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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건강도시 초기 과정 탐색

: 서울시 1개 자치구 사례

이미선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전공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건강도시 사업은 2004년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현재 성숙기를 

넘어섰다고 자체 평가되고 있으나, 보건소 위주의 협소한 범위 사업, 단

기 실적 치중, 홍보성 위주 사업 등 여전히 많은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학

계의 비판도 받고 있다. 최근 국내 건강도시 연구는 벤치마킹을 위한 사

례 연구나 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질적 연구는 상대

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과정을 

탐색하여 건강도시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질적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 건강도시 사업에 착수하여 건강한 공공정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울시 1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착수 배경과 추진과정이 국내 

건강도시 발전 및 한계와 맞물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탐색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사례 자치구의 건강도시 

사업 담당자 및 협력 담당자 총 1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를 진행하

고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동시에 관련 문서를 조사하여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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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본 사례의 자치구는 단체장의 신규 취임으로 자치구의 정치

환경이 변화된 상황과 건강도시를 추진하지 않는 거의 마지막 자치구라는 

압박 상황에서 과거 서울시 건강도시 경험자의 제안으로 건강도시의 필요성

을 인식하여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강도시의 원칙적인 측면보

다는 실리적인 측면에서의 필요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추진과정에서

는 우선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하는 한계를 전문가와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명령체계의 이분화 및 외부인으로서의 한계 등이 지적

되었다. 다른 건강도시를 기존 건강증진사업과 큰 차이가 없고 성공 모델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이와 차별화하기 위하여 확고한 방향성을 정립하

고 상황 변화에 영향 없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건강도시 

직간접 경험 인력의 주도로 단체장의 지지를 얻어 건강도시 추진에 불리한 

조직 문화와 구조에 대응하여 추진되고 있어 설득력과 민주성을 갖춘 추진

력이 확인되었으나, 단체장의 제한적 관심사가 한계로 인식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 건강도시의 발전 및 한계와 맞물려 현시점에서 건강도시가 어

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건강도시 발전을 위해 극복해야 할 사항

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건강도시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

적인 단체장의 지지 즉 건강에 대한 헌신, 리더십, 적절한 전문가 활용, 부

문 간 협력을 위한 관료조직 변화 등이 필요하다.

                                             

주요어 : 건강도시, 서울시 자치구, 질적 연구, 사례 연구, 리더십, 부

문 간 협력

학  번 : 2018-2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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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건강도시는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개선하

며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모든 삶의 기능을 수행하고 최대한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확장시키는 도

시이다((Hancock & Duhl, 1988). 건강도시는 도시화에 따른 건강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WHO가 개발한 참여적 과정의 프레임워크이다(WHO, 

2015).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과도한 에너지 사용은 지구 온난화를 초

래하여 전염성 질환이나 침수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대기 등 환

경 오염은 천식 등의 환경성 질환과 유관하다. 고용, 교육, 교통 등 사회·

경제적 환경도 도시 건강문제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 과학 및 의학의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였으나 의료비 증가와 건강불평등 문제가 새

로운 문제로 제기되면서 의료적 접근법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캐

나다의 Lalonde 보고서, WHO의 Alma Ata 선언 및 Health for All 전

략 등이 기존 접근법에 대한 대응으로 출현하였다. 건강도시는 이런 신공

중보건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등장하였다(강은정, 2010).

국내 건강도시는 1996년 경기도 과천시의 시범사업을 통해 처음 도입

되었고, 2004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강원도 원주시, 경상남

도 창원시가 건강도시연맹(The Alliance for Healthy Cities)의 창립회원

으로 건강도시를 추진하였다(유승현, 2015). 2006년 8월 건강형평성 지

원, 정보공유, 국내 건강도시 사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

협의회가 서울시, 강남구, 도봉구, 성동구, 성북구 등 14개 도시를 회원으

로 발족하였다(이문재 & 윤기찬 2018; 이상대 & 김은정, 20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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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현재 100개의 도시의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있고, 특히 서울시 및 산

하 모든 자치구가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2020a). 한편, 이상대 & 김은정(2018)은 국내 건강도시 정책의 역사를 

건강도시의 태동(~2003), 도입(2004~2006.8), 확대 및 발전

(2006.8~2009), 성숙(2010~2012), 제2의 도약(2013~현재)으로 구분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3년 9월 시장방침에 따라 건강도시 사업을 계획하여 

2004년 건강도시연맹 창립회원으로 가입하였고, 2005년 1월 건강도시추

진반을 복지건강국에 신설하였다. 모든 자치구의 건강도시 가입을 목표로 

2005년에 4개 건강도시 시범구(강남구, 도봉구, 성동구, 성북구)를 선정

하였다(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2013). 서울시는 자치구 건강도시 프로

그램인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을 개발 및 보급(2005년~2012년 예

산지원, 이후 자치구 자율 추진)하여 2007~2011년 22개의 자치구로 건

강도시 사업이 확산되었다(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2020a; 서울특별시, 

2020). 2013년 건강도시 사업(건강한 생활터) 중단 이후 대부분의 자치

구가 자체 구비 예산으로 사업을 유지하였으나 사업 범위는 축소하였다

(문은숙 & 서명희, 2015). 한편 2015년부터는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

조성 지원사업 등의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20). 2013년 서울시의 예산지원 중단 이후 새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

하는 자치구가 없었으나, 2018년~2019년 은평구, 노원구, 마포구가 연이

어 건강도시 사업에 착수하였다(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2020a; 문은숙 

& 서명희, 2015)[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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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울시 건강도시 현황

최근 건강도시를 시작한 서울시 자치구 중 A 자치구는 건강복지도시

를 목표로 2018년 9월 건강도시팀을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배치(2020년 현재 

전담 3인 + 팀장 및 지원 2인)하여 추진 중이다(A구청, 2020a; A구청, 2020b). A 

자치구는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아동과 청소년의 영양·신체

활동 통합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2019년 대한민

국 건강도시상’ 공동정책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A구청, 2020a). 

B 자치구는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정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연구

를 수행 중이며 2020년 현재 2인의 전담인력으로 운영 중이고(B구청, 

2020a; B구청, 2020b), C 자치구는 건강도시를 ‘WHO 건강도시 인증’, 

‘건강도시 인증패 수여’ 등 ‘인증’으로 홍보하고 1명의 전담인력으로 시행 

중에 있다(C구청, 2020). 

국내 건강도시의 가장 두드러진 한계점으로 대다수가 실적이 수반되

는 하나의 사업이라는 좁은 의미의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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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김혜정 & 양유선, 2011), 경쟁적으로 단기적 목표에 치중하고 홍보

성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Kim et al., 2011; 김

정희, 2007).

2013년 이후 국내 연구는 외국 도시 또는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위한 

사례 연구 및 지금까지 진행된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

고 있고, 2006년 이후 연구 방법이 다양화되었으나 아직 질적 연구는 상

대적으로 부족하다(김하윤, 박명배 & 남은우, 2015; 이문재 & 윤기찬, 

2018).

따라서 지금까지 건강도시를 추진하지 않았던 서울시 자치구가 최근 

어떤 맥락에서 건강도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고, 건

강한 공공정책을 목표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 중인 A 자치구의 사례를 

통하여 국내 건강도시 발전 및 한계와 어떻게 맞물려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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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최근 건강도시 사업에 착수하여 건강한 공공정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 1개 자치구의 건강도시 사업 담당자 및 협력 

담당자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국내 건강도시의 성숙기가 

지난 시점에서 착수를 결정하게 된 배경과 국내 건강도시 발전 및 한계

와 맞물려 추진되는 과정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 자치구의 건강도시 착수 배경은 무엇이고, 착수 결정 과정

의 주체는 어떤 이유로 이 사업을 도입하였는지 탐색한다.

둘째, 국내 건강도시의 한계와 국내 지자체의 조직적 특성에 대응한 

사례 자치구의 추진 전략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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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건강도시 배경 및 추진 단계

도시화가 1980년대 이래로 가속화되면서 여러 가지 건강 및 환경 문

제가 발생하고 있다. 위생, 영양, 식품 안전, 주거 상태, 고용 상태, 교육, 

생활습관, 수입 등 도시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환경인 건강결정요인이 

도시 인구의 건강상태를 좌우한다. 건강도시는 생활 환경 개선하고 더 나

은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시 인구의 건강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WHO, 2000; WHO, 2016). 대학, 정부 기관, WHO가 공동으로 도시

계획과 공중보건을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도시 사업을 개발하였고 

1986년 WHO 유럽 사무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도시화로 인

해 등장한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적 불평등을 다루고 있다(de 

Leeuw & Simos, 2017; WHO, 1997; WHO, 2015), 

건강도시 개념은 WHO의 모든 정책에서의 건강에 기반을 두고 있어 

건강 정책을 인식 향상, 동원, 지역사회 참여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 

있고 지방정부의 공중보건에서의 역할을 강조한다(Hancock, 1993; 

Kenzer, 2000에서 재인용; Werna et al, 1999). 즉 건강도시 개념은 지

방 수준에서의 자원 동원과 관련된 기술적인 측면과 더 폭넓은 참여와 

관련된 대의적인 측면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WHO, 1996).

WHO는 건강도시의 공통 특징으로 건강에 대한 헌신, 정치적인 의사

결정, 다부문 실행, 지역사회 참여, 혁신, 건강한 공공정책을 들고 있고

(WHO, 1997). 지방정부에 대해서 우수한 도시 거버넌스, 정책 일관성-

모든 정책에 건강(HiAP), 불평등 감소,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WHO, 

2015). 또한, 건강증진사업과 구분되는 건강도시 사업의 특징을 건강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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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부문 간 조정, 지역사회 참여, 비전개발, 정치적 헌신, 세팅 접근으로 

제시하였다(WHO, 2000). 

건강도시는 단계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WHO 유럽 지역사무소는 건

강도시 사업 발전에 있어 필수적인 20단계를 착수 단계, 조직화 단계, 실

행단계의 3단계로 크게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실제로는 세 단계가 서

로 겹쳐서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WHO, 1997).[그림2] 착수 단계에서

는 지지그룹을 구축하고, 건강도시 개념을 이해하고 해당 도시에 대한 이

해가 필요하다. 또한, 재원을 확보하고 조직을 결정하고 제안서를 준비하

여 승인을 받는 등 착수하기 위한 과정이 해당된다. 사업이 승인되면 본

격적인 단계로 진입한다. 두 번째 단계인 조직화 단계에서는 운영위원회

를 구성하고 건강도시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한다. 사업이 작용하는 환

경을 분석하여 사업을 정의하고 전략 수립, 역량 강화 등의 단계를 거친

다. 세 번째 단계는 실행단계로 효과적인 사업 성과에 필수적인 건강도시 

사업의 6가지 결과 영역으로 구분된다. 건강 인식 강화, 혁신, 전략적 계

획, 다부문 활동, 건강한 공공정책, 지역사회 참여가 여기에 해당된다

(WHO, 1997). 한편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소 역시 건강도시 사업개

발의 공통적인 단계를 크게 3단계로 제시하였다. WHO 유럽 지역사무소

와 1단계와 2단계는 유사하지만, 순서를 일부 다르게 구분하였고, 특징적

으로 모니터링과 평가 및 실행계획 수정을 언급하고 있다(WHO, 2000). 

Tsouros (2009)에 따르면 공공 건강 체계를 건강도시 모델에 맞춰 개혁

하는데 4-8년이 소요되고, 이 중 중간 단계인 전략 단계까지는 1-2년, 

구조 및 과정 단계까지는 총 2-4년, 건강한 공공 정책 수립까지 진행되

기 위해서는 총 3-6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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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건강도시 사업 3단계 발달과정(WHO, 1997)

문헌을 종합하면, 건강도시 사업은 건강증진사업과 달리 거버넌스, 다

부문 실행(부문 간 협력), 지역사회 참여, 혁신, 건강한 공공정책(모든 정

책에 건강; HiAP), 정치적 헌신(건강 옹호, 건강에 대한 헌신) 등을 특징

으로 하고, 착수 단계, 조직화 단계, 실행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체계가 

확립되는데 4-8년이 소요되는 과정이다. 본 연구의 건강도시 사례는 착

수 및 조직화 단계를 거쳐 실행 단계 직전에 놓여 있고, 일반적으로 이 

과정에는 2-4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사례의 추진과

정을 통하여 앞서 언급한 건강도시의 원칙과 요소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

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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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건강도시 초기 과정 연구

건강도시의 전제조건으로 리더십, 비전 및 전략, 구조 및 과정, 네트워

크가 제시되었고(de Leeuw et al, 2015),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높은 수

준의 정치적 헌신은 건강도시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수

적이라고 많은 문헌에서 강조하고 있다(Boonekamp et al., 1999; 

Goumans & Springett, 1997; Harpham, Burton, & Blue, 2001; 

Werna et al. 1998; WHO, 2019). 리더십은 자원 동원, 건강도시 위원

회의 대표, 사업 참여 등을 통해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헌신을 표출한다

(Harpham, Burton, & Blue, 2001). 특히 건강도시 초기 과정에서도 정

치적인 헌신이 필수적인 조건으로 작용하여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였다

(Fryer, 1988; Goumans & Springett, 1997; Kegler, Norton, & 

Aronson, 2008). Kegler, Norton, & Aronson (2008)에 따르면 사업 주

체, 리더 및 관련 네트워크의 평판 및 영향력, 리더의 헌신 및 지속성, 

현실적이고 강력한 요구에 부응하는 시기적절함이 중요하였다. Fryer 

(1988)는 공중보건에 대한 정치적 기반을 확보한 후 보건 부서를 재조직

화하고 조직철학과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 냈으며, 이 변화를 유지하기 위

해 조직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정치적인 헌신은 건

강 관련 연합과 운동가들의 로비와 압력으로 공고히 되었다고 언급하였

다. 한편 Goumans & Springett (1997)은 건강도시에 대한 정치적 헌신

은 구조, 정기적인 회의, 프로젝트 개발, 건강도시 인력 고용 등에서 가시

적으로 주로 확인되지만, 이 경우는 실질적이라기보다 상징적이라 확고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건강도시 사업은 무엇이 건강을 창출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특징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는데, 즉 건

강도시 사업을 통해 정치인들이 공공의 건강에 대한 그들의 역할을 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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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조 및 과정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Goumans & Springett (1997)는 

건강도시 사업이 건강 지향적인 공공정책 개발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작

용하는 주요 요인 중 건강을 주류 활동으로 보는 공식 기구의 개발을 강

조하였다. 이 공식 기구 개발 초기 단계에서 대부분 운영위원회를 구축하

는데, 단점이 명백해서 일부 도시들에서는 결국 폐지되기도 했다고 설명

하였다. 따라서 실행 수준에서의 현실적인 협력, 사업 담당자나 관리자의 

참여, 건강도시 사업을 주류 구조에 통합하려는 시도 등을 통해 이런 공

식 기구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인력, 시설, 보조금, 기술적 지원 프로그램 등의 조직 자원, 지

역사회 진단 및 실행계획 과정에서 얻은 지식이 중요하였고, 건강과 복지 

관련 정책 결정의 근거자료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다(Elfeky, 2019; 

Kegler, Norton, & Aronson, 2008). 한편 관련 정보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충분히 전파하여 건강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개념 이해를 높일 필요

가 있으며, 건강도시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사업에 포함되어 담당자가 

건강도시 프로젝트 업무를 추가 부담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고 설명하고 있다(Werna & Harpham, 1996). 담당자는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담당자의 역량강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위험하고 조직적인 

역량강화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Harpham, 

Burton, & Blue, 2001).

