매체사용료 금액이었다. 이에 서울시 버스정책과와

버스조합은 공동수익금에서 2개 매체사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2012년 연말 버스정책과는 마침 광고매체사 정기 입찰공고

가 필요한 시기였는데 이때 ‘서울시 버스외부광고 개선 기본 계획’

을 수립하여 입찰시 반영하였다. 이것은 입찰방식 변경을 통한 수익

구조 개편, 버스외부 광고면 확대로 광고 규제에 따른 버스조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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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수익금 감소를 해결한 것이다. 한편 대부업, 자극적인 성

형광고 등 광고규제 항목 확대, 광고심의 강화를 진행하였다.

이후 2015년 도시계획국에서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추진반 보도자료, 2015)하였는데

버스외부 광고규제 항목도 이에 포함되었고 가이드라인 개발 과정

에 버스정책과의 참여가 있었음을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것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광고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버스외부 주류광고의

관리, 규제가 ‘과’에서 ‘국’의 수준으로 상향되어 업무 추진의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3년도에� 저희가�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 제작에)� 참여하면서� 외

부광고� 개선� 기본� 계획� 세웠던� 거,� 그� 다음에� 내부광고� 기본계획� 세웠던� 것을�

버스의� 광고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저희가� 아이디어를� 줬어요� 그대

로”(참여자,� E)

2. 영향요인

주제분석을 통해 사례의 영향요인을 파악한 결과 3가지 주제가

발견되었다. 관련 부서들이 건강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공유하여 공

동의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고 일의 특성상 여러 이

해관계가 대립되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행정력의 발휘가 영향을 미

쳤다. 이 과정에서 정책수단 및 공공기관의 조직체계의 어려움이 있

었으나 리더십과 담당자의 특성과 역량이 크게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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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익적 가치의 공유

공공의 영역 내에서 부서 간 의견의 차이와 반대가 있었지만 당

시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으며 사업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시청

이라는 공공기관 내에서 건강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의 공유가 작

용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당시의 음주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었다.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절주를 위한 환경

조성, 건강증진이라는 대전제의 합의가 국가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공공성에 대한 합의

서울시 버스외부 주류광고 금지가 시장방침으로서 추진되었으나

이 사례의 과정 중 건강증진사업지원단과 절주사업 담당부서 이외

의 다른 모든 부문과의 협의에서 술의 순기능에 대한 논란이 있었

다. 이는 초기 버스정책과의 내부 의견 불일치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행정기관 내 부서간 협의를 어렵게 하였다. 음주폐해의 예방과 청소

년 보호 목적에 대한 공감은 건강증진 이외의 부문에서도 이루어졌

으나 청소년이 아닌 모든 성인, 대중에게 술 광고를 보지 못하게 해

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술의 사회적 순기능 및 전통주류산업까지

광고를 못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 가운데 결국 서울시청 내 동의가 가능했던 가장 큰 원인으로

는 건강이라는 공익적 가치 추구의 목적과 버스의 공공재적 성격의

강조였다. 서울시가 건강과 공공성의 추구라는 사업필요성을 부서간

공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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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안에서� 일반적으로� 공익적인�것을�추구한다고� 하면� 그렇게�어렵지�않게� 일

단은� 공감대는� 형성이� 되는� 거� 같아요.� ...(중략)...� 그리고� 또� 건강에� 대한� 가

치가�이제는�그렇게�시빗거리가�아니니까”� (참여자,� A)

따라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자는 공익적

목적과 가치를 공유하며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공유할 수 있었다.

“너무� 광고를� 이렇게� 시에서� 못하게� 하는� 것은� 이건� 좀� 지나치다는� 의견을� 좀�

냈었고� 이게� 관련된� 기업도� 좀�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아무래도�

공공재다.� 공공재에서�하는� 건� 좀� 그렇지�않느냐�그래서�이� 판을� 좀� 정리를�합

시다,� 그래서�그냥� 순순히�동의하고�후딱�해치웠지...(중략)...사업자도�협조하고�

그� 다음에� 대행,� 광고대행사� 버스사업자� 또� 시� 직원들이� 협조할� 수� 있었던� 것

은� 사실은� 건강이라는� 어떤� 가장� 기초적이고� 또� 평범하고� 다� 온� 대다수가� 관

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명확했다고� 라고�

저는�보고”(참여자,� E)

나. 행정력의 발휘

하지만 공익적 가치가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의 경제주체들에게까

지 충분한 공감을 얻었던 것은 아니다. 서울시 버스에서 주류광고를

제거하는 계획에서 실행까지 약 5∼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서울시청 내부의 논의를 제외하고 민간과 협의하여 실제 광고를 제

거하기까지 광고매체사에게 주어진 시간은 8월 한 달여 정도였다.

이로 인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기보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

싸고 각 부문의 협의과정에서 공공기관의 행정력의 작용이 강력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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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해관계의 대립

음주폐해 자체가 다양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고 더욱이 주류광고

제한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충돌이 생

기는 문제이다. 광고는 계약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위약에 따

른 손해배상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수익금 손실 등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 몹시 어렵다. 이 사례의 경우에도 사업자의 손실발생

이 나비효과로 나타날 우려의 의견도 있었고 기업의 반대가 지속되

었다고 광고업계에서는 말했다. 버스외부광고를 다루는 광고매체사

들은 주류광고를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이 많은데 왜 하필 버스매체

만 규제하느냐는 입장과 주류광고, 성형업계 등의 광고만 하지 못하

도록 하는 것은 타 업종과의 역차별 및 형평성의 문제라는 주장을

하였다.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업

계의 반대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공공기관

의 의견대립이 있었다(이정은, 2014).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와� 별도로�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업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벌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빠지면은� 당장�

메울� 수� 있는� 매출원이� 없어요.� 수익원이� 안� 생겨요.� 근데� 이거를� 서울시의� 어

떤� 정책,� 갑자기,� 갑자기� 튀어나온� 무슨� 주폭� 근절� 뭐� 이런� 캠페인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수십,� 십� 수� 년간� 해왔던� 이� 사업,� 이� 광고� 사업을� 단� 순간에� 접어야�

되는�거잖아요”� (참여자,� I)

이러한 업계의 반대가 버스조합을 통해 버스정책과에 전해지면서

버스정책과는 광고매체사와의 간담회도 갖고 협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때문에 이 일의 의미를 소통의 결과였다고 공공에서는

평가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시의 일방적인 의지

였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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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우리� 같은� 매체사한테만� (협조를� 구)한� 거예요.� 광고대행사� 어떤� 광

