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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취약성을 고려한 폭염 재해 취약성 분석 및
취약지역의 특성 도출*
Heat Wave Disaster Vulnerability Assessment and Identification of
Vulnerable Area Characteristics Considering Medical Vulnerability
최혜림 Choi Hyerim**, 한우석 Han Woosuk***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heat wave disaster vulnerability considering medical vulnerabilities and derived the characteristics
of vulnerable areas through this. As a method of research, first, present vulnerability with the climate change disaster
vulnerability assessment was analyzed. Second, medical resource vulnerabilities and emergency medical access vulnerability assessment were performed to analyze medical vulnerability. Finally, the heat wave vulnerable areas were
derived through overlapping analysis, and policy measures considering local characteristics were proposed. According
to the analysis, areas with high medical vulnerability and heat wave disaster vulnerability are also highly vulnerable
to climate exposure, poor residential areas, and vulnerable populations. As a result, measures such as the maintenance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the expansion of the operation of a hot shelter could be proposed around old
houses. On the other hand, areas with relatively low vulnerability were found to have low vulnerability about urban
physical environments such as climate exposure and road area etc. However, in comparison, vulnerability to the
vulnerable population is highly derived, making it difficult to respond appropriately in the event of a thermal illness.
As a result, measures such as expansion of medical institutions and preparation of a system of care activities for
vulnerable groups by region could be propo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improvement
of disaster vulnerability assessment and urban planning considering disaster prevention.
Keywords: Climate Change, Heat Wave, Disaster Vulnerability Assessment, Medical Vulnerability, Vulnerability of
Medical Resources, Vulnerability of Emergency Medical Access

I. 서론

구온난화의 가속화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문제
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한 폭염 및 한파 등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상기온 현상과 기후변화 재해 발생의 강도와 빈도
가 증가하고 있다(박경훈, 송봉근, 박재은 2016). 심화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량 증가와 지

하는 기후변화 재해 문제와 함께 도시의 고도화, 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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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빈부격차의 심화 및 인구의 고령화와 같은 도시의

자 2011년 도시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하여 재해취약성

물리･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기후변화 재해의 대형화

분석을 도입하였으며, 여러 개정을 통해 도시군 기본

와 복합화를 초래하였다.

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

국내에서도 최근 기후변화 재해 중 폭염에 의한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폭염의 경우 상대적으로 홍수

및 제27조에 따라 재해 취약성 분석을 의무화하여 수

나 강풍에 비해 재산 피해보다 인명 피해를 더 많이

행하고 있다.

초래하게 되며, 인명 피해는 주로 건강영향 및 피해

국내에서는 자체적인 대용변수를 사용하여 폭염의

를 포함하게 된다(김태호, 백종인, 강상욱, 반영운

기후적 요소 및 폭염의 건강 피해와 도시의 사회･물

2017).

리적 환경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거나(고동원, 박승

폭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및 피해로는 온열질환이

훈 2019; 김용진, 강동화, 안건혁 2011; 조성모, 윤용

있으며, 열사병 및 일사병, 열실신, 열경련, 탈수성 열

한, 류을렬, 박봉주 외 2009; 우경숙, 김대은, 채수미

탈진 등이 포함된다(박종철, 채여라 2020). 이 중 가장

2019; 김도우, 정재학, 이종설, 이지선 2014; 김태호,

대표적인 열사병은 중심체온을 물리적으로 낮추어야

백종인, 반영운 2016; 김태호, 백종인, 강상욱, 반영운

하고,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기 손상 및 기

2017) 재해 취약성 분석과 같은 지침을 기준으로 폭염

능 장애와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고 치사율이 높아 신

재해 취약성을 평가 또는 분석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속한 의료적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같은 강도의

진행되고 있다(구유성, 김자은, 김지숙, 이성호 2015;

폭염이 발생하더라도 지역 내에서 개인의 사회･경제

김기욱, 박봉철, 허종배, 강지윤 외 2020; 이원정, 강

적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건강영향을 받게 되며 이로

재은, 김유근 2013; 신호성, 이수형 2014; 김지숙, 김

인해 폭염 취약계층이 존재하게 된다. 폭염 취약계층

호용 2020; 홍재주, 임호종, 함영한, 이병재 2015; 김

은 다시 도시의 물리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공간적으

지숙, 김호용, 이성호 2014). 하지만 기존 폭염 재해

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게 되며, 특정 공간에 밀집한

취약성 분석과 관련된 연구의 경우, 영향관계 분석이

모습을 보인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위험노출과의

주를 이루어 지역 내 상대적 취약성을 파악할 수 없거

거리를 파악하는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오

나, 분석 단위가 시/군으로 도시 내의 취약특성을 파

후, 배민기, 김보은 2020, 40).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

악하기에 넓고 지역맞춤형 방재 대책에 기초자료로

해 지역 내 공간에 따라 상대적 취약성을 분석하여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취약특성에 따른 맞춤형 방재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도입한 기후변화 재해 취약
성 분석에서 현재 도시 민감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이에 국내에서는 증가하는 폭염 피해에 대해 대응