한편 예산, 시간, 인력 자원의 제한 및 역량 부족, 직원 고용과 관리문

제가 건강도시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Harpham, Burton, & 

Blue, 2001; Kegler, Norton, & Aronson, 2008), 보건 및 개발 분야의 

필수적인 요소로 건강도시 사업의 개념과 방법론이 제도화하는 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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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지방 수준의 자료와 근거가 부족하며 보건정보체계가 주로 사망

률 및 이환율에 집중되어있다는 문제점이 제시되었다(Elfeky et al., 

2019). 한편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가 리더십으로부터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지를 획득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언급하였다(Harpham, Burton, & 

Blue, 2001).

Werna & Harpham (1996)은 건강도시 프로젝트 가장 초기 시기를 

점검하는 것은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참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잠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바로잡는 데 중요하다는 필요성에서 건강도시 프로젝트 

첫 1년 동안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지방정부의 관례적인 조직, 개

념 이해, 정부의 역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정당 문제) 등이 한계

점과 관련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특히 정부의 구조적 측면에 대한 문제와 

추세 변화를 언급하였다. 즉 전통적인 지방정부의 구조는 공공 관료체계

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는 구획화된 행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요즘은 

부문 간 협력뿐만 아니라 각 영역과 서비스의 통합을 강조하는 유연한 

관리 구조로 변하는 추세라고 지적하고 있고 건강도시 프로젝트는 이런 

추세 변화에 강하게 근거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다른 연구(Kegler, 

Norton, & Aronson, 2008)에서도 지역의 정치경제와 관료적 기관을 사

업의 통제를 넘어서는 지역사회 맥락으로 분류하였다. Baum (1993)은 

건강도시 사업이 갈등을 통한 변화를 강조하는 급진적인 사회운동의 성

격을 띠지만 운영은 관료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

강도시 사업을 정부기관에서 분리하여 운영하거나 정부기관 내에 있되 

기관 내외부로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네트워크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유럽의 건강도시 사업은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수행되나 학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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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비정부기구와의 협력을 필요로 하였다(Green et al., 2009; Hu & 

Kuo, 2016). 호주 퀸즈랜드 역시 지방정부와 지역 대학이 긴밀한 협력체

계를 유지하였고 건강도시 네트워크가 지역대학 연구소에 위치하여 중립

적인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였다(Davey, 2005). 한편 Baum (1993)은 모

든 전문가는 양날의 검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긍정적인 

면으로 전문적인 역량과 윤리와 기술에 전문적인 코드를 제공할 수 있지

만, 반면 전문가가 적절한 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보호주의

(paternalism),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 또는 사람들을 동의하도록 

설득하는 데는 능하나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능력은 부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Ottawa Charter에 의해 주창된 건강증진 방식이 특히 전문

가에 대한 강한 필요성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지식, 권력 및 통제권을 내

려놓기를 원하지 않고 실질적이고 영속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전문

가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Duhl & Sanchez (1999)는 전문가 

양성 교육이 점점 더 분화되면서 전문가들이 사회적인 문제의 복잡성을 

다루는 데 필요한 폭넓은 기술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협력연합을 구축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건강도시 사업의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는 정책 의제 설정

과 관련이 있다. 어떤 문제가 왜 정책 의제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Kingdon은 ‘세 가지 흐름’ 이론 모형을 제시하였다. 문제 흐름, 정

치 흐름, 정책 흐름이라는 세 가지 독립된 흐름이 만나면서 동시에 중요

한 ‘기회의 창’이 열릴 때만 정책은 채택될 수 있다. 문제 흐름은 왜 어

떤 문제가 다른 문제보다 더 정부의 관심을 획득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눈에 띄는 지표가 확인되거나 사건이 주의를 끄는 등 정부가 상황을 파

악하고 문제로 규정하게 된다. 정치 흐름에는 특정 시각을 지니고 특정한 

문제를 드러내는 조직적인 이익집단이라는 보이는 참여자와 주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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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숨어있는 참여자가 관여한다. 후자의 경우는 문제를 의제화하는 것보

다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을 주로 하게 된다. 정책 흐름은 문제와 정치

를 고려하는데 여러 대안 중에서 기술적 가능성, 기존가치와의 조화, 제

약 조건, 대중의 수용성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대안을 선정한다. 이 

세 가지 흐름이 독립적으로 진행되다가 모두 만나서 하나가 되면 창이 

열리고 정책의제가 결정된다. 세 가지 흐름이 만나는 과정에는 특정인의 

역할, 언론의 관심, 위기, 연구결과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의

제가 결정되는 과정은 선후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래전에 만들어져 

지지를 받았지만 선택되지는 못하다가 어떤 기회에 선택이 되는 대안도 

있다(Kingdon, 1984; Walt & 김창엽, 2016에서 재인용). 한편, de 

Leeuw (1999)는 건강도시 사업에서 변혁의 주도자로서의 정책기업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국외 건강도시 이론 및 사례 문헌을 고찰한 결과 건강도시 사업 초기

에는 정치적인 헌신, 리더십, 자원, 지식 및 역량, 협력 등이 중요한 것으

로 거론되고 있다. 장애 요인으로 관료체계 등이 제시되었고, 전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또한, 건강도시 사업 착수 결정 및 정책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내 사례의 추진과정

과 비교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

3. 국내 건강도시 현황 및 연구 현황 

우리나라 건강도시는 대부분 보건소 같은 보건행정부서에서 건강도시

를 담당하고 있고, 일부 기획예산부서, 건강체육부서 등 일반행정 부서에

서 담당하고 있다(강은정, 2010; 강은정, 김은정 & 김건엽, 2017; 한국

건강증진재단, 2010). 연도별로 변화가 있었으나, 전담인력이 1명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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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과반수 이상이었고 전담인력과 건강도시팀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도 약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약 90%에서 건강도시 수행의 기본요건

을 담은 건강도시 조례를 제정하였다(강은정, 김은정 & 김건엽, 2017; 

오유미, 김혜정 & 홍경수, 2011; 한국건강증진재단, 2010). 한편 건강도

시 사업 외 타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전담하는 경우보다 많다는 보고

도 있다(남은우 외, 2009).

국내 건강도시 사업은 자치단체장의 자발적인 참여 의사에 따라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였고, 급속한 확산을 첫 번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내려오는 하달방식(top-down)으로 시작되

지 않고 자발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유럽건강

도시는 기반조성을 한 이후에 네크워크에 가입하지만, 우리나라 건강도시

는 먼저 네트워크 가입하고 건강도시를 선포하면서 준비 과정을 시작하

고 있다. 국내 건강도시는 건강도시 프로파일과 건강도시 계획이 준비된 

이후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진희, 2012; 남은우, 2007; 남

은우 외, 2009; 오유미, 김혜정 & 양유선, 2011).

두 번째 특징은 건강도시 사업이 보건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

이다. 건강도시 담당부서가 대부분 보건소에 위치하여 있고, 보건소 기존 

사업인 건강증진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역사회 

의견수렴 및 참여가 낮다. 또한, 보건행정 부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건

강형평성이나 건강영향평가가 폭넓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강창범, 

2017; 오유미, 김혜정 & 양유선, 2011) 이렇게 협소한 범위의 건강도시 

사업이 추진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건강증진사업과 건강도시사업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오유미, 김혜정 & 홍경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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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특징으로 학계와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들 수 있다. 지자체는 

건강도시 사업 추진 경험이 없고 전문 인력도 없기 때문에 학계나 연구

기관의 보건의료 전문가 자문 또는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대부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김진희, 2012; 남은우, 2007; 오유미, 김혜정 & 양유선, 

2011).

한편 국내 건강도시 사업은 여러 가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빠른 

속도로 건강도시가 확산되었으나 내용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아(강

은정, 2010),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필수적이고 공통적인 부분이 결여된 

채로 유사한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오유미, 김혜정 & 

양유선, 2011). 개념으로서의 건강도시와 실제 사업으로서의 건강도시에 

혼동이 있고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

하였다(Kim et al., 2011; 유승현 2015). 이런 이유로 대다수의 우리나라

의 건강도시는 실적이 수반되는 하나의 사업이라는 좁은 의미의 건강도

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오유미, 김혜정 & 홍경수, 

2011). 경쟁적으로 단기적 목표에 치중하고 홍보성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Kim et al., 2011; 김정희, 2007), WHO가 지향하는 건강도시의 가

치나 목표 등은 무시하고 인증사업으로 잘못 도입·확산되어 추진 중이라

는 비판도 있다(문은숙 & 서명희, 2015). 인사이동이 잦은 조직 특성상 

역량, 협력관계 등이 누적되기 어렵고(강은정, 김은정 & 김건엽, 2017; 

오유미, 김혜정 & 양유선, 2011) 단체장이 바뀌면서 정치적 지지에 변동

이 있거나 지자체 행정부서의 관심 정도가 자치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변

이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김정민 & 고광욱, 2009). 따라서 강창범(2017)

은 건강도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단체장의 영향력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전반적으로 환경적 역량 수준이 낮으며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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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보다 조직적, 환경적 역량 평균점이 낮으므로 효과적인 건강도시 사

업 추진을 위해 조직적 역량과 환경적 역량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김정민 & 고광욱, 2009).

국내 건강도시 초기 과정에서의 영향요인으로 최진도(2011)는 공무원

의 정책 홍보 등 공무원의 태도, 참여 의지, 지자체장 및 협력대학의 의

지와 단체 수 등 지자체장 및 협력대학의 역량이 거버넌스 구축에 영향

을 주었다고 언급하였다. 심보람 외(2013)는 투입 인력, 사업 예산, 유관

기관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자문위원회 구성, 다양한 홍보 사업, 지역

사회 기관 및 대학과 협력체계 구축을 초기 단계 영향요인으로 들었다. 

지자체가 목표와 비전을 명확히 하고 지역민과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해

야 하고(채정은 & 변병설, 2009), 지역의 문제를 인식하고 조례 제정, 위

원회 설치, 전담부서 설치 등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남은

우 외, 2009). 오유미, 김혜정 & 양유선(2011)은 건강도시의 지속성 확

보에 정책결정자의 건강도시에 대한 이해와 사업수행부서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국내 문헌을 고찰한 결과 단체장의 의지, 지역사회 기관 및 대학과의 

협력체계, 투입 인력, 예산, 자문위원회 구성, 홍보 등이 초기에 주요하게 

확인되었다. 한편 건강도시 사업 운영에 대한 다각도의 비판이 있었고, 

외연에 집중한 사례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의 외국 사례 연구가 대부분

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건강도시 사례에 대한 질적연구를 통해 

국내 건강도시의 비판 및 한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현시점에서 어떻

게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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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서울시 대다수의 자치구가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 중인 상

황에서 2018년 8월 처음으로 건강도시 사업에 착수하여 추진 중인 서울

시 1개 자치구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단일 사례 연구(single case 

study)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의 건강도시 추진과정을 탐색하여 국내 

건강도시의 발전과 한계와 맞물려 서울시 1개 자치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심층면담조사와 문서조사를 통해 자

료를 수집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2. 자료 수집

심층면담은 타인의 생생한 경험과 그 경험이 만들어 내는 의미를 이

해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연구참여자의 행동을 그 행동이 일어

난 맥락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연구참여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Seidman, 2012). 심층면담은 연구참여자의 주관적 인식과 그 인

식을 형성하게 된 배경 맥락을 이해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

다(김영천, 2016).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미리 준비한 일련의 조직화된 

질문을 한 다음 더 풍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더 

깊게 연구참여자의 반응을 이끌어 내는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 방식(김영천, 2016)으로 개인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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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집 방법 및 과정

연구참여자는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2018년 처음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하여 건강도시를 추진 

중인 서울시 1개 자치구를 선택하였고 건강도시 사업 관련 담당자(전임 

포함), 책임자, 및 기관 내·외부 협력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기관장

의 연구 수행 허락서를 받은 이후에 연구참여자 모집문건을 전체 관련 

대상자에게 발송하여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다. 초기 참여자 선정은 초점

대상자(focal point)로부터 시작하였고 기관 내·외부 협력 담당자를 눈덩

이표집(snowballing method)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추천을 받아 확대하여 

모집하였다. 참여자 모집을 통해 연구 참여에 자발적 의사를 밝힌 자만 

선정하였다.