고대행사가� 이런� 광고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매체사에서� 뒤늦게� 이거

를� 처음� 이게� 안� 된다고� 인제� 그렇게� 사업이� 나온� 대로� 계속� 주지는� 시켜줬어

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문들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뜨뜻미지근한�

공문들이었다� 갑자기� 8월� 20� 며칠인가� 10� 며칠인가� 갑자기� 8월� 말로� 종료시

켜라� 아니면� 계약해제다고� 강수를� 둔거에요.� 그러니까� 그때� 인제� 저희도� 부랴

부랴� 대행사들한테�서울시도� 규제를�바로� 해버렸습니다.� 아니� 왜� 그냥� 뭐� 그냥�

협조만� 해달라고� 했다며� 여태까지� 그래서� 자기네들도� 보고를� 그렇게� 한� 거예

요.� 광고주한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이들은� 굉장한� 미스를� 한� 거

예요”� (참여자,� I)

2) 서울시의 힘, 제도화의 힘

건강증진과와 버스정책과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의 활용가능성

을 고려하여 서울시청 내부의 행정실행력 및 인력 등 내부자원을

활용하였다. 버스외부광고의 계약자인 서울시 버스조합이 서울시의

제도권 내에서 준공영제였기 때문에 이 일이 행정제도권 내에서 이

루어졌다. 반면 중앙차로 정류소의 주류광고 제거는 중앙차로 관리

가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져 서울시 교통운영과가 민간위탁기관의 계

약에 직접적인 지시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이 8월까지 종료되

기를 기다렸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당시 실행부서 담당자들은 행정자원의 활용이 법적 근거는 없지

만 버스외부, 버스정류장 주류광고 금지가 가능할 수 있었던 요인으

로 말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은 이를 행정지도의 효력이라고도 하였

다. 민간과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광고심의 미허가에 대한 업계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조사하였는데 귀책사유에 대한 행정기관의 침익

적 권리가 작동하였다. 더욱이 계약서에는 행정당국의 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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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여건변화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존에

존재하였다는 참여자의 의견으로 보아 버스조합의 준공영제가 행정

력의 범위에 있어 가능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광고업계는 광

고제거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공공의 가치를 두고 행정력

이 작용하였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는 냈지만 반발할 명분이 없었

다고 했다.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회사가� 목소리를� 내야� 하느냐� 약간� 이런� 부분에� 대

해서는� 회의적이에요...(중략)...그거� 좀� 손시렵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렇게� 해가

지고� 내보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서울시가� 돈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이런� 거� 당했어� 억울해� 라고� 하는� 거� 밖에� 안되는� 거잖아요”(참여자,�

I)

지금까지 버스외부 주류광고 제한이 가능할 수 있었던 중요인 요

인은 버스정책과에서 ‘시내버스 불법광고 방지대책’을 마련한 것과

이듬해 ‘서울시 버스외부 광고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부

서의 사업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버스조합의 광고대행 계약서에 광

고금지 조항으로 제도화 되었던 것이다.

다. 부족한 지원체계를 돌파한 개인역량

예산 부족, 근거 법령 및 제도근거의 부재 등 정책수단이 부족한

것은 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내부적인 어려움이었고 특히 근

거법의 부재는 업계의 지속적인 반발의 이유가 되어 외부적인 어려

움으로도 작용하였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기존사업의 관점과 다

른 절주사업의 접근을 내다보았던 리더의 전문성, 조직의 일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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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도록 하는 기전을 알고 있었던 리더의 의사결정과 의지 등

리더십의 영향과 담당자의 적극적인 성향, 의지 등 담당자의 역할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기전이 되었다.

1) 정책수단의 부재

당시 서울시 절주담당 부서는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이 없었다.

다만 최고담당자의 절주사업 필요성 인식에 의해 사업이 시작되었

고 예산이 들지 않는 사업내용을 찾게 된 것이다. 예산이 없다는 것

은 집행 항목 내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여서 오히려 이전

사업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

다. 그러나 예산의 부재는 사업을 시작하고 진행할 때 어려움이 되

었고 특히 광고업계와의 위약에 따른 배상금 문제가 가장 큰 어려

움이었다. 버스정책과에서 건강증진과에 예산을 요청할 때에도 사업

진행의 장애요소였고 예산이 있더라도 집행 항목의 문제로 인해 예

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의 진행이 어려웠다.

“그� 위에� 인제� 사람들(중간관리자)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물리적인� 재정

적인� 걸� 해결해주지� 않고는� 안� 된다고� 자꾸� 하니까� 하여튼� 시� 재정은� 같은데�

그� 쪽에서� 나가는� 돈이나� 우리� 과에서� 나가는� 돈이나� 다를� 게� 없는데� 자꾸� 그

런� 걸로� 약간� 핑계를� 댄다는� 생각이� 들면서...(중략)...�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특히� 돈,� 예산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산은� 우리가� 세울� 수도� 없었기� 때

문에�안�된다� 그러고”� (참여자,� C)

“사람들이� 못합니다.� 하고� 거부한다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돈을� 달라� 그러

면� 이거� 보상을�해주면�우리� 광고를� 내리겠다.� 그래서�우리� 그� OOO씨한테�야�

예산� 있으면� 여기� 지원해줘� 그렇지� 않으면� 여기� 어떻게� 내리라고� 하겠냐� 여기

도� 이� 계약한� 사람들� 사천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돈을� 예비

비로� 해서�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줄� 수� 있는� 항목이� 적정항목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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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치�않는�거� 거든.� 그래서�결국에�줄� 수도� 없는�돈이기도�했지만”� (참여자,� E)

예산 외에 필요한 또 다른 정책수단은 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 및 행정규칙 등의 제도이다. 2011년 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으로 영화관, 지하철 역사 및 차량의 동영상 광고, 스크린도어의 주

류광고 금지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버스외부 주류광

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청소년 보호법 상의 규제내용이 모호하

여 일의 추진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그게� 옥외광고법� 상에서는� 그런� 규제는� 전혀� 없고요� 광고� 법에는� 없는� 거고.�

주류광고� 규제에�대한� 부분은�사실� 아직� 입법되지�않은�걸로� 알고� 있지만...(중

략)� 사실� 지금� 보이는� 것들은� 법으로�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어떤� 정

책으로� 규제되는� 것들이에요� 전혀� 다른� 것들이죠.� 사실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없는� 거인�거죠”� (참여자,� K)

서울시 차원에서 조례제정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주류광고를 규제

할 수 있는 시의 권한이 없었다. 또한 관련 업체의 소송제기 우려가

사업 과정상 계속 작용하여 가장 큰 부담이었다고 담당자들은 말했

다.

