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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가뭄에 의한 용수, 가뭄에 의한 수질과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에 한 취약성 평가 항목에 한 선

정 배경을 기술하 고, 선정된 취약성 평가 항목에 해 취약성 평가 가 치 산정을 수행하 다. 한 취약성 평가 

차에서는 단계 으로 용되는 계산 방법과 실제 사례를 함께 서술하 다. 취약성 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해 분석하고, 이러한 취약성 평가 차를 용한 폭염과 가뭄을 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시스템을 설계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assessment items were selected for water by drought, water quality by drought, and thermal diseases by heat wave. We described 

the selection background for these assessment items. and then we weighted the selected vulnerability assessment items. The vulnerability assessment 

procedures also describe the calculation methods applied in phases and the actual cases. The vulnerability assessment database was analyzed and a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ssessment system for heat waves and droughts using these vulnerability assessment procedures was designed. 

키워드

Drought, Heat Wave, Vulnerability, Assessment, Database

가뭄, 폭염, 취약성, 평가, 데이터베이스

*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ehjung@kei.re.kr)

** 호남 학교 컴퓨터공학과(cwkim@honam.ac.kr)

*** 교신 자 : 부 학교 게임소 트웨어학과

ㆍ   수  일 : 2018. 05. 17

ㆍ수정완료일 : 2018. 07. 01

ㆍ게재확정일 : 2018. 08. 15

ㆍReceived : May. 17, 2018, Revised : Jul. 01, 2018, Accepted : Aug. 15, 2018

ㆍCorresponding Author : Jong-Hoon Park

　Dept. of Game Software , Joongbu University, 

  Email : jhpark@joongbu.ac.kr

Ⅰ. 서 론

기후변화의 향으로 지구는 극한 기후 상들이 

반 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극한 상으로 

지구는 이상 상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그간에 체

험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발생하고, 각각의 환경에

서 취약한 분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취약

한 분야의 변화에 응하기 해 각국에서는 분야

별 변화에 따른 응에 한 연구를 수행하며 과학

 응방법으로 근하기 해 다양한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따른 응을 해 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 38조 2항에 따른 계 앙행정기

의 장  역·기  지자체장은 기후변화 응 책 세

부시행계획을 5년 단 로 수립·시행해야 하고 제1, 2차 

역지자체(2011년, 2016년), 제1차 기 지자체(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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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기 해 과학  근거 

기반 마련을 해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지원도구를 필요

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역  기 지자체 기후변화 응 책 

수립을 해 국립공원 생태계 취약성 시범평가(2015, 국

립공원연구원), 인천지역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의 

건강 취약성 평가(2017, 인천보건환경연구원) 등 다수의 

기후변화 응 기 연구에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지원

도구를 활용하 고 각 연구기 에서도 기후변화 응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게 취약성평가 지원도구의 사용자가 증가하고 

다변화됨에도 신규 취약성 평가항목 개발 시 취약성

을 구성하는 각 요소에 한 표 화된 기 이 없다는 

문제가 존재하고, 취약성 평가 항목에 해서 체계

이고 과학 인 정확한 기 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 기후변화 응 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의 원활한 

을 지원을 해 필요 지표의 개발과 취약성 평가 데

이터베이스 구축 서비스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

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하 다. 2장에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원리를 분석하 고, 폭염과 가뭄을 한 

취약성 항목 선정 배경을 설명하고, 선정항목에 해 

취약성 평가 가 치 산정을 수행하 다. 3장에서는 취

약성 평가 차에 해 단계 으로 계산되는 실제 사

례와 함께 계산 방법을 설명하 다. 4장에서는 폭염과 

가뭄을 한 취약성 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차와 

설계에 해 제안한다.  

Ⅱ. 련 연구 분석

2.1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원리 

기후변화 취약성은 시스템이 노출되는 기후변화의 

정도(기후노출도, climate exposure), 기후변화에 해 

시스템이 민감한 정도(민감도, sensitivity), 기후변화

에 해 시스템이 응할 수 있는 정도( 응능력, 

adaptive capacity)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함수로

서 계산할 수 있다[1].

취약성 = (α × 기후노출도 + β × 민감도) - (γ × 응능력)  

각각의 지표의 모든 가 치는 문가 상의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에 기반해 계산된

다. AHP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리 쓰이는 기법으로 

다양한 상황에 해 단계별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종합 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기법이다[2]. 여기서 계

산된 가 치는 α=0.5 ,β=0.25 ,γ =0.25로 정의되었다. 