본 사례 자치구의 건강도시 사업 담당자(전임자 및 책임자 포함) 및 

기관 내외부 협력담당자는 총 16명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12명이 연구 

참여에 동의하여 진행하였다<표1>. 건강도시 사업 담당자는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 과거 업무를 수행한 전임자, 팀장 이상급 책임자로 설

정하였다. 눈덩이 표집방법(snowballing method)을 사용하여 연구참여자

에게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음 심층면담자(협력 담당자)를 추천받

아 연구대상을 확대하였다. 협력 담당자는 사업 담당자와 회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면서 사례 자치구의 건강도시 업무에 협력하고 있

는 기관 내부의 다른 업무 담당자 및 협력기관 담당자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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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연구참여자 현황(명)

나.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진행되었다. 

관련 문서를 수집하였으며, 심층면담조사와 함께 현장일지를 기록하였고 

면담 내용 및 연구참여자의 도움을 토대로 관련 자료를 추가 수집하였다. 

1) 심층면담조사 진행 절차

심층면담조사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소개한 이후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참여자를 대상으로 2020년 3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최종 

승인 이후 2020년 4월부터 5월까지 진행하였고, 6월에 1건의 추가 조사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에 따른 국가 지침에 의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전화면담으로 진행하였으며 국가 지침이 변경된 이후 면담 1건은 방역지침

을 준수하면서 대면면담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자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장소

(주로 사무실)에서 전화면담을 진행하였고, 대면면담은 참여자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장소에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전화면담의 경우 사전에 상세한 연

구의 목적과 내용, 연구의 진행 방식과 과정 등을 설명하고 최종적인 참여 

본 자치구 
건강도시 사업 

관련 경력

직급
소계

팀장 이상 직원급

6개월 이상 3 2 5

6개월 미만 1 2 3

협력(6개월 이상) 2 2 4

소계 6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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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확인한 이후 서명한 연구참여자용 설명서와 동의서를 온라인으로 송

부받았다. 대면면담의 경우는 면담 전에 상세히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고 최

종적인 참여 의사를 확인한 이후 연구참여자용 설명서와 동의서를 작성하였

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디지털 녹음기로 녹음하였고 대화 중 

녹음 중단을 요청하고 자료로서의 활용을 거부한 부분은 녹음을 중단하고 

참고사항만 필기로 기록하였다. 추가 조사는 온라인 대화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1회 이루어졌고, 미리 추가 조사 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하였고, 자료로 

활용할 부분을 동의를 얻어 기록하였다. 전화면담의 경우 녹음으로 파악할 

수 없는 면담 전후의 상황이나 면담 분위기를 기록하기 위하여 전화면담일

지를 작성하였고 대면면담은 비언어적 행동과 면담 분위기를 현장일지에 기

록하였다. 이외에도 일지의 주요 내용은 참여자의 추천인, 면담 내용 중 이

해하지 못한 부분, 다른 면담에서 알아봐야 할 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

사는 참여자가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여 참여자당 1회씩 조사하였

고, 녹음 기준으로 15분에서 70분이 소요되었다.

2) 심층면담조사 질문 내용 

심층면담은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사

업 담당자와 협력 담당자별로 다음 <표2>,<표3>의 질문지를 토대로 진행

하였다.

<표2> 사업 담당자 심층면담 질문지

구분 조사 질문

사업 배경

Ÿ 본 자치구 건강도시가 전개된 과정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도시가 시작하게 된 계기와 목적에 대해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 보건소 내 현재 건강도시 

추진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었고 이렇게 구성하게 된 이유

를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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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귀하는 본 자치구 건강도시의 이런 전개 과정에서 무슨 

목적의 어떠한 업무부터 담당하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십시

오.
Ÿ 사업 초기 보건소 및 구청의 사업 진행 상황과 분위기에 

대해 아시는 바나 들은 바를 말씀해주십시오. 이것이 본 

자치구의 건강도시 진행 과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

니까? 주었다면 어떤 영향입니까? (6개월 이내 담당자의 

경우 배치 이후)

추진 요인 

및 전략

Ÿ 그렇다면 현재 보건소 및 구청의 사업 진행 상황과 분위

기는 어떻습니까?
Ÿ 전체 전략에서 주안점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은 무엇입니

까?
Ÿ 본 자치구의 건강도시를 진행하는 데 있어 업무 관련 연

락을 주고받는 내외부 기관이나 담당자가 있습니까? 무슨 

안건으로 주로 협력 중이신지 말씀해주세요.
Ÿ 협력 과정에서 도움이 됐던 사건이나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셨습니까?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점이 있습니까?
Ÿ 협력 과정에서 불편했던 사건이나 예를 말씀해주세요. 불

편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당시 어

려움에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Ÿ 건강도시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전체적인 협

력체계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Ÿ 본 자치구 건강도시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각 어느 정

도 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Ÿ 건강도시에 대한 이해도 면에서 전후 어떤 차이가 있습니

까? 이해도 변화에 무엇이 영향을 주었습니까?

의미

및 기대점

Ÿ 보건소에 있어서 건강도시는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

까?
Ÿ 건강도시를 통해 본 자치구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

하십니까?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Ÿ 마지막으로 연구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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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협력 담당자 심층면담 질문지

실제 면담조사 중에는 참여자의 응답 내용에 따라 질문 순서를 변경

하거나 질문을 생략하는 방식으로 참여자의 상황에 맞춰 진행하였다. 연

구참여자가 추가로 더 답변할 내용이 없는지 확인한 후 면담을 종료하였

다. 녹취한 면담 내용은 전사하였으며 내용의 정확성을 다시 확인하였다. 

1건의 추가 조사의 경우 질문지의 일부 질문에 대한 추가 답변을 듣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자료분석 방법으로 심층면담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Creswell, 2014). 자료분석은 다음의 6단계에 

구분 조사 질문

사업 배경

Ÿ 본 자치구의 건강도시가 전개된 과정을 아시는 대로 말씀

해주십시오. (본 자치구의 건강도시가 시작하게 된 계기와 

목적에 대해 들은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추진 요인 

및 전략

Ÿ 귀하는 본 자치구 건강도시의 이런 전개 과정에서 무슨 

목적의 어떠한 업무부터 본 자치구 담당자와 협력하고 있

는지 말씀해주십시오.
Ÿ 협력 과정에서 도움이 됐던 사건이나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셨습니까? 더 도움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점이 있습니까?
Ÿ 협력 과정에서 불편했던 사건이나 예를 말씀해주세요. 불

편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당시 어

려움에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Ÿ 본 자치구 건강도시의 실현을 위해 협력과정에서 개선해

야 할 점이나 필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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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진행하였다. 우선 분석할 자료를 조직하고 준비하였다. 면담 내용을 

전사하고, 자료를 눈으로 간단히 보고, 기타 수집한 자료를 목록화하고 

정리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모든 자료를 읽고 확인하였다. 전사자료

를 여러 차례 읽고 자료의 전반적인 의미를 반추하면서 메모를 기록하고 

자료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기록했다. 세 번째 단계로 자료를 코딩하였

다. 코딩은 자료를 덩어리로 묶음으로써 자료를 조직하여 범주를 만들고, 

범주에 이름을 붙이는 과정이다(Rossman & Rallis, 2012). 참여자가 실

제로 사용한 언어를 주로 사용하여 코딩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자료코딩

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전에 결정된 코드를 담은 목록표인 질적 코

드북을 작성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코딩절차를 사용하여 장소나 사

람에 대한 기술, 분석을 위한 카테고리를 생성하였다. 다섯 번째 단계에

서는 서술이 질적 내러티브에서 어떻게 표현될 것인지 고민하였다. 사례

의 발생순이나 언급된 비중이 높은 순 또는 상호 연관된 내용으로 논의

를 고민하였고 정리한 내용을 표로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해석

하였다. 자료로부터 의미를 도출하고 내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인용구를 

선정하고 자료와 결과를 검토하였다.

4.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Lincoln & Cuba (1985)

의 질적연구 평가 기준인 정확성(credibility), 이전가능성(transferability), 

의존가능성(dependability), 확증가능성(confirmability)의 측면에서 검토하

였다. 면담 과정 중 연구참여자의 응답에 대해 연구자가 이해한 것을 말

하고 확인받아 내용의 정확성(credibility)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다른 맥

락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기술하여 연구결과를 공감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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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여 이전가능성(transferability)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자료

를 반복적으로 분석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모집

과정과 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의 연구과정을 기록하여 연구과정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의존가능성(dependability)을 높이고자 하였다. 결과에 대한 

모든 편견을 배제하기 위해 질적연구 전 과정을 반성적인(reflective) 생각

을 통해 진행했고 수집된 자료, 면담일지를 분석에 반영하였으며 연구자

의 주관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면담내용을 반복 청취하여 확증가능성

(confirmability)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5. 연구 윤리

본 연구는 연구 전 과정에 대하여 2020년 3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

원회의 최종 승인(IRB No. 2004/001-006)을 받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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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연구참여자의 특성

본 연구는 서울시 1개 자치구의 건강도시 착수 배경 및 사업 과정 탐

색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 연구로 그 특성상 관련 대상자가 한정적이었다.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직급이나 사례 자치구에서의 건강도시 사업 

경력에 편중이 없도록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

하기 위하여 사례 자치구의 건강도시 사업 경력을 정확한 수치가 아닌 6

개월 이상, 6개월 미만으로 나누어 <표4>에 표기하였다. 

심층면담조사를 통해 확인한 본 사례의 관련 대상자는 총 16명으로 

이 중 총 12명이 심층면담조사에 동의하여 진행하였다. 관련 대상자 총 

16명 중 심층면담조사 당시의 사업 담당자가 총 8명(팀장 이상급 5명, 

직원급 3명)이었고, 사업 전임자는 총 4명(팀장 이상급 1명, 직원급 3명)

이었으며, 건강도시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내·외부 기관의 협력 담당자는 4명이었다. 사업 전임자 2명(6

개월 이상 1명, 6개월 미만 1명)과 단체장급 2명(6개월 이상)은 포함되지 

못하여 최종 12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를 진행하였다. 

최종 12명 중 건강도시 사업 담당자는 팀장 이상급 4명과 직원급 4명이

었고, 협력 담당자는 총 4명이었다.

확인된 관련 대상자의 분포를 확인했을 때 직원급 담당자 중 전임자 

1명만 본 사례 자치구에서의 건강도시 경력이 1년이었고, 직원급 전·현직 

담당자 절반의 경력이 6개월도 되지 않아 인력이동이 잦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팀장 이상급(기관장 및 단체장급 포함)은 대부분 건강도

시 착수 시기부터 현재까지 변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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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시 협력 담당자(내·외부 기관 근무)는 본 사례 자치구의 건강도

시 사업과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사업에 협력하는 관

련자로 모집하였고, 내·외부 기관 근무자로 연구 또는 사업 계획 및 전략

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협조 또는 자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4> 연구참여자 특성(연구참여자(명)/총 관련 대상자(명))

본 자치구 
건강도시  
관련 경력

직급
소계

팀장 이상급 직원급

6개월 이상 3/5 2/3 5/8

6개월 미만 1/1 2/3 3/4

협력(6개월 이상) 2/2 2/2 4/4

소계 6/8 6/8 12/16



- 27 -

2. 분석 결과

서울시 1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건강도시 착수 배경 및 추진과정을 탐

색하기 위하여 실시한 심층면담조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41개의 하

위범주, 17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분석한 결과를 ‘착수 배경’, ‘국내 건

강도시의 한계와 조직 특성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나누어 심층면담조사

와 수집한 문서를 바탕으로 서술하였다.

가. 착수 배경

본 연구 사례의 착수 결정 단계에서 총 13개의 하위범주와 7개의 범주

가 추출되었다. 이를 공통 특징으로 재분류하여 ‘자치구의 정치환경 변화’, 

‘서울시 건강도시 가입 자치구의 변화에 따른 압박’, ‘건강도시 경험자의 

제안으로 건강도시 취지 이해 및 필요성 인식’의 3가지 주요 항목을 확인

하였다<표5>.