“자치단체에게� 권한을� 그렇게� 많이�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근본적

으로� 차단당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개인업자가� (소송을)걸면� 이제� 법률이� 그

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구조가� 기본적으로� 제일� 힘든� 거� 같아

요”(참여자,� F)

2) 조직체계의 어려움

건강증진사업은 그것을 수행하는 조직의 영향을 받게 된다. 공무

원의 업무환경이 법정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업무과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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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부족으로 인해 추가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 창의적인 업무를

하기에 어려운 환경이다. 또한 광역자치단체가 중앙부처와 기초자치

단체의 중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민선이기 때문에 광역

자치단체 역시 성과위주의 사업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어 건강증

진사업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건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말했다.

절주사업이 담당자의 부서이동 이후 각 부문 간 네트워크가 사라

지면서 절주사업이 지속되지 못한 것은 업무의 체계 부족이라는 평

가가 참여자들 사이에 존재했다. 연구과정에서 업무담당자를 추적해

보면, 본 사례 당시 이후로 담당자가 2～3회 변경된 경우들이 있었

다. 담당자의 부서 이동 이후 사업이 지속되지 못했다는 것은 공무

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연속성이 저하되고, 문서상으로만 남

아있는 업무가 되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인사이동에 따른 인수인

계의 미흡이 사업 지속의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는 참여자의 의견도

있었다. 이는 공무원의 책무성 저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systematic하게는� 안� 갔잖아� 그냥� 개인적인� 능력� 이런� 거지.� 이게� 제대로� 되

려� 그러면� 뭐� 좀� 더� 뭐라� 그럴까� 법� 뭐� 규제...� 서울시의� 어떤� 조례라든가� 등

등으로� 완전히�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그� 당시의� 관심을� 가진�

몇� 사람이� 몇� 사람이� 움직이면� 됐다가� 그� 사람이� 딴� 데로� 가버리면� 사라지고,�

네트워크� 끊기면� 사라지고.� 정책이라는� 게� 어떤� 지속적인� 틀� 속에서...(중략)...

어떤�로드맵을�가지고�간� 게� 아니라는�거지”� (참여자,� G)

또한 사업 성공에 따른 부서간 성과 공유 체계가 미흡하고 관련

부서의 사업수행에 따른 보상이나 이득이 없어서 이후 비슷한 사업

의 진행을 촉진할 플랫폼으로서의 기전이 부족했다.



55

3) 리더십의 전문성과 관심

2012년 초 변경된 보건사업의 최고담당자는 보건학전문가이고 민

간업무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리더의 전문성의 영향이 컸다고 전문

가와 공공기관의 직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행정직 공무원에 비해

보건사업의 전문성을 가진 리더였기에 건강증진사업의 방향을 고민

하고 결정하면서 사회환경적 접근의 시도가 가능하였으며 절주사업

의 필요성을 업무담당자에게 강조하였다. 업무의 진행과정에서도 리

더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작용하였다. 또한 이 사례에서는 ‘서울시 음주폐해 예방

대책’이 시장방침이었기 때문에 조직 내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하였

는데, 시장방침으로 진행되도록 판단을 하였던 것도 리더의 의사결

정이었다.

“(최고담당자는)� 이게� 그� 주폭은� 개인의� 입장의� 문제인거� 같고,� 사회적인� 어떤�

환경의� 요인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게� 절주의� 올바른� 사업이라는� 그런� 시각을�

먼저� 제시를� 하셔서...(중략)...�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관심� 갖

고� 계속� 밀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OOO[최고

담당자]� 입장에서� 볼� 때는.� 담당은,� 저는� 인제� 저한테는� 올인하는� 사업일� 수�

있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여러�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걸� 밀어주신� 의지가...”(참

여자,� B)

결국 서울시 음주폐해 예방 종합대책이 시장방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보건사업 최고담당자 뿐만 아니라 시장의 관심도 있었다는 것

을 알 수 있는데 이들 리더의 관심이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쳤다.

버스정책과와 광고매체사 및 광고대행사에서도 과정의 주요 의사결

정자가 과장, 국장 등 결정력이 있는 조직의 리더였음을 알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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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력� 파트에서는� 가장� 최고,� 말하자면� CEO죠,� 서울� 같으면� 시장이죠.� 그래

서� 시장의� 방침을� 받는� 거.� 이게� 부문� 간� 협력이� 가능한,� 그러니까� 부서� 내에

서는� 그� 시� 안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 같아요...(중략)...리더의� 힘이� 협력을� 가

능하게� 하는� 거� 같고.� 그게� 외부자원들하고� 의� 협력,� 연대는� 어차피� 이게� 행정

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고� 하면� 행정부서끼리의� 협력이� 되면� 이� 부서하고�

연관이�되는� 거에�대한� 연대는�여기서�해결해주는�거예요”� (참여자,� F)

4) 담당자 업무역량

이 사례의 절주 실무담당자는 선행 업무 경험을 통해 버스업계 시

스템과 파트너에 대한 이해와 외부 파트너와의 협업 경험이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과거 몇 차례 제안되었으나 실행되지 못

했던 버스외부 주류광고 제거가 이 사례에서 가능했던 것은 절주

실무담당자가 서울시 버스 관련 업무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

가하였다. 한편 일부 연구 참여자는 이를 간호직렬 공무원보다 상대

적으로 다양한 파트너와 일할 수 있는 보건직렬 공무원의 업무 특

성으로 보면서, 공무원의 직렬의 차이가 사업접근의 관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버스정책과 역시 중간관리자가 해당부서에

서의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파트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비

롯하여 업무 가능요소들을 잘 활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담당자의� 일에� 대한� 욕심인거� 같아요.� 공무원� 사회라는� 게� 일에� 대한� 욕심이

라는� 게� 결국� 그걸� 통해서� 자기를� 돋보이고� 승진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거

잖아요…(중략)...그리고�추진력이�굉장한�사람�중에� 하나에요”(참여자,� F)

관련부서 담당자의 선행 경험 외에도 업무의지와 추진력, 적극성,

관련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협의노력 등 담당자 개인적 요소를 업무

담당자의 면담내용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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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강증진과의 경우 실무담당자는 관련부서의 설득, 의사결정 시

효과적인 논의를 위해 적절한 중간관리자 직책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 관련부서의 업무협조를 효과적으로 얻었다고 한다. 버스정책

과 중간관리자의 경우 소통과 협상을 위한 교육 수강 및 이를 위한

개인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했던 것이 사업 과정에 촉진적인 작용을

하였다.