기후노출도는 기온, 강수량, 상 습도와 같은 기후

요소 혹은 기후요소에 기반한 지수로 구성되고 α는 기

후노출도의 가 치 값이며, 민감도는 시스템이 해당 기

후노출도에 얼마나 민감한 지를 나타내며 β는 민감도

의 가 치 값이고, 보통 취약 상의 수, 도 등으로 구

성되고, 일반 으로 기후변화 향은 기후노출도와 민

감도를 합한 값으로 표  될 수 있다. 

응능력은 기후변화 향을 감할 수 있는 정책

, 기술  정도를 나타내며 γ는 응능력 가 치 값으로  

주어지고 , 지역 내 총생산, 소방서 인력, 하/폐수종말

처리용량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α, β, γ는 총합은 1이 되어야 하며, 취

약성 평가항목에 따라 비 이 달라질 수 있다. 

기후노출도, 민감도, 응능력의 세 요소는 각각을 

표하는 지표로 구성된다. 기후노출도는 폭염을 나타

내는 지표로 열  지속지수, 일 최고기온의 연간 평균

값,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의 횟수 등으

로 구성하고. 민감도는 폭염에 취약한 14세 이하 인

구, 65세 이상 인구 등으로 구성하고, 응능력은 정

책 혹은 기술  비정도를 나타내는 인구당 보건소 

인력, 재정자립도, 지역 내 총생산 등으로 구성한다.

2.2 취약성 평가 항목선정 

(1)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항목 : 폭염은 기후변화

로 인한 기상재해 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힐 것

으로 상되며, 실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는  세계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큰 이슈가 되

고 있는 실정이며,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는 국 평균 

폭염 일수 통계를 제공 하고 있으며, 1973년~2017년 

사이 폭염일수의 20 까지 순 를 보면, 2000년 가 

10개가 포함되어있을 만큼, 최근 폭염일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한 응이 시 하고, 10 권 내에서는 

2 (2016년), 3 (2013년), 9 (2012년), 10 (2017년)

가 2010년  이므로 폭염은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망하고 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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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뭄에 의한 용수  수질 항목 : 가뭄의 특징

은 매우 느리게 발 되며, 장기 이고 범 한 것이 

특징이며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강수량이 차 

어들고 일부 기간에 집 으로 내리는 경향이 있다. 

김병식(2013)은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 표농도경로) 기후변화시나리오를 이용

한 미래 가뭄 망을 분석하고 미래 기후변화 자료의 

연(yearly) 변동성을 조사한 결과, 미래로 갈수록 강수

량과 증발산량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 심

각성을 드러내고 있다[5].

2.3 취약성 평가 지표 선정 

(1)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취약성 지표 

- 기후노출도: 열지수 32이상인 날 수 

- 민감도 : 인구, 심 질환 인구비율

- 응능력 : GRDP, 인구당 의료기 수, 인구당 

응  의료기 수, 인구당 소방서 인력

(2) 가뭄에 의한 용수 취약성 지표

- 기후노출도 : 연간 3개월 SPI -1 이하인 날수, 

연간 3개월 EDDI -1 이하인 날수, 4-5월 간 3개

월 SPI -1 이하인 날수, 4-5월간 3개월 EDDI 

-1 이하인 날수

- 민감도 : 총용수 사용량, 농업용수 사용량, 공업

용수 사용량, 생활용수 사용량

- 응능력 : GRDP, 용수 공 용 수지 최 용

량, 수리답 비율, 개  비율, 상수원 최  수

량, 상수도 보 률, 비상 수 보유량

(3) 가뭄에 의한 수질 취약성 지표

- 기후노출도 : 연간 3개월 SPI -1 이하인 날수, 

연간 3개월 EDDI -1 이하인 날수

- 민감도 : 오염부하량

- 응능력 : GRDP, 비 오염 감시설 처리용량, 

하수종말처리시설 처리용량,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용량, 유량, 유속  

2.4 취약성 평가 항목별 가 치 산정 

취약성 평가항목 별 지표간 가 치 산정을 해 의

사결정계층인 AHP(: Analytic Hierachy Process) 분

석 방법으로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취약성, 가뭄에 의

한 용수 취약성, 가뭄에 의한 수질 취약성에 한 평

가 항목  지표를 선정하고 평가지표 별 가 치 선

정을 해 분야별(온열질환 분야, 용수·수질 분야) 

문가 10명을 상으로 AHP 설문을 수행하 다. 

Ⅲ. 취약성 평가 차

서울특별시 송 구를 기 으로 AHP 설문결과를 

이용하여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취약성(일반) 평가 

수행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3.1 평가하고자 하는 평가항목  지표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취약성(일반) 평가항목에 

한 지표는 다음과 같다. 지표의 원시데이터 기후노출

도는 열지수 32 이상인 날 수, 가 치 1.00이고, 민감

도는 인구이고, 가 치 1.00이며, 응능력에서 세부 

지표의 종류는 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가 치 0.14), 인구당 의료기  수(가 치 

0.24), 인구당 응 의료기  수(가 치 0.39), 인구당 

소방서 인력(가 치 0.23)으로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취약성 평가 지표로 개발되었다.