<표5> 심층면담조사 분석 결과–착수 배경

구분 범주 하위범주

자치구의 

정치환경 변화

단체장 및 

부구청장 신규 

취임

민선 7기 단체장 신규 취임

부구청장 서울시에서 인사이동

단체장의 

건강에 대한 

정치적 관심

건강복지 분야 공약

‘건강수명 백세도시’를 위한 

사업 필요

전임 단체장과 

차별을 위한 

고민

인수위부터 주민 위주 사업 고려

보건 분야 차별화된 비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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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구의 정치환경 변화

단체장의 신규 취임에 따른 자치구의 정치적 변화가 본 사례의 건강

도시 사업 착수 배경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단체장급의 변화와 함께 

전임과의 차별화를 위해 건강에 대한 정치적인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보

인다. 2018년 7월 민선 7기 단체장이 새로 선출되었고, 서울시로부터 사

례 자치구로 부구청장의 인사이동이 있는 등 자치구의 정치적 변화를 경

험하면서 본 사례의 건강도시 사업이 시작한 것으로 참여자들은 인식하

고 있었다. 심층면담조사 이전의 사전 조사 결과 본 사례의 자치구는 과

거에 건강도시 사업을 검토한 적이 있었으나 착수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이 시기에 처음으로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건강도시 

가입 자치구의 

변화에 따른 

압박

실질적으로 마지막 자치구

신임 단체장의 

타 자치구 

건강도시 검토

인수위에서 건강도시 검토 및 보고

‘남들 다 한다고 해야 하나’ 고민

건강도시 

경험자의 

제안으로 

건강도시 취지 

이해 및 

필요성 인식

부구청장의 

건강도시 도입 

건의

과거 서울시에서 건강도시 

활발 추진 시기에 간접 경험

과거 유행에 좋은 인상

건강도시 사업 

통해 

백세 건강도시 

구현 목표 

수립

건강도시의 취지 이해

단체장이 다른 지자체 사례로 

필요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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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그동안� 안� 하고� 있다가� 구청장님이� 바뀌셨어요. 구청장님이� 새로� 오셨고� 그러
면서�부구청장님이�같이�서울시에서�오셨거든요.” (참여자� 2)

“이�사업의�시작은�민선7기� ***구청장님이�취임하시면서�우리� 공약사업으로�일단은�이�
사업을�이제�공표하셨고” (참여자� 5)

신임 단체장의 건강에 대한 정치적인 관심이 수집한 자료와 연구참여자

들의 언급에서 확인되었다. 선거 시기에 단체장은 6개 분야 공약사항 중 

‘나눔이 있는 따뜻한 건강복지도시’를 건강복지 분야로 제시하였고(A구

청, 2020c), 단체장 공약사업 6개 분야 70대 과제 목록에 ‘100세 건강도

시 조성’이 속해있었다(A구청, 2020d). 한편 참여자들은 단체장 취임 이

후 ‘건강수명 백세도시’(사업 초기 명칭)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고 응답하였고, 단체장이 건강 또는 신체활동에 관심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업 초기 명칭과 공약의 정치적 특징으로 짐작했을 때 단체장이 

노년층 건강에 정치적 관심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본 사례의 건강도시 

사업은 노년층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공약과제에서 출발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냥� 건강� 백세. 건강한� 건강도시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참여자� 1)

“보건� 분야에서�건강� 그� 주민들의� 건강� 요즘� 이제� 백세시대인데� 이제� 건강수명을� 위한�
그러니까� 건강수명� 백세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필요성을�

갖게�되셨고” (참여자� 11)

신규 취임 이후 인수위원회 시기부터 전임 단체장과 차별화된 주민 

대상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특히 보건 분야에서 차별화된 비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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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취임 후 전임과의 차별화라는 

의례적인 절차로 주민에게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이 고려된 상황이고 보

건 분야가 복지 분야와 묶여서 고려된 상황이기는 하나, 자치구 수준에서

도 보건 분야가 한 축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었던 것으로 판단

된다. 

“새로� 취임을� 하시면서� 이제� 각� 분야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좀� 더� 제대로� 주민� 위주의�
사업을� 이제� 사업을� 해보시고� 싶은� 고민들을� 하셨었고� 인수위부터� 준비를� 하셨는데.” 
(참여자� 11)

“뭔가� 그� 전� 구청장님과�다르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싶은데� 보건사업�쪽에서는� 건강
도시로�우리의�보건의�비전을�가져보자�하는�의미로�알았고.” (참여자� 4)

2) 서울시 건강도시 가입 자치구의 변화에 따른 압박

서울시 거의 모든 자치구가 건강도시를 추진하게 된 상황적 압박이 

착수 계기로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자치

구가 거의 없다는 점이 신규 단체장의 취임 이후 검토에서 부각된 것으

로 보인다. 팀장 이상급 참여자들에서 다른 한 자치구는 회비 미납으로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지막 자치구였

다는 응답이 있었고, 건강도시의 가치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해당 자치구

만 가입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착수하게 된 면이 크다는 대답도 있었

다. 실제로도 2018년 당시 본 사례의 자치구와 C 자치구만 건강도시를 하

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 확인되었다(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2020a).

“사실은� 철학이랄지� 이거보다는. 다른� 구에서� 다� 가입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지
금�우리�구하고�그때� **하고�안�돼�있었거든요” (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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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중에서� 23개가� 있고� 이제� **구는� 했다가� 돈을� 안� 내서� 탈락이� 됐다가� 다시� 돈
만�내면서�했고�이제� **구만�건강도시에�들어가지�않은�거예요.” (참여자� 10)

신임 단체장의 인수위원회에서 건강도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단체장의 건강도시 가입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참여

자가 단체장이 ‘처음에는 남들 다 한다고 우리가 해야 되나’라고 대외적인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는데, 이를 볼 때 거의 

모든 자치구가 가입한 상황적 압박에서 추진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임인 6기 단체장 신규 취임 시기에도 3개 자치구만 건강

도시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2020a; 문은숙, 

& 서명희, 2015), 이런 압박만으로는 착수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7기 단체장 취임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마지막 자치구라는 상황적 계기 

외에 다른 계기도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처음에� 인수위나�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건강도시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했고.” (참
여자� 10)

“(건강도시를) 안� 한� 데가� 몇� 개� 없었거든요. 두� 군데가� 세� 군데� 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하는데�뭐. (청장님이) 처음에는�남들� 다�한다고� 우리가�해야� 되나�뭐�이런� 생각이
었는데” (참여자� 7)

3) 건강도시 경험자의 제안으로 건강도시 취지 이해 및 필요성 인식

건강도시를 추진하지 않는 자치구가 거의 없는 상황적 압박 외에 건

강도시 경험자의 주도로 건강도시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이루

어졌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과거 서울시에서 활발히 건강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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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던 시기에 건강도시를 간접 경험한 부구청장이 단체장의 ‘건강수명 

백세도시’ 공약과제를 건강도시 형태로 방향을 변경하여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급 참여자들은 상위 책임자로부터 전해 들은 것을 언급하

였는데, 서울시에서 건강도시를 활발히 추진하던 시기에 부구청장이 긍정

적인 인상을 받은 경험이 있어 이를 제안하면서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답하였다. 한 참여자는 특히 부구청장이 당시 붐이 일 정도로 유행했었던 

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면이 있을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건강도시

에 대한 간접 경험으로 건강도시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 인력이 실질적으

로 마지막 자치구라는 상황적 압박에서 건강도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

식을 전환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참여자들의 언급으로 추정했을 때 부구청

장은 도시 환경변화 측면 또는 사회 생태학적 접근 측면에서의 건강도시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한계

는 있으나 서울시에서 유행했던 측면 즉 홍보적 효과에도 호감을 가진 것

으로 해석된다.

“부구청장님께서� 이� 서울시에서� 건강도시� 사업을� 하는� 거를� 옆에서� 보셔서. 참�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셨나봐요. 네� 그래서� 오셔서� 청장님� 공약을� 그러면� 건강도시로� 방향을�
틀어서�업무지시를�하신거다라고�얘기를�해주셨어요..” (참여자� 1)

“부구청장님이� 그때� 건강도시�서울시에서�진행될�때. 워낙�붐업이�잘� 됐어가지고. 그걸�
인생�깊게�보셔가지고. 청장님께�말씀드려가지고�시작됐다.” (참여자� 5)

본 사례의 자치구는 최종적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통해 단체장의 공약인 

‘백세 건강도시’를 구현한다는 목표를 건강도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기

반으로 설정하였다. 건강도시 경험자의 제안으로 다른 지자체 사례를 검토

하고 건강도시의 취지를 이해하면서 단체장이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을 



- 33 -

인식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착수 계기에 대한 응답으로 건강도시는 총

체적인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있었고, 단체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

른 지자체 사업을 검토 후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언급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건강도시 경험인력이 단체장의 정치적 건강 관심을 

확장시켰다고 해석된다. 즉, 건강 문제는 도시환경 변화 또는 사회생태학적 

접근이라는 큰 틀에서 다뤄야 하는 것으로 인식 전환 및 확장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한테도� 이게� 필요한� 사업이구나라는� 인상을� 받으셨다고� 하셨었거든요. (중략) 그
냥� 관심만� 가지고� 하시는� 건� 아니고� 필요성을� 중요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된�
것�같아요.” (참여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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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건강도시의 한계와 조직 특성에 대한 대응 전략

국내 건강도시 한계와 조직 특성에 따른 대응 전략과 관련하여 본 연구 

사례에서는 총 28개의 하위범주와 10개의 범주가 추출되었다. 이를 공통 

특징으로 재분류하여 ‘건강도시에 요구되는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 ‘다

른 건강도시와 차별화 시도’, ‘불리한 조직적 여건에 대처하는 리더십 및 

추진력’의 3가지 주요 항목이 확인되었다<표6>.

<표6> 심층면담조사 분석 결과–국내 건강도시의 한계와 조직 특성

에 대한 대응 전략

구분 범주 하위범주

건강도시에 

요구되는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

전문성이 필요한 

건강도시 추진에 

미흡한 조직 

특징으로 발전 

저해

건강도시는 

개념 이해 및 적용 어려움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축적 어려움

자치구 방향성을 

반영한 용역 

연구

사업 필요성의 근거 마련

이론적 건강도시를 

현실에 접목 위해 필요

전문가와 밀접한 

관계 및 그 한계

책임자의 오래된 

인적 네트워크로 구성

이론과 실무 연결 목적의

전문 보조 인력 배치

‘거의 모든 회의 참석’

‘진단부터 액팅까지’ 

사업 기틀 마련에 관여

‘외부인’의 한계
명령체계 이분화 우려

전문 보조 인력과 역할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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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건강도시와 

차별화 시도

타 지자체 

건강도시에 대한 

비판적 평가

대부분 유사하게 

기존 사업 통합 및 분류

건강증진에 치우쳐 

건강도시와 차이 없어짐

‘성공 롤모델’이 없고 

단체장 변화에 따라 좌지우지됨

확고한 방향성 

정립 노력

보건소 수준 사업이 아닌

건강한 공공정책 추구 목표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의제 선정

별도의 보건사업이 아닌

기존 사업에 자발적 건강 고려 목표

대외 사업 전에 

상대적으로 

장기간 시스템 

구축 준비 중

상설 범 구청 추진기구 구축 목표

인력 변동에 영향 없는 

시스템 구축 목표

불리한 

조직적 

여건에 

대처하는

리더십 및 

추진력

건강도시 추진에 

불리한 

조직 문화 및 

조직 구조

단기 실적 치중 및 

지시사항 위주 수행

가시적 성과 부담

분절화된 조직 구조

건강도시에 

필요한 요건과 

보건소의 한계

단체장의 리더십 및 

부문 간 협력 필요

보건소 수준에서 발휘 어려운

구청 동원 및 행정력 필요

경험 인력의 

리더십과 

단체장급의 지지

건강도시 직간접 경험 인력의 주도

단체장급의 지지 및 

제한적인 관심사

설득력과 

민주성을 갖춘 

추진력

책임자급의 

구청 행정부 및 단체장 설득

내부 회의를 통한 민주적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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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도시에 요구되는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

전문성이 미흡한 조직적 특성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 건강도시 사업

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전문가

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방향성이 뚜렷한 용역연구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담당자들은 건강도시의 개념을 이

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

성이 축적되지 못하는 점을 기존 건강도시 사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 장

애요인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 직원급 참여자들은 개념이 추상적이라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배워가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

다. 한 직원급 참여자는 건강도시의 본래 취지를 적용하는 것이 어려워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서로 고민하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이런 개념과 적용의 난해함 때문에 전문 자문회의에 

의존하는 편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주기적

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확보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고, 

한 팀장 이상급 참여자는 이 이유로 국내 건강도시가 다음 단계로 발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건강도시는 기존 사업보다 전문성을 요

구하는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하고 있어 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국내 건강도시의 전반적인 발전도 저

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 개념을� 넣어서� 담당자가� 어느� 선까지� 변경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
실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갈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답답하고�
고민되고�하는�부분이�있어요.” (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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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이제�새로운�길을�만들어�가는�입장이기�때문에�서로�그거에�대한�고민. 서로�공
통� 고민이� 있습니다. (중략) 정답에� 대한� 확실성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불확실성�
때문에�자문회의에�많이�의존하는�편이�있습니다.” (참여자� 5) 

“(건강도시의) 단계를�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의� 그� 직원들의� 저희는� 교체가�
잦고. (중략) 단절이� 된� 데는� 쇠퇴하는� 직원들의� 머리� 생각만으로는� 좀� 쇠퇴하는� 게�
아닌가�뭐�이런�생각을�해요.” (참여자� 9)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처의 하나로 용역연구를 통해 자치구의 문제점

을 파악하고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용역연구가 사업 필요성의 근거를 제공하고, 이론적인 건강도시를 현실에 

적용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한 팀장 이상급 연구참여자는 한정

된 예산 때문에 용역연구 과제의 주제를 결정할 때 결과의 실질적인 유

용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 관여한 다른 참여자 역시 

자체적으로 진행할지 외부 용역으로 진행할지 의견이 나뉘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용역연구를 담당했던 참여자는 외부 기관과 빈번한 회의를 

통해 자치구 관심사를 반영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한정된 예산 때문에 포기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과 상위책임자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어

려웠다고 표현하였다. 용역연구 및 정책분석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에 대해 

초기부터 관여한 전임자의 경우는 의사소통이 원활했다고 평가했고, 후임

자의 경우 전반기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의사소통에 대한 불만을 제기

하였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적인 근거 확보를 위해 용역연구가 필

요하여 실질적인 유용성에 대한 고민을 한 끝에 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과정에서 자지구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주체적인 노

력이 있었으나, 내부 상위책임자 및 외부 전문가 등 여러 관계자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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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시에 개입되면서 조율 과정이 필요했고, 담당 인력 교체로 의사소통