도시 기반시설의 경우 주로 도로와 같은 교통 기반시

하고자 행정안전부는 2018년 9월에 ｢재난 및 안전관

설과 공급설비 시설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폭염

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

재해 분야도 도시 기반시설 지표로 도로 면적 한 가지

고,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을 마련하여 폭염에 의

만 존재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도로 면적 한 가지 지

한 인명피해 저감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폭

표로 폭염 재해에 대한 도시 기반시설의 취약성을 대

염의 취약성을 분석하여 맞춤형 방재대책을 수립하고

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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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중 폭염 인명 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 취약

2019년 6월로 설정하였으나 일부 데이터는 구축의

성을 반영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계로 데이터 기준 가장 최신화된 시간적 범위를 설

본 논문은 국내 연구 동향과 한계점을 종합하여 도시

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의료 취약성의 경우 내용적

기반시설 중 건강영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

범위인 폭염 취약성에 맞게 치과, 한의원 등의 병원

건의료시설을 중심으로 의료 취약성을 폭염 재해 취

은 제외하였으며, 서비스 권역 분석의 경우 응급 의

약성에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만 연구 범위에 포

본 논문의 목적은 의료 취약성을 고려한 폭염 재해

함하였다.

취약성을 분석하고 취약지역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다. 이를 통하여 지역맞춤형 방재대책을 위한 정책의

II. 선행연구 고찰

기반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선행연구 고찰
2. 연구의 범위
폭염과 같은 기후변화 재해의 위험성에 대처하고
본 논문은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커널

자 국내에서는 다양한 지침이 수립 및 시행되고 있

밀도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의료 취약성을 공

으며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 지침으로

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고려한 폭염 재해 취약성을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도입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

분석하고자 한다. 재해 취약성 분석을 통해 폭염 재해

약성분석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 도시계획수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취약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립지침을 개정하여 재해취약성분석을 도입하였으

한다.

며, 2015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김해시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분석의 단

을 일부 개정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및 변경

위는 현행 재해 취약성 분석 단위인 집계구를 공간

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도시 기

단위로 설정하였다. 김해시는 동북부의 산지와 남부

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기초

및 북서부의 평야 지대, 낙동강 등의 다양한 지형이

하여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을 의무화하여 수행

분포해 있으며, 구도심의 쇠퇴, 고령화 등 폭염에 취

하고 있다.

약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8년 기준 전국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에서 취약성은 현재와

인구 만 명당 온열질환 발생률을 살펴본 결과, 김해시

미래의 기후노출과 민감도로부터 각각의 취약성을 분

(28.1명/만 명)는 전국 도시지역 중 두 번째로 발생률

석하고, 분석 결과로부터 매트릭스를 통해 종합 재해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김해시를 대상으로

취약성 분석을 등급으로 도출하도록 하고 있다(한우

폭염 재해 취약성 분석에 다양한 물리적 요인과 사회

석, 이병재, 조만석, 정연희 외 2019). 여기서 기후노

적 취약요인의 영향력을 검토할 수 있으며, 높은 폭염

출은 기후변화 재해를 유발하는 기온, 강수량 등과 같

인명 피해 발생률로 인하여 의료 취약성을 함께 검토

은 기후 요소 영향을 나타내며, 도시민감도는 기후변

하고자 한다.

화 재해에 따른 도시의 물리적 취약특성과 도시구성

분석 자료는 가장 최신화된 공간 자료를 중심으로

요소의 부정적 영향을 의미한다(심우배, 이병재, 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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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김재호 2013, 3). 재해 취약성 분석에서 분석 대상

획을 입안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결과를 반

재해는 폭염, 폭우, 폭설, 가뭄, 강풍, 해수면 상승의

영하게 되어 있다.

6가지가 있다.

이러한 법적 지침들과 함께 다양한 폭염 취약성 연

다음으로, 환경부에서 도입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

구가 진행되고 있다. 크게 자체적인 대용변수의 기준

가가 있다. 2010년에 발효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을 설정하여 분석한 연구들과 법적으로 수립된 지침

에 의거하여 상위계획인 녹색성장 5개년 계획부터 광

의 기준에 기반하여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자체적인

역･기초지차제를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

대용변수의 기준을 설정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폭염

부시행계획까지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수립 및 이행되

을 나타내는 기후 요소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요소

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적응대책 수립 과정에서 기후

간의 영향 분석을 통해 취약성을 분석하였으며(고동

변화 취약성을 평가하고 있다. 환경부의 기후변화 취

원, 박승훈 2019; 김용진, 강동화, 안건혁 2011; 조성

약성 평가에서 취약성은 IPCC의 취약성 평가에 따라

모, 윤용한, 류을렬, 박봉주 외 2009), 폭염에 의한 건

기후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의 세 가지 규준의 함수로

강 피해와 도시의 기후･사회･물리적 요소들과의 영향

나타내게 되며,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물관리,

분석을 통해 취약성을 분석하였다(우경숙, 김대은, 채

생태계 부문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Choi and Ban

수미 2019; 김도우, 정재학, 이종설, 이지선 2014; 김

2020, 1). 기후노출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자

태호, 백종인, 반영운 2016; 김태호, 백종인, 강상욱,

극을 의미하며, 민감도는 기후변화에 얼마나 부정적

반영운 2017).