3.2 지표별 원시 데이터 검색

항목에 한 지표는 기후노출도, 민감도, 응능력으

로 구분되며  해당 지역의 원시 데이터는 원시데이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져온다. 기후노출도 지표 데이터

(서울특별시 구별 열지수 32 이상인 날)에서 송 구 

값은 39.47,  서울특별시 구별 민감도 인구 지표 원시 

데이터에서 송 구 값은 634941명,  서울특별시 구별 

응능력 부문도 지표 원시 데이터에서 송 구의 값은 

인구당 소방서인력 142.11, 인구당 의료기 수 48.17, 

인구당 응 의료기 수 0.74, GRDP 17,663,808.97원으

로 검색되었으며, 취약성 평가 계산을 해 각각의 지

표들은 표 화에 의해 재가공 되어야 한다.

3.3 지표별 원시 데이터 표 화  취약성 종합

지수 계산

취약성 지표 계산을 해서는 표 화 작업을 수행

해야 하며, 원시 데이터로 표 화 수행은 (실제값-최

소값)/(최 값-최소값)으로 표 화 값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표 화를 수행하는 가장 큰 원인은 지표 값들

의 단 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취약성 평가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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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각 지표들의 단 를 0 ~ 1 사이의 값으로 만들고 

1이상이 되지 않아야 하는 수행과정을 표 화라 한다.

식에서 표 된 속성은 아래와 같다.

- 최 값 : 해당 지역 체 지역  원시 데이터가 

값이 가장 큰 수

- 최소값 : 해당 지역 체 지역  원시 데이터가 

값이 가장 작은 수

- 실제값 : 해당 지역의 원시 데이터 값 

표 화 값으로 취약성 평가 푯값을 구할 수 있으

며 취약성 평가 푯값은 취약성 = (α × 기후노출도 + β × 

민감도) - (γ × 응능력)로 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송 구의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에 의취

약성 평가를 원시 데이터 값을 표 화를 수행하고 그 

취약성 평가 결과를 서울특별시 송 구를 기 으로 

하여 결과 값을 구해 보기로 한다.

(1) 기후노출 부문 지표 표 화

기후노출도 지표 데이터(서울특별시 열지수 32 이

상인 날)를 표 화하여 값을 구하는 방법이다. 표 화 

식에 용하면 기후노출 부문 표 화 값은 1 이다.

(2) 민감도 부문 지표 표 화

민감도 지표 데이터(서울특별시 구별 인구)를 표

화하여 값을 구하는 방법이다. 표 화 식에 용하면  

민감도 부문 표 화 값은 1 이다.

(3) 응능력 부문 4개 지표 표 화 : 인구당 소방

서 인력(명) 가 치 0.23, 인구당 의료기 수(개/명) 

가 치 0.24, 인구당 응 의료기  수(개/명) 가 치  

0.39 GRDP(원) 가 치 0.14

응능력 부문 지표 데이터(서울특별시)를 각각의 

원시 데이터로 표 화 식에 입하면 아래와 같은 값

이 나타난다.

- 인구당 소방서 인력(명)의 표 화 값 : 0.077

- 인구당 의료기 수(개/명)의 표 화 값 : 0.053

- 인구당 응 의료기  수(개/명)의 표 화 : 0.017

- GRDP(원)의 표 화 값 : 0.07

- 응능력 부문의 지표 각각의 표 화 값을 합산

하여 표 화 푯값을 만든다. 응능력 부문 

표 값 = 0.077 + 0.053 + 0.017 + 0.07 = 0.217 

(4) 마지막으로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취약성(일반)

에 한 값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 X 0.5) + (1 X 0.25) - (0.217 X 0.25)/1 = 

(0.75-0.054)/1= 0.69/1 = 0.69

최종 송 구의 취약성 종합지수는 0.69로 구해진다. 

에서 설명한 순서에 의해 서울특별시 각 구별 취약

성 종합지수를 구할 수 있다.

Ⅳ.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설계

4.1 폭염과 가뭄을 한 취약성 평가 데이터베이

스 시스템 구축 차 

정부, 지자체, 공공기  등의 자료를 수집한 후, 지

표별 활용 가능한 구축 상을 선정하고 일반통계의 경

우 주제별, 항목별, 입력방법별 자료를 분류  입력하

고, 원본자료와 비교하여 시, 군, 구 단 의 자료로 구

축하 다. 공간정보의 경우 좌표체계, 자료형태, 축  

등을 표 화  원본자료와 비교검수 한 후, 통계청 

행정구역도별로 추출하여 구축하 다. 시도, 시군구단

로 작성되어 있는 자료를 표 하기 해 지표 DB 

구축 항목을 행정구역 경계, 시군구 면 과 인구 비율로 

산정하 고 체 구축 차는 그림 1과 같다[6,7].