“제가� 이거�버스과에�있으면서�협상을�높이는�방법� 뭐� 또� 그런� 강의도�많이� 들

으러� 다녔고� 책도� 많이� 읽고� 그랬던� 거� 같은데� 그랬던� 것들이� 이런� 업무를� 담

당하고� 또� 결과치를� 낼�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던� 거� 같아요...(중략)...결국은�

행정이� 툭� 개입을� 해서� 탁� 던져버리는,� 중앙부처는� 탁� 던져버리고� 난� 몰라라�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입안을� 해서� 실행을� 할� 때� 상대가� 있잖아

요...(중략)...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 어떻게� 협상해야�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인제� 그런� 기술� 스킬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 바람에� 공부도� 많이� 했어요”

(참여자,� E)

또한 업무 담당자 스스로 사업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와 승진 등

의 개인적 동기가 담당자 업무의지에 영향을 미쳤다.

“저도� 술이�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을� 몰랐는데� 제가� 절주� 업무를� 하면서�

자료들을� 스크랩을� 하고�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이� 술로� 인한� 실제� 국민건강보

험료가� 훨씬� 더� 담배보다� 훨씬� 더� 높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더� 커지는� 사회�

그� 어떤� 집,� 가정� 파탄이나� 이런� 문제.� 사실� 담배는�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사실� 술로� 인한� 더� 위험하다는� 게� 제가� 인지가�

되면서�이� 절주사업이�꼭� 필요하다고�저도�느끼게�되었거든요”(참여자,� B)

예산, 법률 등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연속성 저하, 성과공유 시스템 부족 등 구조 및 체계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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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이 있었으나, 전문가, 리더십, 담당자의 업무 경험 및 열의가 본

사례의 영향요인으로 주제분석 결과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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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1. 연구 결과 고찰

본 연구는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 제도적 접근 전략의 의미를 파

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2년 서울시 음주폐해 예방 종합대책의 일

환인 ‘버스, 버스정류소 주류광고 금지’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

다. 이를 위해 6개 부문, 11명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와

관련 문서 조사로 자료를 수집하고 주제분석을 시행하여 사례의 과

정과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사례 과정에서 사례발단 당시 음주폐해의 심각성에 대

한 언론보도, 버스외부광고의 인기, 사업담당부서의 리더와 중간관

리자의 변경, 비보건 부서의 건강가치 추구 등의 맥락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에 의해 사업안이 제안되었고

건강증진과에서 마련한 사업계획이 서울시장 결재를 얻어 시장방침

화 되었다. 시장방침화 된 사업계획을 통해 버스와 버스정류소 관리

부서와의 협조를 얻어 사업이 진행되었고 협조부서에서는 광고 제

거를 위한 내부대책을 마련해 업계 설득, 광고계약서에 광고 금지항

목으로 반영, 광고심의 강화를 하였다. 이후 이 사례는 경기도 버스

의 주류광고 금지로 파급되었다. 사례의 영향요인으로는 건강이라는

공익적 가치 공유, 행정력의 발휘, 부족한 지원체계를 돌파한 개인

역량으로 세 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가. 사례 과정상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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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에서 버스, 버스정류소의 주류광고 제거는 여러 부서에 관

련되어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업 담당부서인 건강증진과 단독으

로 실행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이 사례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었던 과정상의 특징은 건강증진 전문가, 서울시청 내 건강증진과,

버스정책과, 교통운영과,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협력을 통해

수행되었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심층면담과정에서 사례 형성

과정의 의미를 “협조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며 협력과정

자체를 그들의 성과로 인정하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는 결과나 목

표가 아닌 과정으로서의 협력을 설명한 기존의 연구(Butterfoss,

2007; 유승현 외, 2013)와 일치한다. 또한 본 사례에서 나타난 협력

은 기존의 협력 관련 연구에서 보건분야 내의 파트너십을 다뤘다는

제한(유승현, 2013)을 고려할 때 기존 보건영역에서 잘 다루지 않았

던 타부문과의 협력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

이 사례에서 나타난 협력은 각 파트너간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

는데 많은 노력을 들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다부문의 활동이 아닌

부문들 간 노력 조정을 요하는 부문 간 협력(Adeleye 외, 2010)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건강증진과, 버스정책과, 교통운영과의 관계가 서

울시청이라는 조직에 의해 지원되는 관계이며 사업의 계획이 아이

디어의 공유, 회의를 통해 전문가와 건강증진과에서 일부 공동으로

기획되었다는 점에서는 협조(Cooperation), 조정(Coordination), 협력

(Collaboration)(Mattessich 외, 2001) 중에서 조정(Coordination)에

해당한다. 하지만 파트너 간 해당 조직의 미션과 목표가 고려되지

않고, 파트너 조직이 분리되어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에 따

라 정보를 교환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조직 책무성과 권한을 가

졌다는 점에서는 협조(Cooperation)로 규정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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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서울시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의 협력유형이 구체적이고 명확

한 미션이나 구조가 명시된 바 없이 단기적이고 비공식적인 관계인

협조(Cooperation)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한 결과(장명화 외, 2009)와

일치한다. 그러나 본 사례는 음주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마련을

목적으로 한 협력이기 때문에 기존의 협력이 ‘서비스 직접 제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이 사례는 우리나라의

공공영역 보건사업의 협력이 조정(Coordination)의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모든 건강증진이 협의체를 형성하거나 상

위 수준의 협력(Collaboration)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수준의 협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단위 업무의 종료, 인력의 변경으로 인한 단발성의 협력으로 그치지

않고, 형성된 협력관계의 유지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조화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나. 건강증진의 환경 제도적 접근 영향요인

본 사례를 통해 도출한 환경 제도적 건강증진 접근의 영향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건강을 공공의 가치로 추구하는

것이 일의 시작을 가능하게 하였다. 본 사례의 경우 건강증진과에서

사업을 기획한 이후 실제 수행을 위해 버스정책과, 교통운영과에 협

조 요청을 하고 모든 관련 부문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반대와 저항

이 존재했다. 공통적인 반대원인은 술의 순기능에 대한 의견 차이,

경제적 이해관계, 수익금 손실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저항을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건강의 가치를 추구한 것이며 이를 근거로 부문

간 사업필요성을 공유할 수 있었다. 기존의 건강증진사업은 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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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개인간 요인, 조직을 대상으로 두고 교육, 맞춤형 중재, 사회적지

지 등의 중재 활동이 이뤄졌다. 이는 다시 말해 ‘서비스’ 혹은 ‘프로

그램’ 제공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사례는 건강관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규제조치를 통해 건강증진 활동을 지원

하는 것이다. 이것은 금연구역 지정과 트랜스 지방 음식 규제 등과

같은 정책수준의 활동이긴 하나 건강행동에 직접적인 규제를 취하

는 것과는 정책이 작용하는 지점의 차이가 있다. 버스외부 주류광고

는 다수 대중이 사용하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는 버스를 광고매체

로 삼은 것이다. 버스외부 주류광고는 시간, 장소, 광고를 보는 대상

을 불문하고 버스의 이동과 함께 대중의 눈높이에 자연적인 노출이

일어나게 한다. 이것은 술에 대한 대중의 민감성을 낮추고,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용인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 당국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재에 주류광고를 제거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건강행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으로서의 건강증진이기 보다는 가치로서

의 건강증진이라 할 수 있다. 건강한 공공정책을 추구하는 시의 자

세라 할 수 있고 건강의 가치를 추구하는 시 내부의 합의를 보인

선례로서 의미가 있다.