긍정적 영향을 받는지를 나타내며, 적응능력은 시스

법적 지침 기준을 활용한 폭염 취약성 연구로 IPCC

템이 기후변화에 대해 잠재적인 피해를 완화시키고,

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연구와 도시

결과에 대처하는 적응역량을 나타낸다(오관영, 이명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기

진, 한도은 2016).

반으로 한 연구들이 있다. 지침을 기반으로 분석을 수

환경부에서 도입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의 경우,

행한 연구들은 크게 대상지를 설정하여 폭염 취약성

적응능력 부분을 통해 지역 내 총생산, GRDP, 인구당

을 실증분석한 연구들(구유성, 김자은, 김지숙, 이성

소방서 인력, 인구당 응급의료기관 수 등과 같이 잠재

호 2015; 김기욱, 박봉철, 허종배, 강지윤 외 2020)과

적 정책 지표 및 취약성 저감 지표를 취약성 평가에

지침 내 지표에 보완 지표를 추가하여 분석을 수행한

포함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지표의 공간 범위의 한계

연구들(이원정, 강재은, 김유근 2013; 신호성, 이수형

로 시･군･구 기반의 공간 단위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2014; 김지숙, 김호용 2020)과 마지막으로 지표 개선

된다. 이와 비교하여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이외에 공간단위 수정가능성의 문제(MAUP: Modifiable

의 경우, 적응 부분은 부재하지만, 집계구 단위의 세

Areal Unit Problem)1)를 검토하고자 격자 단위 분석

부적인 공간 분석이 가능하며, 이를 기반으로 도시･

등 지침의 보완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수행한 연구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

(홍재주, 임호종, 함영한, 이병재 2015; 김지숙, 김호

1) 공간 단위 수정 가능성의 문제(MAUP): 연구자에 의해 공간 단위의 선택이 작위적일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결과가 선택된 공간단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김감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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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이성호 2014)들이 있다.

부족한 상황이다.

폭염의 경우 지역의 사회･인구･환경적 요인들로

본 논문은 김해시를 대상으로 의료 취약성을 고려

인하여 지역마다 또는 지역 내에서 각기 다른 영향을

하여 폭염 재해 취약성 분석을 공간적으로 수행하고

미치게 된다. 이것은 다시 같은 지역에 폭염이 발생하

자 의료 취약성을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고려한

더라도 특정 인구집단 및 계층이 개인의 건강, 나이,

폭염 재해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최종 폭염 취

생활환경 등에 의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게 되는 원

약지역을 도출하여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에

인이 된다. 따라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영향 평

결과적으로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개선방

가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안에 기초자료로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

(우경숙, 김대은, 채수미 2019, 12).

군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입안 시 더 나은 방재

폭염의 이러한 재해적 특성을 고려하고자 몇몇 연
구는 건강영향과 관련이 깊은 보건적 요소를 함께 고

대책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폭염 방재대책에서 의
료적 측면의 중요성을 시사하고자 한다.

려하여 폭염 취약성 평가를 수행(이원정, 강재은, 김
유근 2013)하였다. 하지만 시･군단위로 분석이 이루

III. 연구방법

어져 세부적인 공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
계점이 존재하며 도시 기반적인 요소 중 건강과 관련

1. 폭염 재해 취약성 분석

된 의료 취약성을 고려하여 폭염 재해 취약성 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김해시 내에서의 지역별 상대적인 폭염 재해 취약성
을 분석하고자 분석 단위가 세분화된 국토교통부에

2. 본 논문의 차별성

서 도입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
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집계구 단위로 분석을 수행하

본 논문에서는 김해시를 대상으로 의료 취약성을 분
석하고 이를 고려한 폭염 재해 취약성 분석 및 취약지

였다.
지침에서는 현재와 미래를 모두 고려하여 종합 재
해 취약성을 분석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현재 의료

역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에 폭염에 대한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요소

취약성 분석 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현재 재해 취약성

의 영향관계 분석을 수행하거나 지침을 기준으로

분석 결과만 활용하였다. 현재 재해 취약성 분석은 표

폭염 취약성 평가 또는 분석을 수행한 연구들은 있

준화된 지표값들을 통해 현재 기후노출 등급, 현재 도

었지만, 지표 사이의 영향관계만 분석하여 지역 간

시민감도 등급을 산정하고 현재 폭염 재해 취약성 분

상대적 취약성을 파악할 수 없거나 지침상의 실증

석 등급을 도출하였다. 현재 취약성은 현재 기후노출

분석 또는 제도적인 개선 방안 도출에 그치는 한계

등급(Ⅰ∼Ⅳ)과 현재 도시민감도 등급(Ⅰ∼Ⅳ)에 대

점이 존재한다. 또한 폭염의 재해 특성상 건강영향

한 매트릭스 매칭을 통해 현재 재해 취약성 등급(가장

에 의한 인명피해를 많이 초래하게 되는데, 도시 기

취약한 Ⅰ등급부터 가장 덜 취약한 Ⅳ등급으로 구분)

반시설 중 관련이 깊은 의료시설의 취약성을 함께

을 도출한다.