그림 1. 취약성 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차 
Fig. 1 Construction process of vulnerability 

assessment database 

4.2 폭염과 가뭄을 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데

이터베이스 시스템 설계

체 취약성 평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념도는 

그림 2와 같으며, 여기서 가뭄과 폭염 데이터베이스 

구성테이블은 역지자체 지표데이터, 역지자체 시

나리오 데이터, 역지자체 취약성 평가데이터 분야로 

분류하여 설계하 다. 데이터 테이블 별 계를 분야 

별 특성에 따라 작성한 ERD는 그림 3과 같다[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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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취약성 평가 DB 시스템 개념도
Fig. 2 Concept diagram of vulnerability assessment DB 

system

그림 3 체 DB 시스템 설계도 

Fig. 3 Design diagram of total database system 

(1) 체 DB 시스템 설계 : 지표 데이터, 시나리오 

데이터, 평가 항목 데이터 분야로 구분하여 설계하

고 각 분야는 해당 데이터의 메타 데이터로 구성된 

메인테이블과 실제 값으로 구성된 데이터 테이블로 

구성하여 외래 키를 이용하여 각 메인테이블과 데이

터 테이블로 연결하고 지표 데이터의 메인테이블은 

지표명, 지표단 , 지표그룹으로 분류하고, 시나리오 

데이터의 메인테이블은 시나리오 명, 시나리오 단 , 

시나리오 그룹 구성 하 다. 평가 항목 데이터의 메인

테이블은 평가 항목 명, 평가 항목 그룹, 지표 ID, 데

이터 ID, 평가 항목 ID, 시나리오 ID로 구성하 다.

한 지표 데이터와 시나리오 데이터는 역지자체

에서 보유한 원시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므로 원시자료 

데이터와 지표 데이터  시나리오 데이터와 매핑이 

되도록 테이블을 구성하 다.

(2) 지표 데이터 테이블 구성요소 : 취약성 항목 

생성  취약성 평가, 취약성 지표 생성 기능에 필요

한 DB로 지표 ID, 지표명, 지표단 , 지표그룹, IPCC 

분류, 지표자료 설명, 지표구축  가공방법, 사용자 

ID, 지표데이터 구축 분류, 등록  수정 일자의 범

로 지표 데이터 테이블을 구성하 다.

(3) 시나리오 데이터 테이블 구성요소 : 역지자

체 단 의 시나리오 DB 조회 기능에 필요한 시나리

오 ID, 시나리오 명, 시나리오 단 , 시나리오 그룹, 

IPCC 분류, 시나리오 데이터 설명, 시나리오 구축  

가공방법, 사용자 ID, 시나리오 데이터 구축 분류, 등

록/수정 일자의 범 로 시나리오 데이터 테이블을 구

성하 다. 

(4) 평가 항목 데이터 테이블 : 가뭄과 폭염의 취

약성 평가에 필요한 평가 항목 ID, 평가항목 명, 평가

항목그룹, 기후노출지수 가 치 값, 민감도 지수 가

치 값, 응능력 지수 가 치 값, 항목 분야 그룹, 사

용자 ID, 데이터 등록, 데이터 수정 일자, 평가 항목 

요약 설명의 범 로 테이블을 구성하 다.

Ⅴ. 결론

본 논문을 요약하면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원리를 분

석하 고, 폭염과 가뭄을 한 취약성 항목 선정 배경을 

설명하고, 선정항목에 해 취약성 평가 가 치 산정을 

수행하 고, 취약성 평가 차에 해 단계 으로 계산

되는 실제 사례와 함께 계산 방법을 기술하 다.

 내용을 심으로 폭염과 가뭄을 한 취약성 평

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차와 취약성 평가 데이터베이

스 시스템을 설계 하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취약성 

평가의 원리, 항목 선정 그리고 단계 과 가 치 산정 

의 방법은 기후변화 취약성 응 책 세부시행 계획

을 수행하는 공무원, 련 연구자, 일반인들이 기후변

화 취약성 평가 련된 일을 수행함에 있어 많은 참

고가 될 것이며, 취약성평가 데이터베이스는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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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성 평가 수행 시 과학  근거로 활용하고 지자체 

등 기후변화 응 정책 수립을 한 의사결정을 지원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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