건강증진의 환경 제도적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건강이슈에

대한 가치 합의(Babor 외, 2010), 정부나 광역단체 차원의 사업 방향

과 비전 제시(제갈 정 외, 2012), 공유된 비전(Freudenber, 2009;

Jackson 외, 2006)이 중요한데, 이것은 본 사례의 시작단계에서 중요

한 영향요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의 가치를 추구하고 이를

사업필요성으로 설득하는 것은 오타와 헌장을 비롯한 지금까지의

건강증진 원칙(Potvin, 2011)과 건강도시(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1997)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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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건강의 가치를 추구하고 공통의 비전으로 삼기 위해서는

제도변화에 따른 저항 예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인식변화와 사회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조병희, 2005; 제갈 정 외, 2012). 사

례의 발단맥락에서 당시 언론을 통해 음주폐해가 사회문제로 인식

되었다는 점이 파악되었다. 언론은 대중에게 건강이라는 공익적 가

치가 공유되도록 분위기를 형성하였고 이는 업계의 반대를 드러내

지 못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언론은 경기도 버스 주류광

고 금지와 창원시 버스정류장 주류광고 제거2)에 영향을 미쳤다. 이

러한 옹호활동은 제도적 접근을 통한 건강증진에서 입법, 예산, 조

직의 변화를 위해 필요하다(Swerissen, 2004). 미디어 옹호는 공공정

책, 제도 개선을 위해 효과적이며(Dorfman & Wallack, 2013;

Wallack & Dorfman, 1996; Minkler 외, 2008) 사회·경제적 문제 혹

은 거시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전략이다(백혜진 외, 2015). 특히

알코올 정책은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맥락에서 제시되어야 하고, 정

책변화가 국민들의 수용성이 낮아 옹호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김광기, 2015). 하지만 본 사례에서 언론의 미디어 옹호는

선행연구에서 말한 것처럼 건강증진 담당부서에서 접근 전략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맥락이 그러했던 것이다. 앞으로

의 건강증진에는 언론과의 파트너십 형성이 필요하며 이를 건강증

진의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본 사례에서는 언론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 지속되었었는데 이

러한 점에 대해서는 건강증진의 제도적 접근에 대한 저항 예방을

2) 2013년 8월 창원시에서 마신지역 일부 버스정류장에 선정적인 옷차림의 주류광고가 게

재되어 시민들의 민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창원시청은 시정조치를 약속했지만 이후 아

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민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자 창원시는 광

고 제거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김성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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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시민문화운동으로의 활성화 전략이 병행(조병희, 2005)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가운데 일의 추진이 가능했던 요인으

로 행정부서의 힘, 즉 정치적 의지가 작용하였다. 이 사업의 계획이

시장방침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한데 본 사례에서는 서울시

청 내부의 정책이 되었다. 이는 효력이 지속되는 정책으로 제도화됨

으로써 타부서와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추진력을 갖게 하였다. 또한

사업 기획부서(=건강증진과)가 아닌 협력부서(=버스정책과)에서 버

스외부광고 개선 기본 계획을 마련하여 주류광고가 광고규제 대상

으로 계약서상에 제도화되고,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에 반

영되었다는 점에서 협력부서의 정치적 헌신을 확인할 수 있다. 제도

화를 실행한 정치적 의지는 당시의 파트너십과 담당 인력 네트워크

가 사라진 현재에도 버스외부 주류광고 제한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 요인이다. 이것은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가 건강증진의 지속

가능 요인이라는 Pluye(201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기존의 국내

건강증진 연구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개인수준의 건강

행동에 미치는 효과로만 설명(강용민, 2014; 김재진, 2011; 곽정미,

2012)하였던 것에 비해 본 연구는 제도적 접근이 지속되는 요인을

발견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Health in All Policies(HiAP)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고려하

며 건강증진이 정책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인데, HiAP에서

도 높은 수준의 정치적 지원과 의지를 요구하고 있다(Rudolph,

2013). 건강증진의 환경 제도적 접근에서 정치적 헌신은 시민 참여

를 유도하고 정책, 제도 변화 성공의 주요 요인이 된다(Jackson.

2006). 본 사례에서도 행정력의 발휘가 사례과정의 영향요인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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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고 “서울시의 힘”이라고 표현하는 참여자들의 응답을 통해

공공영역의 의지와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조직체계의 부족과 참여자들의 개인역량이 사례의 영향요인

으로 작용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사례의 과정에서 업무 추진의 장

애요인으로 예산의 부족과 근거법률의 부재를 가장 빈번하게 언급

했다. 또한 인력의 부족, 업무 과다, 법정업무 위주의 사업, 인수인계

의 부족 등을 구조적인 문제로 언급하였다. 예산, 인력, 시간 등 충

분한 자원과, 지원적인 운영구조는 공공영역의 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며(Bibeau, 2009) 건강증진의 성공적인 요소이다(Dowling

외, 2004; Downey 외, 2008; Mattessich 외, 2001; Mitchell 외,

2000; Patel; 2012). 본 사례에서는 절주사업 실무담당자의 인사이동

후 사업 진행의 어려움이 보였다. 이처럼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이

업무의 연속성을 저하시키고 형성된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의 지속을

어렵게 한다. 담당자의 변화는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적 접근, 제도

변화를 시도한 다른 연구에서도 장애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Andersen. 2010; Ross. 2011). 보건사업은 담당자의 업무 경험, 의

지, 적극성의 영향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인력에 의존적인 체계를 조

직화하여 잦은 인사변경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협력관계가 중단되

지 않고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기술서의 구체화가

필요(Yoo, 2011)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사례에서 사업성공으로 건강증진과는 서울시청에서 우수사업