에 대한 엇갈린 평가까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기초지식� 근거에�기반한� 사업� 모델을� 만들기�위해서� 용역도�이제� 했었고�그거에� 기반
해서�지금�뭐�문제점�및�뭐�이제�대책을�마련하고�있는�상황인데.” (참여자� 5)

“너무� 현실적인�것과� 이� 학술적인�이런� 것과� 괴리가�너무� 큰� 거에요. (중략) 신체활동
도�용역�그거를�하는데�그�괴리를�좁히려면은�그�데이터밖에�없는�거였던�거죠.” (참여
자� 7)

“프로파일을�하는� 게� 맞는지� (중략) 연구용역을�한다는�거는� 그게� 현실적으로�이� 사업
이나�프로젝트에�맞춰서�이제�방향을�결정하는�데�도움이� 되거나�아니면�이�사업을�끌

어나가는�데�필요한�그런�연구결과가�나와야�되는데” (참여자� 11)

“용역�참여하시는�책임�연구원�분하고�회의를�자주�했거든요. 회의를�자주�해서�저희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었죠. (중략) 더� 용역에� 좀� 넣어달라� 이런� 것들을� 잦은� 회의를�
통해서�많이�반영이�돼서. 어�의사소통은�원활했었던�것�같아요.” (참여자� 2)

전문성 확보를 위해 용역연구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있었으나 전문가의 외부인으로서의 한계와 명령체계 이분화 등의 한

계도 제기되었다. 본 사례의 자치구는 상위 책임자의 오랜 인맥으로 전문 

자문가 그룹이 형성되었고, 이론과 실무의 연결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근무

하는 전문 보조 인력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전문가들이 

‘거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사업의 기틀과 방향성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타 지자체의 건강도시 한계점을 극복하고 다음 단계

로 진일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협력 담당자인 

한 참여자는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식은 시행착오를 줄이는 ‘지름길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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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표현하였다. 전문가가 회의에 빈번히 참석하였는데, 건강도시운영위원

회는 건강도시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전문

가 자문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가들은 본 자치구 건강

도시 추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정책에 건강을 추구하는 방

향성부터 자치구 문제 파악, 계획 수립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하였다. 즉 본 사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전문가와의 밀접한 

관계를 들 수 있다. 사전 조사에서 확인된 바로 전문가들은 주기적인 공식 

자문회의뿐만 아니라 용역연구 관련 회의에도 참석하고 있었고, 계획 수립

의 중간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 즉, 완성된 계획서에 대해 

자문을 하는 일반적인 자문 방식이 아닌 계획서 수립 과정 중에도 개입하

여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고, 이는 오래된 인맥에 기반한 상호 신뢰에 바탕

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인맥이나�이런�게�다�과장님이�이렇게�키포인트가�돼가지고.” (참여자� 3)

“(전문가를� 관에서� 고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사업의� 토대� 사업의� 기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전문� 자문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략) 도움을� 줄�
만한�인적�풀을�제대로�꾸리는�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이�들고요.” (참여자� 11)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비교적� 전문가� 그룹이랑� 아주� 그�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느슨하게�뒀으면�오히려�약간�더�샛길로�갔을지도�모르겠어요.” (참여자� 6)

“(전문� 보조� 인력은) **구� 건강도시� 사업� 추진의� 학문적� 근거마련과� 실무와의� 연결을�
도와주는�역할을�하신다고�생각하고�있어요” (참여자� 1)

한편 전문가와의 밀접한 관계로 인한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전문가 자

문의 ‘외부인’이라는 한계와 명령체계가 이분화될 수 있는 우려가 지적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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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문 보조 인력에 대해서는 역할 분담에서 혼란이 제기되었다. 특히 협

력 담당자인 한 참여자는 현행 자문 활용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전문가

도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고 지적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전문가 자문 절차가 추가되어 신속한 추

진이 어렵고 전문가들과 결재권자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 데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사례 자치구는 전문가

들과 밀착한 관계가 특징이었고 한 참여자의 언급처럼 ‘약간 전문가 그룹

이 전면에 있는’ 상황일 때가 있었는데, 이런 시도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혼란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

존 사업과 다른 의사결정 과정과 역할 혼란으로 인해 사업 담당자들이 무

기력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교수님들이� 다들� 훌륭하시고� 좋은� 의견을� 주지만� 이게� 아무래도� 아웃사이더가� 외부인
이라는�말이죠. (중략) 또�어떤�경우에는�약간�바깥에서�들여다보는�거거든요. 안에�있
는�사람들하고는�좀�다르거든요.” (참여자� 10)

“처음에는�어�어느�쪽�의견으로�가야�되나�약간�그런�거는�있었어요. 예컨대�굳이�이거
를. 어�뭐�우리�경영학에서�얘기하는�이런�뭐�조직이론이나�인사관리�쪽으로�하면�명령
체계가�자칫하면�두�개가�될�수도�있는�그런�측면.” (참여자� 6)

“초반에는� (전문�보조�인력이) 오셔서�하시는�역할이�뭔지�몰라서�힘들었어요. 와서�어
디까지의� 일이� 연구원님의� 역할이고�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는지라는� 그런� 거를� 다른�

분들한테�들은�게�없고.” (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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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건강도시와 차별화 시도

본 사례의 자치구는 다른 지자체 건강도시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고, 이와 차별화하기 위하여 건강한 공공정책 추구라는 확고한 

방향성을 정립하고 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

해 상대적으로 장기간 노력 중이었다. 타 지자체 건강도시 사업은 대부분 

기존 사업을 조합한 유사한 수준이고 건강증진 사업과의 차이가 모호해

졌다는 등의 기존의 건강도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거의 모든 연구참

여자들의 응답에서 발견되었다. 건강도시를 처음 접한 사업 담당자들은 

타 지자체 사례(계획서, 연구보고서 등), 발간 자료 등을 참고하여 건강도

시를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일종의 

판단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기존 사업을 열거 및 분류하여 건강도

시 사업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 다 유사하게 보였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건강도시 경험이 있는 팀장 이상급과 협력 담당자는 타 지자체 건강도시

의 한계점을 더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타 지자체는 건강생활실천에 치

중하여 건강증진과 건강도시의 차이가 모호해져 성공 ‘롤 모델’이 없고, 

건강도시를 하나의 추가 사업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사업이 단체장

의 관심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등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건강도시가 한

창 인기 있을 때가 있었으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쇠퇴한 것이라

는 답변도 있었다. 건강도시 경험이 없는 참여자들은 사업에 착수하여 성

공적인 사례를 찾고자 노력하였으나 국내 건강도시의 한계를 확인하고 

책임자급과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초기 담당자를 섭외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사업 담당자들이 이런 한

계를 인지하기 전에는 기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분류하여 다시 나열하

는 것을 건강도시 사업이라고 오인하고 추진했을 우려도 있었을 것으로 



- 42 -

판단된다.

“타� 구의� 어떤� 특별한� 특징도� 아직. 대부분� 다� 결국� 비슷해지더라구요� 보니까.” (참여
자� 5)

“다른�도시에�도시� 뭐랄까�소개서�계획서�이거를�좀� 본� 것� 같은데. 다�거기서�거기� 같
았거든요. 그니까� 다� 비슷비슷했단� 말이죠. 다� 똑같애�보이고. 어쩌면� 그래서� 건강도시�
사업이�이런�거구나라는�인식을�좀�받았어요.”(참여자� 7)

“다른� 구에서�하는� 건강도시를�보면서� 보건소에�있는� 사업을�좀� 통합하거나�좀� 분류를�
해서�이렇게�이렇게�하는�거를�부각시키는�게�건강도시다라고�생각을�했었거든요.” (참
여자� 2)

“(다른� 건강도시에서는) 한계점이� 결국에는� 건강한� 학교든� 뭐든� 건강생활실천� 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죠. 환경을� 조성하거나� 뭐� 제도를� 바꾸거나� 이런� 쪽으로� 가지� 못하고� 그
게� 그래서� 한계점이� 드러난� 거예요. 결국에는� 그럼� 이게� 건강증진� 사업과� 도시사업의�
차이가�무엇인가를�다들�이제�모르게�됐다는�거죠. ” (참여자� 9)

본 사례의 자치구는 다른 지자체 건강도시 사업을 대부분 유사한 방

식으로 기존 사업을 분류 및 조합한 수준이고 건강증진과 차이가 모호해

졌다는 등의 한계를 인식하고, 차별화된 ‘진짜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고

민을 통해 확고한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런 이유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 구청과 보건소가 참여하는 건

강한 공공정책 위주의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방식을 

건강도시를 실현할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한정된 예산으로 가장 효과를 

내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한 참여자는 조직 내부에

서 보건소 수준의 사업으로 해결하려 하거나 단체장의 선호에만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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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기보다 건강도시를 있는 그대로 알려 단체장이 판단하도록 하는 쪽

으로 방향을 정립했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자치구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의제를 선정하는 절차가 이루어졌다. 이 시점에 참여했던 연구참여자들은 

자치구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과거 단체장의 보건분야 공약, 구의회 관

심분야를 수집 분류하고 현안 목록을 작성했다고 하였다. 이어 주민 요구

를 반영하기 위해 지역주민 대상으로 의제선정 주민투표를 온라인과 현장

에서 2019년 6-7월에 진행하였다(A구청, 2020e). 이 시기에 업무를 담당

했던 참여자들은 주민투표 결과와 단체장의 관심사를 고려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의제를 최종선정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청 및 보건소의 사업에 대해 담당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고려

하는 다부문 협력 방식을 고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용역

연구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해당 자치구만의 건강 문제를 내부에

서 찾아 해결하고자 노력한 점도 사업 초기에 관여한 참여자들의 응답에

서 확인되었다. 후발 주자로 건강도시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도

시를 인증 홍보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

지에 대한 고민이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진정한 건강도

시 사업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정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강하게 개입되

어 건강한 공공정책 추구를 목표로 하게 되었고, 주민투표를 통해 의제를 

선정하여 정치적 정당성까지 확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건강한 공공정책을 

추구하는 방식으로는 구청 담당자 스스로 건강을 고려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이것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었고, 이를 위한 실질적

인 계획까지는 아직 수립하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전문가들이) **구는�뒤늦게�시작한�만큼�어쩌면�그렇게�하지� 않고�진짜�건강도시�사
업처럼�할� 수�있을�것이다. 그니까�시간이�걸리더라도. 그러니까�준비를�잘해서�시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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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자.” (참여자� 7)

“대부분�처음에�의욕을�가지고�출발했던�그런�도시들이�좀�흐지부지되는�경향들이�있었
는데. 결국은�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중략) 건강에� 이로운� 정책이�
가장�중요하다라는�저희가�문헌이라든지�전문가들의�자문�결과를�토대로�그렇게�저희가�

결정을�하고�정책�위주로�결정을�하게�된�겁니다.” (참여자� 11)

“보건소�의식만으로�끝내려�이�선에서� 뭐�해결해보자� (이게�아니라) (중략) 뭐�가능한�
것과�가능하지�않은�것�우리가�할�수� 있는�것�이런�것들을�명확하게�이제�있는�그대로

를�알려주고�판단하시게�해야�된다는�그런�것도�있고" (참여자� 7)

“본인들은� 몰랐겠지만� 건강적인�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영향성을� 행정의�
영향성을�많이�피력을�해야겠죠.” (참여자� 5)

“그� 사람들�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실적으로� 갖다가� 이름만� 올리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중략) 모든�부서들이�계획단계에서부터�이미� 자기들�스스로�다� 건강을� 생각하고�어느�
하나�정도는�자기들이�할�수�있는�거를�찾아서�하는.” (참여자� 7)

본 사례의 자치구는 2018년 하반기에 건강도시에 착수한 이후 2020

년 상반기 심층면담 시점까지 대외적인 홍보 등의 사업 전에 상대적으로 

장기간 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준비 중이었다. 

참여자들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향력 있는 범 구청 추진기구를 

상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단체장이나 담당 인력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체크리스

트 형태로의 도입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제도의 구축 시도도 있었다는 응답이 있었다. 즉 초기 

기본 조례 제정시 모든 단체장이 ‘건강도시 정책을 할 수 있게’ 제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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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차별화된 조례를 제정하고자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구청과 조정과

정을 겪으면서 흡족하지는 않은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 아쉬움과 부분적

인 만족감을 표현하는 팀장 이상급 참여자가 있었다. 본 사례의 자치구의 

팀장 이상급 참여자는 직간접적으로 건강도시 경험이 있어 단체장 변화

에 따라 자치구 건강도시 추진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경험하였고, 

직원급 참여자들 역시 기존 다른 사업을 통해 단체장의 관심 여부가 사

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단체장 

변화에도 영향받지 않는 건강도시 추진 상설 기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

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체크리스트 형태가 공무원 업무 방식에 

가장 위화감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도입하

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화하고�상설화하고�뭐�기구�상설화하는�게�가장�중요한�거거든요.” (참여자� 3)

“사업이� 확대가� 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 그� 관에는� 인력적인� 한계도� 있고� 하니� 필
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의� 사업시행단을� 꾸린다든지� 이� 일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

록�그렇게�조직화해가는�게�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참여자� 11)

“구청장이� 바뀌든� 과장이� 바뀌든� 팀장이� 바뀌든� 그거대로� 흘러가는� 거니까. 그런� 시스
템�정착이�필요한�것�같거든요. 구청장님�의지하고. (중략) 누가�와도� **구의�건강도시
는�그런�시스템으로�흘러가는�거가�중요한�거거든요.” (참여자� 4)

“사업계획서� 앞에� 체크리스트가� 앞에� 붙어서. (중략) 유관사업을� 추진을� 할� 때는� 건강
도시가이드라인을� 위한� 체크� 같은� 것도� 한달지� 그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정착이� 좀� 돼
야지�될�것�같은�생각이�들어서.” (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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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리한 조직적 여건에 대처하는 리더십 및 추진력

건강도시 추진에 불리한 조직적 여건 및 보건소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건강도시 경험 인력의 주도로 단체장급의 지지를 얻어 

추진되고 있었으나, 단체장의 제한적인 관심사가 장애로 작용하고 있었

다. 건강도시 사업 담당자 및 협력 담당자는 건강도시 사업에 불리한 관

료조직의 문화와 구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표현하였다. 

