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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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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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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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당시
ID

관련부문

성별

현재 상황

버스

버스

재직

주류광고

재직

주류광고

상태

업무

상태

업무

담당여부
A

서울시
건강정책국

남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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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여부
재직

○

B
C
D
E
F
G
H

서울시
건강정책국
서울시
건강정책국
서울시
버스정책과
서울시
버스정책과
서울시 건강
증진사업지원단
서울시 건강
증진사업지원단
서울시 버스
운수사업조합

×

여

재직

○

재직

여

재직

○

퇴직

×

남

×

×

재직

○

남

재직

○

재직

남

재직

○

재직

○

여

재직

○

재직

○

남

재직

○

재직

○
○

I

광고매체사

남

재직

○

재직

J

광고대행사

남

재직

○

재직

K

광고대행사

남

재직

×

재직

(부서이동)

×
(부서이동)

×
(부서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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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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진행하였다.
<표2> 심층면담 질문 구성
하위질문

주제
Ÿ

참여계기
및
진행과정

Ÿ

Ÿ

Ÿ

Ÿ
Ÿ

Ÿ

영향요인

Ÿ

Ÿ

형성과정
의 의미

Ÿ

Ÿ
Ÿ

귀하께서 ‘2012년 서울시 버스, 버스 정류소 주류광고 금
지’가 이루어지는데 참여하게 된 계기와 진행과정을 설
명해주십시오
이 일의 과정 중에서 귀하(와 소속기관/부서)의 주 역할
은 무엇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하시는 동안 주요 협력대상은 어디였고, 그 이
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이 일에 대한 소속부서/기관의 분위기는 어떠했습
니까? 이것이 일의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 일을 하시는 동안 의사결정은 주로 누가 하였습니까?
이 일에 진행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일이 잘 되도록 하는 요인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
떤 요인이 일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일을 하시는 동안 방해요인, 장애요인은 어떤 것이 있었
습니까?
일의 과정에서 흐름이 끊어졌던 적, 돌발상황이나 부딪
힌 장벽 등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극복되었습니까?
귀하의 입장에서 ‘2012년 서울시 버스, 버스정류소 주류
광고 금지’와 그 형성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로 인한 이득이 있었다면 설명해주십시오.
이로 인한 손실이나 불편이 있다면 설명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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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Ÿ

참여자
추가사항

Ÿ

Ÿ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종합해볼 때, 이 일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습니까? 얻은 교훈이 있다면 어
떤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타 부서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려면
중요한 관건은 무엇이겠습니까?(무엇이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보면 “∼∼(핵심내용 요
약하기)”라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
으신가요?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가장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
은 어떤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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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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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
label

Code
definition

not Quotation 비고
When to use When
to use

리더의
관심

리더의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지

리더의 관심,
리더의
지지가 일의
의지를
추진에 영향을 드러내는
준다는 내용 내용과 구별

리더의
전문성

가능
요인
으로
작용

리더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짐

리더의 전문적
지식이
드러난다는
내용

F:538
-546,
C:492
-493,
...
C:331
-337, A:
172-175,
...

예산의
문제

예산이 없어
문제가 됨

예산이 없어서
과거
E: 389
하기 어렵다, 절주사업에 -403, C:
예산 출처의
예산이 489-491,
문제가 있다는 없었다는
...
내용
내용과 구별

방해
요인
으로
작용

...

...

...

-

...

28

...

-

...

<표 4. 주제분석 예시>
Theme

Category
리더십의

전문성

과 관심

Sub-category

리더의 의지
리더십

부족한

업무경험

오랜 업무경험
협력 경험

담당자

사업에 대한 애착

업무 의지

사업필요성 인식

지원체계를
개인 역량

리더의 관심
리더의 전문성

담당자 업무 역량

돌파한

Code

법정업무 위주
조직체계의
움

어려

공무원

업무과다

업무부담

창의적인 업무 어려움
인력부족
책무성 저하

업무체계

업무 권한 제한
잦은 인사이동
성과공유의 제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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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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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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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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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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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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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