상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주류광고가 가능하도록 한 협조부서에

대한 보상은 없어 기관 내 협조부서간 성과공유가 잘 이루지지 않

았다. 건강증진의 환경 제도적 접근이 단일 부서의 업무로 국한되지

않고 여러 부문에서 공동의 노력을 들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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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접근이 지속되고 구조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간 성과공

유가 가능한 체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례제정 등 자치단체

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활동근거가 되는 법

제화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례의 영향요인으로 드러난 개인역량 중 리더십은 사업 접근의

방향제시, 활용가능한 자원의 탐색, 예산확보, 시장방침 결정 등에서

드러났다. 자원을 확보하는 능력, 협력에 대한 관심, 리더십의 여부

등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리더십의 요소(Dowling 외, 2004; Downey

외, 2008; Mattessich 외, 2001; Mitchell 외, 2000)를 확인할 수 있었

다. 하지만 기존연구에서 리더십을 협의체의 이해관계 조정, 리더십

의 지속(Ross, 2011; Kegler, 1998; Minkler, 2008)의 측면에서 설명

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는데 본 사례의 경우 협의체가 형성되지 않

았었고 리더의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도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

다.

또한 담당자의 의지, 적극성, 업무경험, 협력을 위한 사업필요성

공유 노력, 개인적 동기, 협상기술, 파트너에 대한 이해 등이 사업과

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특별히 담당자의 의지가 중요

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과거보다 건강증진사업에서 지자체의 자

율성을 강화하면서 보건소 공무원 역량이 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큰 요인이라는 점에서(오영아, 2013) 보건인력의 보건사업

전문역량교육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협력 기술, 홍보 등의 공

통역량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 사례를 통해 승진

및 동기부여를 위한 보상체계의 강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환경 제도적 접근을 통한 건강증진 단일 사례의 과정상

의 특징과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사례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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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특징, 영향요인을 탐색한 결과 환경 제도적 접근을 위한 건강증

진의 전략으로 다양한 건강결정요인에의 접근, 효과적인 자원의 활

용을 위해 파트너십과 협력 기전의 사용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조율, 사업필요성의 공유 및 공동의 비전 마련, 가치로서의 건강 추

구를 위해 옹호의 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미디어 옹호

전략은 건강증진의 환경 제도적 접근의 효과를 증가시킨다. 또한 자

원, 예산, 법률, 보상체계, 업무 배정, 성과공유를 포함한 조직체계와

리더십, 담당자에 대한 투자와 역량강화, 건강증진 활동의 근거와

지속성을 마련하는 법제화, 제도화의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하

였다. 이것은 방콕 헌장의 다섯 가지 행동전략의 옹호, 투자, 역량강

화, 구제와 제도화, 파트너와 연대구축(WHO, 2005)에 대한 재확인

할 수 있었으며 각각의 행동전략이 의미하는 바를 구체화하여 건강

증진의 환경 제도적 접근에 적용되어야 한다.

2. 연구 의의 및 제한점

본 연구는 그동안 개인의 건강문제가 도시의 환경요인들과 관련

되어 있다는 것이 강조되어 왔으나 환경 제도적 접근이 잘 이루어

지지 못했던 점에서 교통, 광고 마케팅 분야에 실질적인 계획수립에

반영된 사례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공공의 영역에서 ‘가치로

서의 건강을 추구한 시의 자세, ‘건강한 공공정책’의 가능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건강증진사업이 기획, 수행

되어 지속되기까지의 과정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정성적인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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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파악하였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적 상

황에서 건강증진의 환경 제도적 접근에 도출된 과정상의 특징과 영

향요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절주분야 이외의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하지만, 연구가 2년∼2년 6개월의 과거의 사건을 심층면담을 통해

재구성하였기에 기억편견(recall bias)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

구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억편견의 최소화를 위해 연구

자료의 다양화와 참여자 확인을 거쳤다. 또한 당시 이 사업에 관련

된 전수를 연구에 참여시킬 수 없었던 한계가 있는데, 이것은 11명

의 연구참여자의 면담에서 내용의 포화가 이루어졌고, 참여자 섭외

과정에서 전화연락 중 보완정보 획득이 가능하였다.



69

참고문헌

강용민. (2014). 크로스핏 참여자의 참여 동기가 운동지속성에 미치

는 영향.(국내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교육대학원, 용인.

강은정. (2010). 건강도시 현황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63,

27-38.

강은정. (2013). 건강증진을 위한 부문 간 협력의 이해.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30(4), 17-24.

경기도청 대중교통과 보도자료. (2012.08.30). 경기도 버스, 주류광고

내린다!. [On-line] Available: https://www.gg.go.kr/archives

/1490018

고한준, & 노봉조. (2008). 버스 외부 광고의 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광고홍보학보, 10(1), 7-32.

고한준, 이종민, & 이태준. (2014). 버스외부 광고효과에 관한 연구 :

경쟁매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25(7), 187-213.

곽정미. (2012). 개인 및 소그룹 운동프로그램이 허약 노인의 건강

수준과 운동지속성에 미치는 효과 비교. (국내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대학원, 광주.

김광기. (2015). 국내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효과적 정책대안 모색.

보건복지포럼, 221, 67-78.

김성삼. (2015.01.29.). 창원시, 버스정류장 주류광고 ‘방치’. 내외일보.

[On-line] Available . http://naewoeilbo.com/detail. php?

number=92562&thread=22r05

김재진. (2011). 골프 참여자의 참여 동기가 운동지속성에 미치는



70

영향.(국내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용인.

김창엽. (1999).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에서의 부문 간 협력. 서울

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학술발표논문집, 1999(3), 41-56.

방현미. (2013). 초등학생의 식생활 교육효과와 지속성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교육대학원, 광주.

백혜진, 차수연, 남유진, & 김도훈. (2015). 뉴스프레임 유형과 정부

신뢰도가 금연정책 지지도와 금연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디

어 옹호 접근. 홍보학연구, 19(1), 1-29.

보건복지부. (2015). 2008-2014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On-line]

Available: http://health.seoul.go.kr/files/2014/08/53f6f3a01e9

314.84895445.pdf

보건복지부. (2013).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

과

보건복지부. (2011). 제 3차 국민건강종합계획

서울특별시. (2014.05.12.). 주류 광고의 옥외광고 표시제한 완화 요

청에 따른 검토의견 회시. [On-line] Available: http://opengov

.seoul.go.kr/sanction/1505326

서울시 복지건강실 건강증진과. (2012). 서울시 음주폐해 예방 종합

대책. 서울시 내부 자료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버스관리과. (2012). 시내버스 불법광고(퇴폐

주류 등) 방지대책. 서울시 내부 자료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보도자료. (2013.01.14.). 버스 외부

광고 개선해 시 재정부담 낮추고, 공익성 높인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추진반 보도자료. (2015.03.10.). 서울

시, 지하철 버스 등 『광고가이드라인』마련.