고려하여 재해 취약성 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아직

현재 기후노출 데이터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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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최근 30년 자료를 기준으로 연평균 일

1) 의료 자원 취약성 분석

최고기온 33℃ 이상 일수, 연평균 일 최저기온 25℃
이상 일수를 구축하였다. 구축 시 김해시를 경계로부

김해시 의료 자원 취약성을 분석하고자 김해시의 병

터 20km 내 26개 기상관측소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원을 중심으로 병상 수 및 의료인 수에 대한 밀도 분

기상관측소의 값을 통해(공간보간법(IDW)을 통해 집

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Arcgis의 커널 밀도 분석을 활

계구 값으로 구축하였다. 현재 도시민감도 데이터는

용하였다. 커널밀도 분석은 연구지역 내에서 점으로

건축데이터 민간개방시스템, KLIS 및 해당지자체에

표시된 시설 및 지점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파악하는

서 제공하는 2019년도 6월을 기준으로 주거불량지역

데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최진호, 주승민 2013).

면적, 5세 미만 65세 이상 인구수, 독거노인 수, 저소

커널함수는 분석 반경을 설정하여 반경 안에 포함하

득층 인구수, 집계구 내 도로 면적, 단독주택 내 지붕

는 점의 수를 밀도로 추정하여 커널함수 K로 표현하

(콘크리트, 슬라브, 슬레이트) 면적을 구축하였다.

며, 이에 대한 계산과정은 다음 <식 1>과 같다.

2. 의료 취약성 분석

    

  

   



<식 1>

일부 연구에서 의료자원의 분포 개념으로 의료기관
수 대비 행정면적으로 취약성을 분석하거나 병원 시
설의 유형별로 상대적 가중치를 두어 취약성을 분석
하였다(이명호, 유선철, 안종욱, 신동빈 2016). 현재
국내에서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통일된 개념 및 정의

여기서,     함수

  
  
   dim
  미지점
   번째 기지점

는 부재하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의료인력, 시설
장비 등의 의료 자원이 열악한 지역이나 지리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오병록(2015)의 도보에 의한 소생활

고립되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일컫는 개

권 기준을 따라 분석 반경을 1km로 설정하였다. 또한

념으로 설명하고 있다(임선미 2020). 따라서 본 논문

병원별 의료인 수와 병상 수를 함께 속성으로 넣어주

에서는 선행연구의 의료 취약성 개념 중 공간 분석이

어 병원의 밀도와 함께 의료인 수와 병상 수의 밀도를

가능한 개념을 중심으로 의료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분석하였다.

먼저, 의료인력 및 시설 자원의 취약성을 파악하고자,

의료 자원 취약성 분석 데이터는 국토지리정보원

의료 자원 취약성을 분석하였으며, 의료 취약인구와

및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2020년도 3월을 기준으

응급 의료 접근성을 고려하여 응급 의료 접근 취약성

로 김해시 집계구 경계 데이터, 김해시 병원 위치 및

을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의료 자원 취약성 분석

정보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김해시 병원 위치 및 정보

결과와 응급 의료 접근 취약성 분석 결과를 등급화하

데이터의 경우, 폭염 건강 피해인 온열질환의 특성에

고 이를 통해 최종 의료 취약성 분석 결과를 도출하

맞추어 치과, 한의원 등 특수 진료만을 다루는 병원은

였다.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김해시 병원 위치 데이
터는 xy지점 정보를 통해 경위도 좌표계로 GIS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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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자료로 투영하였다.

위치 및 정보 데이터, 100m×100m 격자 기반의 5세
미만 65세 이상 인구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인구 데이
터의 경우 2019년도 10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

2) 응급 의료 접근 취약성 분석

으나, 도로 데이터의 경우, 가장 최신화된 데이터가

김해시 응급 의료 접근 취약성을 분석하고자 김해

2018년도 기준 데이터로 이를 사용하였다. 김해시 응

시의 응급 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병원을 중심으로

급 서비스가 가능한 종합병원의 위치 데이터는 의료

구급차 도달 권역을 분석하였다. 이때, Arcgis의 네

빅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응급실 제공 여부와 김해시에

트워크 분석 중 서비스 권역(Service Area)을 활용하

서 제공하는 김해시 병의원 정보 데이터를 사용하였

였다. 네트워크 분석은 유클리드 거리 기반의 접근

다. xy지점 정보를 통해 경위도 좌표계로 GIS상에서

성 분석을 보완하고자 도로나 철도 등 네트워크의

포인트 자료로 투영하였다.