우선 지시대로 수행하는 다른 업무에 관여할 여유도 관심도 없는 분위기

라고 응답하였고, 한 참여자는 중장기적 성과보다는 단기적인 실적을 만

들어 내야 하는 ‘공무원 문화’를 언급하였다. 반면 건강도시는 ‘가시적 성

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 사업’ 특성으로 인해 기관의 다른 부서에서 이해

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행정

조직이 너무 분절되어 있어 건강도시가 추구하는 부문 간 협력이 잘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역설하였다. 익히 알려져 있는 공공기관의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문화, 매뉴얼에 따른 업무 수행, 분절된 조직 구조가 건

강도시 사업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

강도시 사업은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구청과 보건소 전체가 협

력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은 이런 불리한 여건

을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소에서�혼자� 막� 그런다고�구청� 쪽에서�이런� 데서� 정책에�그걸� 담아� 줄. 절대�그
렇지� 않거든요. (중략) 남의� 것들� 이렇게� 바라보고� 굳이� 관심� 가져� 줄� 여유가� 없거든
요.” (참여자� 7)

“공무원들을�평가할�때� 내가�내� 일만�잘해서�그걸로�성과가�나오면�내가� 상�받고�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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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이렇게�되는� 구조지�내가�옆에� 사람하고�협력을�잘했어요�이걸로�뭘�참고조차�협

력할�이유가�없지. (중략) 그래서�그게�분절화되어�있는�거.” (참여자� 12)

“눈에� 보이는�성과가� 바로바로�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안에서는�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밖에서�볼�때는�도대체�뭘�하고�있는지에�대한�그런�시선�이런�거에�대한�부담

감�그런�것�때문에.” (참여자� 11)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건강도시 사업은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전 

부문의 참여와 협력을 요구하는 사업이고, 따라서 리더십 특히 단체장의 

리더십이 핵심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구청 동원 및 행정력

이 필요하여 보건소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 참여

자의 언급한 바와 같이 건강도시는 건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기 때문

에 주로 보건소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고, 본 사례의 자치구에서도 보건소 

주도로 추진되고 있었다. 그러나 건강도시의 사회생태학적 접근 방식은 

건강과 별개로 보일 수 있는 일반 사업 부문의 참여를 요구하기 때문에, 

본 사례의 참여자들은 보건소 역량의 한계를 느끼고 구청 및 보건소 전

체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 특히 단체장의 지지를 확보할 방안

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게� 보건분야의�문제가� 아니라�전� 부서에다가�건강을� 담기� 위해서는� 사실� 강력한� 리
더십이� 필요하고� 결국� 우리� 기관장의� 청장님의� 생각이� 그� 중요하기� 때문에.”(참여자�
11)

“(건강도시가) 실은� 이제� 구청� 전체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중략) 건강이� 들어가니까�
어� 건강은� 보건소� 아니야� 이래서� 보건소로� 많이� 와서�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구

요. 이미�했던�선진국들이�있고�그쪽에서�나온�자료를�보니까�이게�그냥�보건소에서�개
인의�건강에�초점을�맞춰서�할�수�있는�사업이�아닌�거예요.” (참여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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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본 사례의 자치구는 건강도시 직간접 경험자 ‘인력 풀’

로 팀장 이상급 책임자가 결정되고 조례 제정부터 전략수립까지 이들이 전

문가들과 함께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었고, 단체장급의 지지를 확보하였

으나 단체장의 제한적인 관심사가 한계로 작용하고 있었다. 2018년 9월 

조직개편이 있기 전 의약과에서 기존의 보건사업 형태로 제안 즉 ‘구청 

패턴’으로 진행하려던 건강도시 사업을 부구청장이 서울시가 추진했던 형

태로 방향을 정정하여 추진한 것이라고 답변이 있었다. 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의약과에서 건강증진과를 분리하여 건강도시팀 신설 및 건강도시 

담당 인력 충원을 단행하였다. 참여자들은 조직개편을 거쳐 현재 과장이 

건강증진과를 담당하게 되면서 ‘자리잡혔다’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모든 

참여자들은 단체장이 건강 및 신체활동에 관심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부구청장이 인력 지원에 강한 지지 의사를 표시하는 등 건강도시에 

대한 의욕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참여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인력을 

확보한 것에 대해 상위책임자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단체장이 건강도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나 관심사가 

신체활동으로 정해져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건강도시 전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

하였다. 국내 건강도시가 2005년에 시작되어 제2의 도약기로 평가되는 시

점이기 때문에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건강도시를 직간접 경험한 인력 풀

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인력들이 보건소의 건강증진 

사업을 넘어서는 건강도시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도시팀 

신설 및 담당인력 확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자들은 단체장이 

과거 단체장들보다 건강에 더 관심을 표현하고 있고, 건강도시에 대한 이

해 역시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선출직 단체

장의 특성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정치적 관심이기 때문에 신체활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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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더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홍보가 가능한 목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

석된다.

“부청장님도� 아시고� 우리� 과장님도� 아시고. (중략) ***교수님이� 예전에� 건강도시� 일을�
하셨고. 그래서�이제�이런�인력�풀이�만들어진�것�같아요.” (참여자� 1)

“담당자들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어쨌든� 좀� 주도적으로� 이끌었다고나� 할까요.” 
(참여자� 4)

“(조직� 개편� 전에) 의약과에서는� (건강도시� 사업을) 그냥� 평생� 계획이나� 이런� 식으로�
아마� 보고서를� 올려서� 부구청장님이� 이게� 아니다라고� 하시고. (조직개편� 이후) 서울시
가�예전에�추진했던�그런�건강도시로�이거를�방향을�바꾸셨던�것�같아요.” (참여자� 1)

“과장님께서� 진짜� 건강도시� 진행을� 할려면� (중략)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 두� 명의� 인
력이�필요하다.라고�하셨고�부구청장님께서도�뭐�인력이�필요하면�언제든지�더�뭐�충원
해줄�수�있다라는�의지가�있으셨어요.” (참여자� 2)

“(청장님은) 처음� 이제� 취임하신� 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역현황(지역사회건강조사) 
발표하는�거에� 관심을�갖고� 오시지�않았을까. 보통은�이런� 거� 할� 때� 청장님� 오시는�거
는�처음�봤거든요.” (참여자� 7)

“보건소의� 이� 조직� 내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구청의� 위의� 그� 관리자분들한테나� 구청에�
있는� 분들한테는� 아직은�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참여자�
9)

본 자치구 사례에서는 책임자급에서 구청 행정부와 단체장을 상대로 

건강도시 추진과정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는 설득과정이 나타났

고, 내부 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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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건강도시 사업이 지시나 요구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

기 때문에 빈번한 토의로 팀 내부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력 역시 시기적절하게 기술직으로 교체하거나 행정직 1인을 

충원하여 추진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자들은 

단체장 및 부구청장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는데, 적극

적인 상황 보고로 느린 진행 이유를 설득하고 단체장이 건강한 공공정책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 참여자는 단체

장을 위한 대외적인 인사말 준비에 자치구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개선할 

수 있는 건강한 공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여 단체장이 건강도시

를 이해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한편 한 참

여자는 사업 초기에 구청 행정부의 건강도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구청

에서는 홍보 위주의 사업을 고려했던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건강도시팀 

내외부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하였다. 다른 참여자는 정

책적 접근만 고려하는 것에 대해 구청의 노골적인 불만을 많이 들었다고 

토로하였다. 그러나 책임자급의 설득 노력으로 심층면담조사 당시에는 다

소 해결이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른 자치구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건강

한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외적인 성과가 없는 것에 따른 부담과 

홍보에 대한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건강도시를 이해하고 

있는 책임자급의 설득력과 추진력이 발휘되어 이를 해소하고 있었기 때문

에 직원급 담당자들은 성과에 대한 압박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것으로 해

석된다.

“설득할라고�교수님�이�쪽�저�쪽�오셔�가지고�브리핑도�하시고�그랬던�것�같애요.” (참
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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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저희의� 상황에� 대해서� 윗분�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보고를� 자주� 해주셨었구요. (중략) 부구청장님도�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 (중략) 운영위
원회�끝나고�건강도시�진행�방향에�대해서�같이�회의도�하셨고.” (참여자� 2)

“단순한� 보건사업이� 아니라� 일단� 우리� 구의� 건강결정요인들을� 들여다보고� 그거를� 개선
해나가는�사업을�하려고�한다� (중략) 이런�과정들을� (청장님이�공식�행사에서) 인사말
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 (중략) (청장님이)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가질�수�있도록�그렇게�뒷받침했다는�거죠” (참여자� 11)

“행정부에서� 요구하는� 거가� 워낙� 초반부� 때� 자리에� 안� 잡혔을� 때� 건강도시� 자체를� 이
해를� 못하니까. (중략) (건강도시를) 홍보� 위주로� 생각할려고� 했던� 것� 같은데.” (참여
자� 3)

“구청에서� 이제� 밀어주는� 사업에� 일을� 하는� 사람을� 보내거든요. (중략) 그래서� 구청에
서도�이� 사업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하고�인력을�보완을�해� 준� 느낌을� 받았었어요.” (참
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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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1.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건강도시 초기 과정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시 1개 

자치구의 사례 연구를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건강도시 

사업 담당자(전임자 및 책임자 포함) 및 협력 담당자 총 12명을 대상으

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문서를 수집하여 착수 배경과 추진 과

정을 확인하였다. 착수 배경에서는 ‘사례 자치구 정치환경 변화’, ‘서울시 

건강도시 가입 자치구의 변화에 따른 압박’, ‘건강도시 경험자의 제안으로 

건강도시 취지 이해 및 필요성 인식’이 도출되었다. 이후 국내 건강도시

의 한계와 조직 특성에 대한 대응 전략에서는 ‘건강도시에 요구되는 전문

성 확보를 위한 노력’, ‘다른 건강도시와 차별화 시도’, ‘불리한 조직적 여

건에 대처하는 리더십 및 추진력’을 확인하였다. 

가. 착수 배경

본 사례의 자치구에서 건강도시를 착수하게 된 계기와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우선 본 사례의 자치구는 민선 7기 단체장이 선

출되고 부구청장이 교체되는 정치환경 변화를 겪었다. 단체장은 선출과정

에서 건강복지 분야 공약을 표방하였고, 인수위원회부터 전임자와 차별화

된 전략을 고민하면서 ‘건강수명 백세도시’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

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사업명으로 짐작했을 때 노년층 건강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은 고령화사회와 맞물려 정치적으로 이슈화될 

수 있고, 이것이 선출직 단체장이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와 관련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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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의 취임 이후 인수위원회에서 2018년 당시 서울시 산하 거의 

모든 자치구가 건강도시를 추진하고 있고, 본 사례의 자치구만 실질적으

로 건강도시를 추진하지 않는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2013년 이후 서울시 산하 3개 자치구만 건강도시를 추진하

지 않는 상황에서 1개 자치구가 먼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하

였고, 다른 1개 자치구는 안전도시와 접목한 서울시 사업을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 사례의 자치구는 건강도시를 추진하지 않는 

실질적으로 마지막 자치구가 된 상황이었다(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2020a; 문은숙 & 서명희, 2015). 심층면담조사 전에 이루어진 사전 조사

에서 본 자치구 역시 2000년대 후반 건강도시 사업을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담당자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번 추

진은 과거 검토와 별개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단체장의 신규 

취임 이후 새로 건강도시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마지막인 상

황적 압박에서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이런 상황에서 부구청장의 주도로 건강도시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을 

단체장급 또는 인수위원회에서 공감하고 착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부

구청장이 서울시에서 건강도시를 활발하게 추진한 시기에 건강도시를 간

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사회생태학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의 건강도시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부구청장이 단체장의 건

강복지 분야 공약과 관련된 전략과제를 건강도시로 제안하고 단체장이 

사회생태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면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건강도시는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권장사항이 아니라 지자체 단

체장의 자발적인 참여의사에 의해 시작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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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남은우, 2007), 사례 자치구 역시 단체장급의 변화에 따른 결정으

로 시작되었다. 즉, 건강도시 사업은 이에 대한 강한 정치적 헌신을 요구

한다(Boonekamp et al., 1999; Goumans & Springett, 1997; Harpham, 

Burton, & Blue, 2001; Werna et al., 1998). 본 사례 역시 착수 계기부

터 건강도시에 대한 헌신 또는 리더십이 중요하였다. 단체장의 공약이 건

강도시 사업으로 구체화될 수 있었던 기반은 단체장의 건강에 대한 정치

적 의지와 단체장급의 도시환경 변화 측면에서의 건강 부문 사업의 필요

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추진력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Goumans 