71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4). 알코올 규제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자.

시민건강증진연구소보고서

신경림, 조명옥, & 양진향. (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

자대학교 출판부.

신영전, 윤태호, 김명희, 정백근, & 서제희. (2011). 건강형평정책과

사업: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접근. 한국사회정책, 18(4),

41-77.

오영아. (2013). 건강증진사업 담당인력의 교육 훈련 방향. 제38회

보건학종합학술대회. 106-107

유승현, & 김광기. (2013). 보건소의 지역사회 건강증진 협력 모색.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30(4), 77-85.

유승현. (2009). 지역사회 건강증진 협력 개발 연구의 지향 과제.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26(4), 83-90.

유승현. (2013).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협력관계 탐색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한

국건강증진재단

이시훈. (2013). 주류광고 규제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 주류산업.

33(4), 26-29

이인열. (2012.06.09.). “서민이 서민 잡는 범죄가 酒暴... 서울서 100

명만 잡아들이면 세상이 확 다라질 겁니다” 조선일보.

[On-line] Available: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

dir/2012/06/09/2012060900210.html

이재경, 정슬기, & 김지선. (2012). 주류광고가 비음주경험 청소년

의 음주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4),

289-318.



72

이정은. (2010.06.27). 주류업계 OOH매체 집행현황. SP투데이.

[On-line] Available: http://www.sptoday.com/bbs/ board.

php?bo_table=article&wr_id=46395&sca=%BF%C1%BF%DC

%B8%C5%C3%BC%2F%B4%EB%C7%E0&p=1

이정은. (2014.04.21.). 서울시의 근거없는 임의규제에 신음하는

옥외광고업계. SP투데이. [On-line] Aailable:.http://www.

sptoday.com/bbs/board.php?bo_table=article&wr_id=54284&s

ca=%C1%A4%C3%A5/%C7%E0%C1%A4/%C1%A6%B5%B5

이태준, 이종민, & 고한준. (2014). 버스 외부 광고의 역할 및 효과

에 대한 질적 연구: 광고 실무자의 인식과 의사 결정을 중심

으로. 광고학연구, 25(3), 33-58.

장명화, 조원섭, 윤난희, 곽민선, & 유승현. (2009). 지역사회 건강

증진사업의 협력유형 분류.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26(3),

125-135.

정영호. (2009). 흡연과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 재정포럼 외부불

경제 품목 소비억제를 위한 정책개편방안 정책토론회

정영호, 최은진, 고숙자, 김은주, & 최명철. (2012). 음주로 인한 사

회경제적 비용 및 음주폐해 예방사업의 비용효과성 분석.한

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건강증진재단

정유진. (2012.12.17). 서울시, ‘아이돌 술 광고’와 전쟁 선언.

경향신문. [On-line] Available: http://news.khan.co.kr/

kh_news/art_print.html?artid=201212172223575

제갈정, 김광기, 김종민, 이재국, & 박정은. (2012). 세계보건기구 절

주사업 모니터링 대응책 모색과 절주사업 활성화 전략수립.

인제대학원대학교·한국건강증진재단.



73

제갈정, 김광기, 이지현, & 박정은. (2014). 기초자치단체별 음주기인

사망수준추계 및 음주관련 환경 관련성 관한 연구. 인제대학

원대학교·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병희. (2005).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제도적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단

조형오, & 오미영. (2009). 담배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에 대한 규

제 및 정책 홍보 방안에 대한 고찰. 보건복지포럼, 152,

59-71.

진아라. (2012). 초등학생 대상 체험식 영양교육의 효과와 지속성 연

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대학원, 광주.

질병관리본부. (2014). 제10차(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

계.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

천성수. (2004). 지역사회 절주연계 및 감시 프로그램. 절주사업 워

크샵 발표자료

홍서표. (2012.7.14.). [술에 너그러운 문화 범죄 키우는 한국] [27]

강릉시장 “경포 백사장 음주규제 조례 만들 것”. 조선일보.

[On-line] Available: http://news.chosun.com/site/data/

html_dir/2012/07/14/2012071400088.html

황준현, & 박순우. (2013). 학교보건 사업 발전을 위한 부문간 협력

방안.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30(4), 41-56.

Adeleye, O. A., & Ofili, A. N. (2010). Strengthening

intersectoral collaboration for primary health care in

developing countries: can the health sector play broader

roles?. Journal of Environmental and Public Health, 2010,

1-6



74

Andersen, P. T., Ansari, W. E., Rasmussen, H. B., & Stock, C.

(2010). Municipalities collaborating in public health: the

Danish smoking prevention and cessation partner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7(11), 3954-3971.

Anderson, P., De Bruijn, A., Angus, K., Gordon, R., & Hastings,

G. (2009). Impact of alcohol advertising and media

exposure on adolescent alcohol use: a systematic review of

longitudinal studies. Alcohol and Alcoholism, 44(3),

229-243.

Babor, T. (2010). Alcohol: no ordinary commodity: research and

public poli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 77-101.

Bristol: University of the West of England.

Bibeau, D. L., Evans, W. M., Cathorall, M. L., Miller, E., Strack,

W., & Mattocks, A. D. S. (2009). Health Promotion in the

Public Sector: A Case Study from Policy to Practice.

American Journal of Health Studies, 24(3), 331-342.

Butterfoss, F. D. (2007). Coalitions and partnerships in community

health. San Francisco: John Wiley & Sons.

Chisholm, D., Rehm, J., Van Ommeren, M., & Monteiro, M.

(2004). Reducing the global burden of hazardous alcohol

use: a comparative cost-effectiveness analysi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and Drugs, 65(6), 782-793.



75

Creswell, J. W. (2012).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Dorfman, L., & Wallack, L. (2013). Putting policy into health

communication: The role of media advocacy. In R. E. Rice

& C.K. Atkin (Eds.), Public communication campaigna.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Dowling, B., Powell, M., & Glendinning, C. (2004).

Conceptualizing successful partnership. Health and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12(4), 309-317.

Downey, L. M., Ireson, C. L., Slavova, S., & McKee, G. (2008).

Defining elements of success: A critical pathway of

coalition development. Health Promotion Practice, 9(2),

130-139.

Fleming, K., Thorson, E., & Atkin, C. K. (2004). Alcohol

Advertising Exposure and Perceptions: Links with Alcohol

Expectancies and Intentions to Drink or Drinking in

Underaged Youth and Young Adults 1.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9(1), 3-29.