연결성과 함께 경로를 분석하여 접근성을 분석하거
나 이용권역을 분석할 때 많이 활용되고 있다. 네트

3) 최종 의료 취약성 분석

워크 분석의 경우 네트워크 데이터 셋을 기반으로
분석이 진행되는데, 네트워크 데이터 셋은 다시 노

최종 의료 취약성은 도출된 의료 자원 취약성과 응급

드(Node)와 링크(Link)로 구성된다. 노드의 경우 도

의료 접근 취약성 지표값을 각각 표준화하고 이를 등

로간의 교차점이나 끝점을 의미하며, 링크의 경우

급화하여 최종 의료 취약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의료

한 구간의 도로이다(주승민, 최진호 2012). 네트워

취약성의 표준화 및 등급화는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

크 분석 시 각 링크에 거리와 속력같은 비용이 부가

와 비교를 위해 지침에 명시된 표준화 및 등급화 과정

되어야 링크별 소요 시간을 부가할 수 있다. 부여된

을 통해 4개 등급(가장 취약한 Ⅰ등급부터 가장 덜 취

거리와 소요시간 속성을 통해 최단거리와 최단시간

약한 Ⅳ등급으로 구분)으로 도출하였다.

거리를 산정하고, 이를 통해 기점을 중심으로 소요
시간 동안의 도달 가능한 서비스 권역을 도출하게

3. 의료 취약성을 고려한 폭염 재해 취약성 분석 방법

된다.
본 논문의 경우, 응급 서비스 권역에 대한 산정이므

최종 의료 취약성 분석 결과와 폭염 재해 취약성 분석

로, 주승민, 최진호(2012)의 응급 상황 발생 시 뇌손상

결과를 중첩 분석하여 의료 취약성을 고려한 폭염 재

이 시작하지만 응급처치로 회복가능성이 높은 5분을

해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현재 의료 취약성과

기준으로 권역을 산정하였다. 권역을 산정한 이후, 폭

재해 취약성이 모두 심각하여 폭염에 가장 취약한 지

염 취약계층인 5세 미만 65세 이상 취약인구 데이터

역을 보기 위해 의료 취약성과 폭염 재해 취약성 모두

를 권역과 중첩 분석하여 집계구별 권역 외 취약인구

Ⅰ등급인 지역을 도출하였다.

수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의료 취약성이 고려되지 않아 재해 취약

응급 의료 접근 취약성 분석 데이터는 KTDB, 국토

성이 낮게 나와 의료 취약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지리정보원 및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김해시 집

지역을 보기 위해 의료 취약성은 Ⅰ등급이지만, 재해

계구 경계 데이터, 김해시 도로 데이터, 김해시 병원

취약성 분석은 Ⅳ등급인 지역을 도출하였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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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도출된 각각의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

은 0.76㎢로 전체 면적 대비 약 0.16%이며, 동상동,

구의 분석 흐름은 아래의 <Figure 1>과 같다.

회현동, 부원동, 북부동 일대로, 김해시 시가지에 집
중적으로 분포하였다. 취약한 Ⅱ등급 지역은 46.91㎢

IV. 연구결과

로 전체 면적 대비 약 10.16%로 나타났으며, 진영읍,
생림면, 대동면, 동상동, 회현동 등 김해시 동쪽에 넓

1. 폭염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

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 전체 면적 중
약 10.32%의 면적이 Ⅰ등급 또는 Ⅱ등급으로 도출되

김해시 폭염에 대한 재해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현재와 미

어 폭염 재해의 취약성이 일부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래 재해 취약성 분석 중 현재 김해시 의료 취약성과 비교

나타났다. 김해시 폭염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는

하기 위해 현재 재해 취약성 분석만 범위에 포함하였다.

<Figure 2>와 <Table 1>과 같다.

폭염 재해에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Ⅰ등급지역

기후노출에 해당하는 지표들을 살펴본 결과 연평균

Figure 1 _ Analysis Flow

Figure 2 _ Grade of Present Heat Wave Disaster Vulnerability

Present Climate Exposure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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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 Urban Sensitivity Grade

Present Heat Wave
Disaster Vulnerability Grade

Table 1 _ Result of Present Heat Wave Disaster Vulnerability
Grade

Location

의 취약성이 높게 도출되어 이에 대한 영향으로 보인다.

Area

Ⅰ

Dongsang-dong, Hoehyeon-dong, Buwon-dong,
Bukbu-dong

0.76
㎢

Ⅱ

Jinyeong-eup, Saengnim-myeon, Daedong- myeon,
Dongsang-dong Hoehyeon-dong, Buwon-dong, 46.90
Naeae-dong, Bukbu-dong, Chilsan Seobu-dong,
㎢
Halcheon-dong, Saman-dong, Bulam-dong

2. 의료 취약성 분석 결과
1) 의료 자원 취약성 분석
김해시 의료 자원 취약성을 분석하고자, 커널 밀도분

일 최고기온 33℃ 이상 일수에 비해 연평균 일 최저기온

석을 활용하여 김해시 병상 및 의료인 수의 밀도를

25℃ 이상 일수가 많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분석하였다. 도보에 의한 소생활권 기준을 따라 분석

주로 시가화가 진행된 지역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경을 1km로 설정하였으며, 4개의 등급 이외에도