& Springett (1997)는 건강도시 사업이 무엇이 건강을 창출하는지에 대

한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는데, 본 사례에서도 건강도시를 

경험한 인력을 통해 공공기관의 건강 문제 접근 방식에 대한 개념의 확

장이 있었다. 또한, 건강도시 사업을 통해 정치인들이 공공의 건강에 대

한 역할을 숙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Goumans & 

Springett, 1997), 본 사례에서도 건강에 대한 자치구의 역할과 범위에 대

한 고민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건강도시가 추구하는 도시 거버넌스, 모

든 정책에 건강, 불평등 감소(WHO, 2015) 등의 원칙까지 공감하여 착

수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착수 결정 시기에 관여했던 담당자 또

는 책임자를 섭외하지 못하여 현재 담당자나 전임자가 전해 들은 내용으

로 당시 상황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참여자 응답에서 건강도시를 추진하지 않는 자치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 

더 큰 영향이었다는 것과 진행 과정에서 설득과 양해가 필요했다는 것으

로 볼 때 건강도시가 추구하는 원칙이라는 가치적인 측면보다는 건강 문

제에 있어서 도시환경 변화의 필요성 즉 실리적인 측면에서 건강도시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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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건강도시의 한계와 조직 특성에 대한 대응 전략

본 사례의 사업 착수 결정 이후의 추진과정에서는 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하는 조직 특성과 

건강도시 사업의 난해한 특징에 대한 대응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

는 노력이 확인되었다. 자치구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용역연구를 수행

하였고, 특히 전문가와 밀착한 방식을 통해 다른 자치구보다 늦게 착수하

였으나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국내 건강도시의 한계를 폭넓게 이해시키고, 본래 취지의 건강도시를 추

진하기 위해 건강한 공공정책 추진에 초점을 맞출 것을 독려하였다. 전문

가 간담회나 전문가 초빙 교육 등을 통해 건강도시 방향성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졌다.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전문가들이 자치구 건강문제점 진단부터 계획 및 전략 수립까지 광범위

하고 빈번하게 개입하고 있었으며, 전문 보조 인력을 활용하여 전문가들

과 실무진의 의사소통을 보조하고 있었다. 본 사례의 자치구는 건강도시 

사업에 있어 전문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전문가는 건강도

시 사업 기틀 정립에 중요하고, 보건소 사업 수준의 건강도시에서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한편, 전문가 자문

이라는 결정 과정의 절차가 한 단계 추가되어 다른 사업보다 추진 속도

가 느렸고, 전문가는 기관 내부사정에 대해서는 외부인이라는 한계, 자문

회의 과정에서 명령체계가 이분화되어 혼란이 초래되는 우려와 전문 보

조 인력과의 역할 혼란의 우려가 제기되었다.

우리나라 건강도시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학계와의 밀접한 협력으로, 

지자체는 건강도시를 추진할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자문이나 연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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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김진희, 2012; 남은우, 2007; 오유

미, 김혜정 & 양유선, 2011). 건강도시 초기 과정의 영향요인에도 자문

위원회 구성 및 대학과 협력관계 구축(심보람 외, 2013; 최진도, 2011)이 

크게 차지하고 있었다. 본 사례에서도 학계와의 밀접한 연계가 확인되었

다. 학계의 전문 자문진이 초기부터 자문, 간담회, 교육 등의 형태로 본 

사례의 자치구가 건강도시를 이해하고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관여하고 

있었다.

유럽이나 호주 사례(Davey, 2005; Green et al., 2009; Hu & Kuo, 

2016)에서도 학계 전문가나 지역대학의 협력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전문가 협업 과정에서 보호주의(paternalism), 사익추구, 함께 일하

는 것보다 동의하도록 설득하는데 능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주의할 필요

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Baum, 1993), 여러 전문가를 활용하여 건강 문제

의 복잡함을 폭넓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Duhl & 

Sanchez, 1999). 본 연구에서 지적된 한계와는 차이가 있었지만, 학위연

구로 수행된 연구이고 현재 한창 추진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

이 나오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헌의 지적은 전문가 활용 측

면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의 한 참여자 

역시 다른 자치구 자문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더 내부인에 가깝게 

전문가 활용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전문가 활용에 있

어 의사결정 체계를 정리하고, 외부인으로서의 한계를 보완하여 책임감 

있는 전문가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여러 전문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응답을 검토했을 때, 계획 및 전략 수립 

과정에 돌입하여 전문가가 더 전면에서 주도적으로 개입하면서 성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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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시 사업을 위해서는 모든 정책에 건강, 부문 간 협력 등의 원칙이 

중요하다는 인식 개선이 나타난 것으로 보였다. 더 장시간 전문가들과 교

류가 있었던 담당자들이 더 원칙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경향을 보였고, 최

근 교체된 직원급 담당자들의 응답에서 건강도시 원칙을 추구해야 할 가

치라기보다는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초기에는 건강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낮아 여러 가지 방

식으로 인식개선 노력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최근 교체된 인력 대

상으로는 그런 과정이 미흡했거나 인식이 급히 이식되었기 때문일 수 있

고, 인사이동과 동시에 추진계획을 당장 수립해야 하는 상황도 영향을 미

쳤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다수 지자체의 건강도시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와 차별화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건강도시가 기존 사업을 건강도시 사업

으로 분류만 해서 표방하고 있어 건강증진 사업과 차이가 모호해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단체장의 변화나 인력 변동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한계점 등 기존 타 지자체 건강도시의 한계를 건강도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팀장 이상급 담당자들이 초기부터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

에 사례의 자치구는 구청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한 공공정책 추구를 목표

로 확고한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노력하였고, 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

는 시스템을 추구하고자 상대적으로 장기간 준비 중이었다.

우리나라 건강도시는 건강도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일치하지 않아 일

선 현장에서 혼란이 있고, 건강도시 사업을 실적이 필요한 하나의 추가 

사업의 의미로 실제로는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Kim et al., 

2011; 유승현 2015). 또한, 국내에서 협소한 범위의 건강도시 사업이 추

진되는 이유를 건강증진사업과 건강도시 사업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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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었다(오유미, 김혜정 & 양유선, 2011). 본 사

례의 자치구는 건강도시의 이런 한계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특히 건강도

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상위 책임자급이 이런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대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건강도시를 경험한 적이 없는 직원급 담당자들의 경우 발간자

료, 사례 자료 등을 활용하여 인식 개선 노력을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국내 건강도시 성과물로 국토연구원의 건강도시 조성 가이드라인, 한국건

강증진재단의 건강도시 유형별 표준 가이드라인, 서울연구원의 강동구 건

강도시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지침서(국토연구원, 2013; 서울연구원, 

2018; 한국건강증진재단, 2011)가 개발되어 있었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

의회는 국내외 다양한 건강도시 사례를 회원도시와 공유하고 있다(대한민

국건강도시협의회, 2020b). 그러나 타 지자체 사례는 건강도시에 대한 잘

못된 인식을 줄 수도 있다. 건강도시 원칙을 추구하여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국내 사례가 없어 사례만으로 파악할 경우 건강도시를 기존 사

업들의 분류 및 통합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 또한, 건강도시에 대한 담

당자의 인식이 개선된 이후에 인력 교체가 이뤄져 건강도시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차별화를 위한 방향성

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간이 인력교체로 인해 반복해서 필요하여 

인력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스템 정립이 건강도시팀 내부에서도 필

요한 실정이었다.

건강도시는 시스템적 관점에서 조직 개발과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김진희, 2012), 특히 건강을 주류 활동으로 보는 공식 기구의 개발이 강

조되나(Goumans & Springett, 1997), 국내 건강도시는 지방자치단체장

이 변경될 때마다 사업 내용, 규모, 추진체계가 변경되어 일관성,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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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력이 높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김은정 외, 2018; 김정민 & 고광

욱, 2009). 이에 본 사례에서는 건강한 공공정책 추구를 목표로 구청 담

당자 스스로 본인 사업에 건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과 단체장 

변화와 담당 인력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스템 구축을 모색하는 

등 조직 변화를 시도 중이었다. 본 연구는 건강도시 초기 과정 탐색을 통

해 지금까지 건강도시의 발전과 한계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고자 했기 때

문에 이런 노력의 성패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계는 있으나, 본 사

례의 자치구에서 구청 전체의 협력과 상설 추진기구의 구축을 위해서는 

다수의 문헌에서 건강도시의 성공의 핵심으로 강조하고 있는 단체장의 

의지가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김정민 & 고광욱, 

2009; 오유미, 김혜정 & 양유선, 2011; 정길호, 김건엽 & 나백주, 

2009; 최진도, 2011).

셋째, 단체장급의 지지를 바탕으로 건강도시 직간접 경험 인력이 주도

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특히 설득력과 민주적 의견수렴 방식을 갖춘 추

진력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건강도시 사업이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초기 구청에서도 홍보 위주 빠

른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사업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설득하고 

추진하는 추진력과 리더십이 중요하였다. 또한, 건강도시 사업이 성공하

기 위해서는 리더십과 다부문 협력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보건소 

뿐만 아니라 구청을 동원할 수 있는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추진 

중이었다.

다수의 지자체가 건강도시를 홍보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본 사례의 

자치구의 구청 역시 편리성 면에서 이를 선호했을 수 있다. 착수 초기 구

청에서 건강도시를 기존 사업방식처럼 이해하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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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의 갈등이 있었고, 건강도시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건강도시는 경쟁적으로 단기적 목표에 치중하고, 

홍보성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인증사업으로 잘못 추진되는 경우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Kim et al., 2011; 김정희, 2007; 오유미, 김혜정 & 

양유선, 2011). 본 사례 역시 상위 책임자의 건강도시에 대한 이해 및 추

진과 단체장의 지지가 바탕이 되지 않았다면 인증이나 홍보 위주로 비슷

한 전철을 밟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위 책임자 및 단체장

과의 적극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건강한 공공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과 느린 진행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가

고 있었다.

또한, 사업의 진행 상황에 맞춰 행정직을 보건직으로 교체하거나 행정

직 1인을 충원하는 등 담당자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었다. 건강도시에서 인력과 역량 주요한 영향요인이지만(Harpham, 

Burton, & Blue, 2001; Kegler, Norton, & Aronson, 2008; 강은정, 김

은정 & 김건엽, 2017; 심보람 외, 2013; 오유미, 김혜정 & 양유선, 

2011), 우리나라 건강도시는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역량이 누적되기 어

렵다는 지적이 있다(강은정, 김은정 & 김건엽, 2017; 오유미, 김혜정 & 

양유선, 2011). 따라서 담당자의 역량과 함께 조직적 역량과 환경적인 역

량을 같이 강화할 필요가 있다(Harpham, Burton, & Blue, 2001; 김정

민 & 고광욱, 2009). 본 사례에서는 전반적으로 건강도시 원칙을 해결해

야 할 목표라는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원칙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이런 원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전문성

이 축적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문헌의 제안처럼 보건소 및 구청 

전 직원 대상으로 조직 차원의 건강도시 역량 강화를 꾀해 보건소의 역

량 한계와 축적되지 못하는 역량의 문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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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단체장의 건강 분야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져 건강도시에 대

한 높은 이해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지만, 동시에 단체장의 신체활

동 중심의 제한적인 관심사는 한계로서 작용하고 있었다. 구조, 정기적 

회의, 인력 고용 등에서 가시적으로는 확인되는 건강도시에 대한 정치적 

헌신은 실질적이지는 않아 확고하다고 볼 수 없는데(Goumans & 

Springett, 1997), 본 사례 역시 단체장의 회의 참가, 인력 확충 등으로 

볼 때는 상당한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연구참여

자들은 단체장의 관심사가 제한적이라 건강도시 추진을 위한 상설 기구

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전폭적인 지지 확보를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Kingdon, 1984; Walt, & 김창

엽, 2016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의제는 문제 흐름, 정치 흐름, 정책 흐름

이라는 세 가지 독립된 흐름이 만나면서 ‘기회의 창’이 열릴 때만 채택될 

수 있다. 본 사례에서는 건강도시라는 정책이 다른 건강증진 사업 사이에

서는 채택될 수 있었으나, 건강도시 본래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상설 

추진기구를 통한 건강한 공공정책을 추구하는 단계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 흐름 측면에서 본 사례의 자치구는 건강 결과가 서

울시 17위 수준으로 낮고(A구청, 2018), 고령화시대에 따른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태였다. 정치 흐름 면에서는 최근 민선7기 신임 

단체장이 선출되어 건강 관련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상태였다. 정책 흐름 

면에서는 기존 건강증진 사업과 거의 모든 자치구가 실행하고 있는 건강

도시 사업이 있었다. 착수 단계에서 신임 단체장 선출이라는 정치 흐름이 

바뀐 것과 거의 모든 자치구가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압

박으로 작용하여 건강도시 사업 착수가 결정되는 ‘기회의 창’이 열린 것

으로 생각된다. 한편 기관 전체에서 모든 정책에서의 건강, 부문 간 협력, 

리더십, 거버넌스 등의 건강도시의 원칙을 추구하고자 하는 단계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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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de Leeuw (1999)는 건강도시 사업

에서 변혁의 주도자로서의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본 

사례에서는 건강도시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대민사업 또는 민원업무

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기업가 또는 이해관계자가 형성될 수 

없었고 주로 학계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건강도시 

사업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구획화된 관료체계(Kegler, Norton, 

& Aronson, 2008)가 본 사례의 건강도시 추진 기구 구축에 필요한 부문 

간 협력에 있어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공공정책을 담당하는 전직

원이 무엇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건강도시 사업을 통해 이해하고, 

공공의 건강에 대한 역할을 숙고하게 됐을 때(Goumans & Springett, 

1997) 거버넌스, 건강한 공공정책, 다부문 협력, 지역사회 참여 등을 원

칙을 추구하는 본래 취지의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서울시 1개 자치구의 건강도시 사업이 국내 건강도시의 발

전과 한계와 맞물려 추진되는 과정을 탐색하였다. 우선 건강도시를 경험

하여 개념과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 인력풀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국내 

건강도시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도시 사업을 착수함으로써 선

출직 단체장의 건강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었고, 공공기관의 건강에 대한 

역할을 숙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건강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관심을 넘어선 단체장의 건강에 대한 헌신 즉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또한, 방향성 설정 및 계획 수립에 있어 전문가와의 적절한 

협력관계의 정립과 실제 사업 실행에 있어 전 기관의 부문 간 협력이 요

구된다. 따라서 공무원 조직 문화와 분절화된 조직 구조를 개선할 수 있

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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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점 및 의의

본 연구의 사례는 아직 건강도시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적

인 성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앞

서 살펴본 문헌이나 심층면담조사 결과로 볼 때 타 지자체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 보건소 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고 그 성과 역시 건강도

시가 추구하는 원칙과 비교했을 때 협소하여, 본 사례를 초기 과정으로 

볼 수만은 없는 일반성을 확인하였다. 한편, 본 사례는 타 지자체와 달리 

대외적인 사업 이전에 건강도시 추진단을 구축하고 건강한 공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등 준비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에서 특수한 사례로서 연구할만한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건강도

시는 과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의 연구가 의미가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향후 사업의 성패에 상관없이 본 사례 관련 후속 연구가 필

요하겠다.