Freudenberg, N., Klitzman, S., & Saegert, S. (2009). Urban health

and society: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to research and

practice. San Francisco: John Wiley & Sons.

Grube, J. W., & Wallack, L. (1994). Television beer advertising

and drinking knowledge, beliefs, and intentions among

school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4(2),



76

254-259.

Hawkins, B., Holden, C., & McCambridge, J. (2012). Alcohol

industry influence on UK alcohol policy: a new research

agenda for public health. Critical public health, 22(3),

297-305.

Hawkins, B., & Holden, C. (2014). 'Water dripping on stone'?

Industry lobbying and UK alcohol policy. Policy & Politics,

42(1), 55-70.

Holmila, M., & Warpenius, K. (2007). A study on effectiveness of

local alcohol policy: Challenges and solutions in the

PAKKA project. Drugs: Education, Prevention and Policy,

14(6), 529-541.

Jackson, S. F., Perkins, F., Khandor, E., Cordwell, L., Hamann, S.,

& Buasai, S. (2006). Integrated health promotion strategies:

a contribution to tackling current and future health

challenges.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21(suppl 1),

75-83.

Kang, E., Park, H. J., & Kim, J. E. (2011). Health impact

assessment as a strategy for intersectoral collaboratio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44(5),

201.

Konrad, E. L. (1996). A multidimensional framework for

conceptualizing human services integration initiatives. New

Directions for Evaluation, 1996(69), 5-19.

Labonte R. (1993). Health promotion and empowerment: Practice



77

frameworks. Issues in Health Promotion Series #3 Tronto:

Centre for health Promotion/ParticipACTION, Unoversity

of Toronto.

Lee, M. S,., Kim, J. R. & Kang, M. J. (2011). Implementation of

the Bangkok Charter's health promotion strategies in

Korean health promotion efforts at the municipality level.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54(10).

1081-1100.

Mattessich, P. W. (2005, September). Collaboration: What makes

it work. Plenary session presented at the 2005 Heart

Disease and Stroke Prevention Practitioners Institute:

Building and Enhancing Public Health Capacity, St. Paul,

MN.

Mattesich, P., Murray-Close, M., & Monsey, B. (2001).

Collaboration: What makes it work: A review of research

literature on factors influencing successful collaboration.

Saint Paul, MN: Amherst H. Wilder Foundation.

Minkler. M., Vasquez, V. B., Chang, C., Rubin, V., Blackwell, A.

G., Thompson. M., Flournoy. R., & Bell, J. (2008).

Promoting Healthy Public Policy through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Ten Case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Public Health and Policy Link. [On-line] Available:https:

//depts.washington.edu/ccph/pdf_files/CBPR_final.pdf.

Mitchell, S. M., & Shortell, S. M. (2000). The governance and



78

management of effective community partnerships: A

typology for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The Milbank

Quaterly, 78(2), 241-289.

Patel, H., Pettitt, M., Wilson, J. R. (2012). Factors of

collaborative working: framework for a collaboration model.

Applied Ergonomics, 43(1), 1-26.

Pluye, P., Potvin, L., & Denis, J. L. (2004). Making public

health programs last: conceptualizing sustainability.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7(2), 121-133.

Potvin, L., & Jones, C. M. (2011). Twenty-five years after the

Ottawa Charter: the critical role of health promotion for

public health.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Revue

Canadienne de Sante'e Publique, 102(4), 244-248.

Ross, L. (2011). Sustaining youth participation in a long-term

tobacco control initiative: consideration of a social justice

perspective. Youth & Society, 43(2), 681–704

Rudolph, L., Caplan, J., Ben-Moshe, K., & Dillon, L. (2013).

Health in All Policies: A Guide for State and Local

Governments. Washington, DC and Oakland, CA: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and Public Health Institute.

Schramm, W. (1971). Notes on Case Studies of Instructional

Media Projects. Working paper for the Academy for

Educational Development, Washington, DC.

Seidman, I. (2012).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for researchers in education and the social sciences. New



79

York: Teachers College Press

Swerissen, H., & Crisp, B. R. (2004). The sustainability of

health promotion interventions for different levels of social

organization.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19(1),

123-130.

Wallack, L., & Dorfman, L. (1996). Media advocacy: A strategy

for advancing policy and promoting health. Health

Education & Behavior, 23(3), 293-317.

WHO. (1986). Ottawa charter for health promotion. Geneva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05). Bangkok charter for health promotion. Geneva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0). Global strategy to reduce the harmful use of

alcohol. Geneva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4). 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and health 2014.

Geneva : World Health Organization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Europe (1997).

Twenty steps for developing a Healthy Cities project.

Copenhagen :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Woods, N. F., & Catanzaro, M. (1988). Nursing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St. Louis: Mosby.

Yin, R. K. (2014).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Yoo, S. (2010). Collaboration development factors and

consideration for community health promotion practice.



80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7(5),

73-78.

Yoo, S. (2011). Development of a collaborative community

partnership model for health promotion. Seoul.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Ⅱ  이론적 배경 및 문헌고찰                             
	1  건강증진의 환경?제도적 접근 전략                                            
	2  주류광고 규제                                                                                     
	3   건강증진의 파트너십과 협력                                                       

	Ⅲ  연구방법                                                       
	1  연구질문                                                                                           
	2  연구설계                                                                                           
	가  연구설계                                                                                   
	나  연구방법론으로서의 사례연구                                            

	3  연구참여자 선정                                                                              
	가  표집방법                                                                                   
	나  표집과정                                                                                   

	4  자료수집                                                                                           
	가  심층면담조사                                                                           
	나  현장일지                                                                                   
	다  관련문서                                                                                   

	5  자료분석                                                                                             
	가  자료분석방법                                                                             
	나  연구의 진실성 확보                                                                 

	6  연구윤리                                                                                             

	Ⅳ  연구결과                                                        
	1  사례과정                                                                                             
	가  사례 발단 당시 배경                                                               
	나  아이디어 발의                                                                           
	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                                                                 
	라  실행부서를 통한 주류광고 제거                                          
	마  주류광고 제거 이후                                                                 

	2  영향요인                                                                                             
	가  공익적 가치의 공유                                                                 
	나  행정력의 발휘                                                                           
	다  부족한 지원체계를 돌파한 개인역량                                  


	Ⅴ  논의                                                               
	1  연구 결과 고찰                                                                                
	가  사례 과정상의 특징                                                                
	나  건강증진의 환경 제도적 접근 영향요인                            

	2  연구 의의 및 제한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