도시민감도에 해당하는 지표들을 살펴본 결과, 독거노

1km 이내에 의료 자원 밀도가 0인 지역도 함께 도출

인 수와 저소득층 인구 수의 경우 취약성이 낮게 도출되

하였다. <Figure 3>은 병상 및 의료인 수에 대한 커

었지만, 주거불량지역, 취약인구(5세 미만 65세 이상) 수

널 밀도분석 결과와 함께 커널밀도 분석 결과를 집

Figure 3 _ Grades of Kernel Density Analysis for Number of Beds and Number of Medical Personnel

Result of Kernel Density Analysis for Number of Beds

Result of Kernel Density Analysis for Number of Medical Personnel

Grades of Density for Number of Beds

Grades of Density for Number of Medical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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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_ Results of Kernel Density Analysis for Number of Beds and Number of Medical Personnel
Grade

Zero
Dansity
Area

Bed Density

Medical Personnel Density

Location

Area

Location

Area

Naeae-dong, Daedong-myeon, Dongsang-dong,
Naeae-dong, Daedong-myeon, Dongsang-dong,
Bukbu-dong, Saman-dong, Sangdong-myeon,
Bukbu-dong, Bulam-dong, Saman-dong, SangdongSaengrim-myeon, Jangyu 1-dong, Jangyu 2-dong,
myeon, Saengnim-myeon, Jangyu 1-dong, Jangyu
382.33㎢
398.51㎢
Jangyu 3-dong, Juchon-myeon, Jinrye-myeon,
2-dong, Jangyu 3-dong, Juchon-myeon, JinryeJinyeong-eup, Chilsan Seobu-dong, Hallim-myeon,
myeon, Jinyeong-eup, Chilsan Seobu-dong, HallimHalcheon-dong
myeon, Halcheon-dong

Ⅰ

Naeae-dong, Daedong-myeon, Dongsang-dong,
Buwon-dong, Bukbu-dong, Bulam-dong, Samandong, Sangdong-myeon, Saengnim-myeon, Jangyu
1-dong, Jangyu 2-dong, Jangyu 3-dong, Juchonmyeon, Jinrye-myeon, Jinyeong-eup, Chilsan
Seobu-dong,
Hallim-myeon,
Halcheon-dong,
Hoehyeon-dong

Ⅱ

Naeae-dong, Dongsang-dong, Bukbu-dong, Bulamdong, Saman-dong, Saengnim-myeon, Jangyu
1-dong, Jangyu 2-dong, Jinyeong-eup, Chilsan
Seobu-dong, Halcheon-dong, Hoehyeon-dong

61.85㎢

Naeae-dong, Daedong-myeon, Dongsang-dong,
Buwon-dong, Bukbu-dong, Bulam-dong, Samandong, Sangdong-myeon, Saengnim-myeon, Jangyu
1-dong, Jangyu 2-dong, Jangyu 3-dong, Juchonmyeon, Jinrye-myeon, Jinyeong-eup, Chilsabseobudong, Hallim-myeon, Hwalkcheon-dong, Hoehyeon-dong

48.29㎢

9.87㎢

Naeae-dong,
Dongsang-dong,
Buwon-dong,
Bukbu-dong, Jangyu 1-dong, Jangyu 2-dong,
Jangyu 3-dong, Juchon-myeon, Chilsan Seobudong, Halcheon-dong, Hoehyeon-dong

10.59㎢

계구별 평균으로 다시 도출하였으며, 재해 취약성분

대부분의 지역이 의료 자원 취약성이 Ⅰ등급 또는 Ⅱ

석과 같이 4개 등급으로 등급화한 결과이다.

등급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대부분의 김해시의 병

먼저 병상 밀도를 살펴본 결과, 병상 수요가 상대적

원이 시가화 지역에 밀집된 결과로 나타났다. 김해시

으로 제한된 Ⅰ등급 지역 중 밀도가 0으로 도출된 지

병상 및 의료인 밀도를 읍면동별로 살펴본 결과는

역은 382.33㎢로 전체 면적 대비 약 82.78%이며, 내

<Table 2>와 같다.

외동, 대동면, 동상동 등 김해시 전역에 넓게 분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한 Ⅱ등급 지역은 61.85㎢

2) 응급 의료 접근 취약성 분석

로 전체 면적 대비 약 13.39%로 나타났으며, Ⅰ등급
과 마찬가지로 김해시 전역에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김해시 응급 의료 접근 취약성을 분석하고자 네트워

나타났다.

크 분석 중 서비스 권역을 도출한 결과, 약 51.23㎢의

다음으로 의료인 밀도를 살펴본 결과, 의료인 수요

면적이 서비스 권역으로 도출되었으며, 전체 면적 대

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Ⅰ등급 지역 중 밀도가 0으로

비 약 11% 정도의 면적이 의료 서비스 5분 권역으로

도출된 지역은 398.51㎢로 전체 면적 대비 약

도출되었다. <Figure 4>는 김해시 응급 의료 서비스

86.29%이며, 마찬가지로 내외동, 대동면, 동상동 등

권역 분석 결과이다.