착수된 지 2년이 안 된 사례이나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잦은 인력교

체로 가장 초기에 담당했던 2명의 담당자를 섭외하지 못하여 착수 초기 

단계의 담당자 목소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동일 시기 업

무를 담당했던 팀장 이상급 책임자와 건강도시 관련 업무 회의에 정기적

으로 참여했던 기관 내부 협력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최대한 보완하고

자 하였다. 또한, 2년이 안 된 사례이기는 하나 심층면담 과정에서 참여

자들은 기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표현을 하였고 관련된 보완 자료를 

확보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런 한계점에도 본 연구는 국내 건강도시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시

점에서 건강도시 사업이 처음으로 착수되어 진행되는 과정을 탐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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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강도시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고 그에 대한 대응인 추진과정

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건강도시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사

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65 -

참고문헌

강은정. (2010). 건강도시 현황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7-38. 

강은정, 김은정, & 김건엽. (2017). 일부 건강도시 특성에 따른 건강도시 

구조와 과정의 비교.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4(4), 59-68.

강창범. (2017). 건강도시사업 추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건강

증진개발원.

국토연구원. (2013).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조성방안 연구(I): 건

강도시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김영천. (2016). 질적연구방법론 (제3판. ed.).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김은정, 김건엽, 손창우, 안현찬, 이상대 (2018). 건강한 시민과 도시생활

을 위한 건강도시정책 추진. 도시정보(436), 3-14

김정민, & 고광욱. (2009). 건강도시사업추진을 위한 개인, 조직, 환경 역

량의 평가.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6(2), 119-133.

김정희. (2007). 건강도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열린 담론을 기대하며. 보

건과 사회과학, 21, 137-156.

김진희. (2012). 건강도시 평가의 원칙.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9(4), 

67-81.

김하윤, 박명배, & 남은우. (2015). 건강도시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1990-2014).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보건행정학회지, 

25(4), 264-276.

남은우. (2007).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정책 과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4(2), 123-134.



- 66 -

남은우, 문옥륜, 고광욱, & 김건엽. (2009). 국내 건강도시 유형 분석 및 

유형별 발전 전략 개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2013). 대한민국 건강도시 백서. 대한민국건강

도시협의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2020.02.03a).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현

황 [On-line] Available: http://www.khcp.kr/hb/main/sub02_02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2020.03.17b).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자료마

당 [On-line] Available: http://www.khcp.kr/hb/main/sub05

문은숙, & 서명희. (2015). 서울시 건강도시사업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서

울연구원.

서울연구원. (2018).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강동구 도시설계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서울연구원.

서울특별시. (2020.02.23). [건강도시사업] 서울시가 만들어가는 건강도시

(추진배경, 경과 등) [On-line] Available: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201134

심보람, 남은우, 최응호, & 박종남. (2013). 건강도시 양구의 아토피 없는 

지역 만들기 프로젝트 사례 연구: 3년간의 성과. 대한보건연구(구 

대한보건협회학술지), 39(2), 39.

오유미, 김혜정, & 양유선. (2011). 한국의 건강도시 현황 및 평가: 제 4

기 유럽 건강도시 평과결과를 중심으로. 대한보건연구(구 대한보건

협회학술지), 37(2), 75.

오유미, 김혜정, & 홍경수. (2011). 대한민국 건강도시 평가(2008-2010).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8(3), 99-111.



- 67 -

유승현. (2015). 도시건강에 대한 건강증진 접근방향과 과제: 국내외 동향

과 서울시 건강도시에 대한 질적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40, 

29-55.

이문재, & 윤기찬. (2018).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한국의 건강도시사업 

연구경향 분석. 보건사회연구, 38(1), 459.

이상대 & 김은정. (2018). 건강도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채정은, & 변병설. (2009). 무주군의 건강도시 사업 중요도 분석. 국토지

리학회지, 43(1), 91.

최진도. (2011). 건강도시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시민의식 평가에 관한 연

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한국건강증진재단. (2010). 2010 대한민국 건강도시 현황. 한국건강증진재

단.

한국건강증진재단. (2011). 건강도시 유형별 표준 가이드라인 및 평가체계 

개발.

A구청. (2018). 「건강수명 백세도시」추진 계획(안) (건강증진과-1222

호).

A구청. (2020.05.31a). 알림마당 보도자료 2019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공

동정책 분야’ 우수상 수상 [On-line] Available: 

https://www.nowon.kr/www/user/bbs/BD_selectBbs.do?q_bbsCod

e=1027&q_bbscttSn=20191029000089517

A구청. (2020.05.31b). 보건소 소개 담당업무 [On-line] Available: 

https://www.nowon.kr/health/user/orgnzt/BD_selectOrgnztList.do

?q_deptCode=&q_searchTy=&q_searchVal=%EA%B1%B4%EA%B



- 68 -

0%95%EB%8F%84%EC%8B%9C&q_rowPerPage=10&q_currPage

=1&q_sortName=&q_sortOrder=

A구청. (2020.05.25c). 알림마당 보도자료 민선7기 구청장 취임식 개최 

[On-line] Available: 

https://www.nowon.kr/www/user/bbs/BD_selectBbs.do?q_bbsCod

e=1027&q_bbscttSn=20180705000074652

A구청. (2020.05.25d).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 6개 분야 70대 과제. 

[On-line] Available: 

https://www.nowon.kr/mayor/manifesto/manifesto3/manifesto3_0

3.jsp

A구청. (2020.05.25e). e-생생정보: 건강도시 의제 선정 주민 현장투표 

참가자 모집. [On-line] Available: 

http://webzine.nowon.kr/enewspaper/articleview.php?master=&ai

d=6021&ssid=1&mvid=1163

B구청. (2020.05.31a). 구정소식 입법예고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On-line] Available: 

https://www.ep.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4364

&CP0000000084_noticeList_Action=noticeView&CP0000000084_n

oticeList_ViewName=soap/noticeView&pageNum=&selectStr=&se

archStr=&not_ancmt_mgt_no=22476

B구청. (2020.05.31b). 구정소식 보도자료 ‘건강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

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On-line] Available: 

https://www.ep.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134

&boardId=BO0000000058&CP0000000002_BO0000000058_Actio



- 69 -

n=boardView&CP0000000002_BO0000000058_ViewName=board/

BoardView&boardDataId=207787

C구청. (2020.05.31). `건강도시 인증패` 수여 [On-line] Available: 

https://www.mapo.go.kr/site/main/board/bodo/230517?cp=1

Baum, F. E. (1993). Healthy cities and change: Social movement or 

bureaucratic tool?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8(1), 31-40.

Boonekamp, G. M. M., Colomer, C., Toms, A., & Nuez, A. (1999). 

Healthy cities evaluation: the co-ordinators perspective.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14(2), 103-110.

Creswell, J. W. (2014). Research design :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4th ed.. ed.).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Davey, P. (2005) Healthy Partnerships and Health City Planning in 

Local Government in Queensland. International Forum on 

Healthy City Conference Shanghai, China.

de Leeuw, E. (1999). Healthy Cities: urban social entrepreneurship for 

health.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14(3), 261-270.

de Leeuw, E., Green, G., Dyakova, M., Spanswick, L., & Palmer, N. 

(2015). European Healthy Cities evaluation: conceptual 

framework and methodology.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30(suppl1), i8-i17.

de Leeuw, E., & Simos, J. (2017). Healthy Cities : The Theory, 

Policy, and Practice of Value-Based Urban Planning (1st ed. 



- 70 -

2017 ed.): New York: Springer.

Duhl, L.J., & Sanchez, A.K. (1999). Healthy cities and the city 

planning process: a background document on links between 

health and urban planning. Copenhagen: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Elfeky, S., El-Adawy, M., Rashidian, A., Mandil, A., & Al-Mandhari, 

A. (2019). Healthy Cities Programme in the Eastern 

Mediterranean Region: concurrent progress and future prospects. 

Eastern Mediterranean health journal, 25(7), 445. 

Fryer, P. (1988). A healthy city strategy three years on-the case of 

Oxford city council.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3(2), 

213-217.

Goumans, M., & Springett, J. (1997). From projects to policy: 

'healthy cities' as a mechanism for policy change for health?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12(4), 311-322.

Green, G., Price, C., Lipp, A., & Priestley, R. (2009). Partnership 

structures in the WHO European Healthy Cities project.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24(Supplement 1), i37-i44.

Hancock, T. & Duhl, L. (1988). Promoting health in the urban 

context. WHO Healthy Cities Papers, No. 1.

Harpham, T., Burton, S., & Blue, I. (2001). Healthy city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the first evaluation.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16(2), 111-125.



- 71 -

Hu, S. C., & Kuo, H.-W. (2016). The development and achievement 

of a healthy cities network in Taiwan: sharing leadership and 

partnership building. Global Health Promotion, 23(1_suppl), 

8-17.

Kegler, M. C., Norton, B. L., & Aronson, R. (2008). Achieving 

organizational change: findings from case studies of 20 

California healthy cities and communities coalitions.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23(2), 109-118.

Kenzer, M. (2000). Healthy Cities: a guide to the literature. Public 

health reports (Washington, D.C. : 1974), 115(2-3), 279-289.

Kim, J., Jhang, W. G., Kang, E., Koh, K., Kim, K. Y., Park, K. J., & 

Park, Y. H. (2011). Healthy cities approach as a new paradigm 

of public health policy. J Korean Med Assoc, 54(8), 884-891.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lif.: Sage Publications.

Rossman, G. B., & Rallis S. F. (2012). Learning in the field :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lif.: Sage 

Publications.

Seidman, I. (2009).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 : 교육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을 위한 안내서. 서울: 학지사.

Tsouros, A. (2009). City leadership for heal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European Healthy 

Cities Network.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24(Supplement 



- 72 -

1), i4-i10.

Walt, G. (2016). 건강정책의 이해 (김창엽 역). 파주: 한울아카데미.

Werna, E., & Harpham, T. (1996). The implementation of the 

Healthy Cities Project in developing countries: Lessons from 

Chittagong. Habitat International, 20(2), 221-228.

Werna, E., Harpham, T., Blue, I., & Goldstein, G. (1998). Healthy 

city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An international approach 

to local problems.

Werna, E., Harpham, T., Blue, I., & Goldstein, G. (1999). From 

healthy city projects to healthy cities. Environment & 

Urbanization, 11(1), 27-40.

Wilson, W. J. (1993). Sociology and the public agenda. Newbury 

Park, Calif.: SAGE.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6). Creating healthy cities in the 

twenty-first century : background paper,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Settlements, Habitat II. World Health 

Organization.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Europe. (1997). 

Twenty steps for developing a healthy cities project, 3rd ed. 

Copenhagen: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Europe. (2019). 

Implementation framework for Phase VII (2019-2024) of the 

WHO European Healthy Cities Network: goals, requirements 



- 73 -

and strategic approaches. Copenhagen: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Europe. (2020.2.24). 

Phases of the Network [On-line] Available: 

https://www.euro.who.int/en/health-topics/environment-and-hea

lth/urban-health/who-european-healthy-cities-network/phases-o

f-the-network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 

(2000). Regional guidelines for developing a healthy cities 

project. Manila: WHO 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 

(2015). Healthy cities: good health is good politics. Manila: 

WHO 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 

(2016). Regional framework for urban health in the Western 

Pacific 2016-2020: healthy and resilient cities. Manila: WHO 

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II. 이론적 배경
	1. 건강도시 배경 및 추진 단계
	2. 국외 건강도시 초기 과정 연구
	3. 국내 건강도시 현황 및 연구 현황

	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2. 자료 수집
	가. 표집 방법 및 과정
	나. 자료 수집 절차

	3. 자료 분석
	4.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5. 연구 윤리

	IV. 연구 결과
	1. 연구참여자의 특성
	2. 분석 결과

	V. 논의
	1.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2. 연구의 한계점 및 의의

	참고문헌


<startpage>9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5
II. 이론적 배경 6
 1. 건강도시 배경 및 추진 단계 6
 2. 국외 건강도시 초기 과정 연구 9
 3. 국내 건강도시 현황 및 연구 현황 13
III. 연구 방법 17
 1. 연구 설계 17
 2. 자료 수집 17
  가. 표집 방법 및 과정 18
  나. 자료 수집 절차 19
 3. 자료 분석 22
 4.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23
 5. 연구 윤리 24
IV. 연구 결과 25
 1. 연구참여자의 특성 25
 2. 분석 결과 27
V. 논의 52
 1.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52
 2. 연구의 한계점 및 의의 63
참고문헌 65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