김해시 전역에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

의료 서비스 권역을 기반으로 의료 서비스 권역 외

한 Ⅱ등급 지역은 48.29㎢로 전체 면적 대비 약

취약인구를 집계구별로 도출하였으며, 이를 다시 재

10.48%로 나타났으며, Ⅰ등급과 마찬가지로 김해시

해 취약성분석과 같이 4개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등

전역에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 중

급화 결과는 <Figure 5>와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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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_ Resul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Area Analysis

응급 의료 접근 취약성 등급을 읍면동별로 살펴본
결과, 장유 3동에 위치한 집계구가 가장 취약인구가
많은 Ⅰ등급으로 도출되었으며, 내외동, 대동면, 북부
동, 생림면, 진영읍 등에 Ⅱ등급인 집계구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Ⅰ등급에 해당하는 장유 3동의 경우, 응급 병원과
의 유클리드 거리가 멀지 않았으나, 5분 권역에 포함
되지 않으며, 취약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 Ⅰ등급으
로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Ⅱ등급에 해당하는 지역들
은 병원과의 거리가 멀고, Ⅲ등급과 Ⅳ등급에 해당하
는 지역에 비해 취약인구 수가 많아 Ⅰ등급으로 도출
된 것으로 보인다.

Figure 5 _ Grade of Emergency Medical Access

3) 최종 의료 취약성 분석 결과

Vulnerability

의료 자원 취약성과 응급 의료 접근 취약성을 분석하
여 최종 의료 취약성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등급
화 결과는 다음 <Figure 6>와 <Table 4>와 같다.
의료 취약성이 가장 취약한 Ⅰ등급지역은 429.75
Figure 6 _ Grade of Final Medical Vulnerability

Table 3 _ Result of Out-of-region Vulnerable
Population
Grade

Location

Area Vulnerable
(km²) population

Ⅰ

Jangyu 3 dong

11.19

644~1897

Ⅱ

Naeae-dong, Daedong-myeon,
Bukbu-dong, Bulam-dong, Samandong, Saengnim-myeon, Jangyu
3-dong, Jinrye-myeon, Jinyeong-eup,
Hallim-myeon, Halcheon-dong

34.89

13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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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_ Result of Final Medical Vulnerability
Grade

Location

Ⅰ

Naeae-dong, Daedong-myeon, Dongsang-dong,
Buwon-dong, Bukbu-dong, Bulam-dong,
Saman-dong, Sangdong-myeon, Saengnim-myeon,
Jangyu 1-dong, Jangyu 2-dong, Jangyu
3-dong, Juchon-myeon, Jinrye-myeon, Jinyeongeup, Chilsan Seobu-dong, Hallim-myeon,
Halcheon-dong, Hoehyeon-dong

429.75
km²

Naeae-dong, Dongsang-dong, Bukbu-dong,
Bulam-dong, Jangyu 1-dong, Jangyu 2-dong,
Jangyu 3-dong, Juchon-myeon, Jinyeong-eup,
Chilsan Seobu-dong, Halcheon-dong, Hoehyeon-dong

13.00
km²

Ⅱ

Area

은 비율이지만, 전체 인구 대비 0.77%로 면적 대비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대비 취
약인구 비율은 1.3%로 타 지역에 비해 취약인구 비율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염이 발생할 경우,
폭염 재해에 취약성이 높으며, 의료 서비스에도 취약
한 것으로 나타나 그 취약성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
된다. 특히 이 지역의 경우 기후노출에 대한 취약성이
높고, 주거불량지역이 많고 취약인구가 많이 거주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 불량지역에 대한 취약
성이 가장 두드러졌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로 전체 면적 대비 약 93.08%이며, 내외동, 대동면,
동상동 등 김해시 전역에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취약한 Ⅱ등급 지역은 13.00㎢로 전체 면적 대
비 약 2.82%로 나타났으며, 내외동, 동상동, 북부동
등 Ⅲ등급과 Ⅳ등급 주변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김해시 중 대부분의 지역이 의료 취약성이 Ⅰ등급
또는 Ⅱ등급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대부분의 김해
시의 병원이 시가화 지역에 밀집되었으며, 대부분의
병상 및 의료인이 규모가 큰 종합병원에 밀집되어 나
타난 것으로 보인다.

3. 의료 취약성을 고려한 폭염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
김해시 의료 취약성과 폭염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의
중첩 분석을 통해 최종 의료 취약성을 고려한 폭염
재해 취약성 분석을 도출하였다. 먼저, 김해시에서 폭
염에 가장 취약한 지역을 확인하고자 폭염 재해 취약
성 분석과 의료 취약지역 모두 Ⅰ등급으로 나타난 지
역을 도출하였다(<Figure 7> 참조).
의료 취약성과 폭염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 모두
Ⅰ등급으로 도출된 지역은 동상동, 회현동, 북부동 일
대로 도출되었다. 김해시 전체 면적 대비 0.08%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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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응 방안으로 노후 주택의 경우 단열 채색 지붕
및 옥상녹화 사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통해
별도의 에너지 사용 없이 자연적으로 도심 고온을 완
화할 수 있다(배민기 2013). 또한 노후 주거 밀집 지역
을 중심으로 무더위 쉼터 지정 및 운영을 확대하여
냉방시설 24시간 가동하거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혹서기 냉방비 지원 방안들을 도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의료 취약성이 고려되지 못해 폭염 재해
취약성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낮게 나오는
Figure 7 _ Area indicated as Grade 1 for Disaster and
Medical Vulnerability

지역을 확인하고자, 폭염 재해 취약성 분석은 Ⅳ등급,

하지만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에 비해 취약인구와

의료 취약지역은 Ⅰ등급으로 나타난 지역을 도출하였

독거노인, 저소득층 인구수는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다(<Figure 8> 참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의료 취약성은 Ⅰ등급으로, 폭염 재해 취약성 분석

폭염 대응 방안으로 지역 내 폭염 재해 취약성 및 폭

결과는 Ⅳ등급으로 도출된 지역으로 장유1동, 장유2

염 환자에 따른 관련 의료기관 지정 및 임시 보건소

동, 장유3동, 진영읍, 진례면으로 도출되었다. 김해시

확충을 통한 의료기관 확대, 온열환자 이송 대책 강화

전체 면적 대비 14.89%로 넓게 나타났으며, 전체 인

등이 있다. 또한 의료기관 확대 방안과 더불어 예산의

구 대비 19.51%로 김해시 인구 중 약 5분의 1이 이

한계로 의료기관이 부재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약인구의

의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정방문, 안부 전화

경우 전체 인구 대비 17.43%로 취약인구 거주 비율도

등 지역별로 직접적인 취약계층 돌보미 활동을 지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염이 발생할 경우, 폭

하는 체계를 도입할 수 있다.

염 재해에 취약성은 낮게 도출되었지만, 의료 취약성
이 높아 인명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울 수

V. 결론

도 있어 취약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
히, 이 지역의 경우 연평균 33℃ 이상 일수와 열대야

본 논문에서는 김해시를 대상으로 의료 취약성과 이

일수가 높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도로 면적과 주거불

를 고려한 폭염 재해 취약성 분석을 통해 폭염 취약지

량지역이 낮아 재해 취약성 분석이 Ⅳ등급으로 도출

역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김해시를 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으로 GIS의 공간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의료 취약
성과 폭염 재해 취약성을 집계구 단위로 분석하고 이

Figure 8 _ Area indicated as Grade IV for Disaster
Vulnerability Analysis, and Grade I for Medical
Vulnerability

를 중첩하여 최종 폭염 재해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또
한 이를 통해 폭염 재해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취약지
역의 특성을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김해시 내 의료 취약성과 폭염 재해 취
약성 모두 Ⅰ등급으로 도출된 지역은 동상동, 회현동,
북부동 일대로, 주거불량지역이 많고 취약인구 거주
비율이 높다는 특성이 있었다. 또한 의료 취약성은 Ⅰ
등급으로 도출되었지만, 폭염 재해 취약성은 Ⅳ등급
으로 도출된 지역은 장유1동, 장유2동, 장유3동, 진영
읍, 진례면으로, 의료 취약성은 높게 도출되었지만,
물리적 환경(도로 면적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지 않
아 폭염 재해 취약성이 Ⅳ등급으로 도출되었다. 하지
만 취약인구의 취약성은 높아 의료 취약지역에 취약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결과가 도출되어 폭염 재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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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성 등급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김

제시하고자 한다.

해시의 경우 의료 취약성이 높은 지역이 많고 의료
취약지역에 상대적으로 취약인구가 많이 거주하지만
물리적 환경의 취약성 완화로 취약하지 않게 도출되
어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
며, 지역별로 취약특성에 따른 방재대책 마련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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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주제어: 기후변화, 폭염, 재해 취약성 분석, 의료 취약성, 의료 자원 취약성, 응급 의료 접근 취약성

본 논문은 의료 취약성을 고려한 폭염 재해 취약성을

더위 쉼터 운영 확대 등과 같은 방안들이 제시될 수

분석하고, 이를 통해 취약지역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낮게 도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출된 지역은 기후노출과 도로면적과 같은 도시 물리

분석 중 현재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의료 취약

적 환경의 취약성이 낮아 폭염 재해 취약성이 낮게

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의료 자원 취약성과 응급 의료

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비해 취약인

접근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첩분

구에 대한 취약성은 높게 도출되어 온열질환자 발생

석을 통해 폭염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지역별 특성을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반영하여 폭염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의료기관 확대 방안 및 지역별 취약계층 돌보미 활동

의료 취약성과 폭염 재해 취약성이 모두 높은 지역은

체계 마련 등과 같은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

의료 취약성과 함께 기후노출, 주거불량지역, 취약인

다. 본 논문의 결과는 재해의 특성을 반영한 취약성

구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것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분석 개선방안 마련 및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도입을

이에 따라 노후 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정비 및 무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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