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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본 연구는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현재 시행중인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제도

의 조기정착을 위한 방안마련의 일환으로, 현행 재해취약성분석 제도의 특징과 개선방안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부산 해운대구를 대상으로 재해유형 중 해수면 상승 재해에 대하여 실

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은 집계구와 동을 분석단위로 설정하여 각각 재해취약성을 분석하였으

며, 분석과정과 분석결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공간단위에 따

라 결과가 다르게 도출되는 공간단위수정가능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개선방안 검토는 분석진행

과정별로 도출하였으며, 분석의 기반이 되는 공간단위의 설정단계에서는 분석단위 조정, 점수산정

방식 조정, 재해유형별 명확한 분석방안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실행 단계에서는 

변수에 따른 가중치 설정, 변수의 다양화, 주관적 분석선정방안 배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정확한 도시종합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는 미래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한 도시방재력 

향상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재해취약성분석, 해수면상승, 기후변화, 공간단위수정가능성문제, 도시방재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haracteristics and improvements of the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alysis methods to build a safe city from disaster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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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n empirical analysis on sea level rise disasters was performed focusing on 

Heaundae-gu in Busan. For the analysis, Census output areas and Dongs were set as 

analysis unit and their disaster vulnerability was analyzed. Improvements were 

reviewed through the comparison and review of analysis process and results. 

According to analysis results, Modifiable Areal Unit Problem(MAUP) which gives 

different results according to aggregate unit occurs. Improvements were induced by 

analysis process, and it was found that in spatial unit setting stage that becomes the 

base of analysis, analysis unit adjustment, score computation method adjustment, and 

clearer analysis method for each disaster type would be needed. In analysis execution 

stage, it was thought that weighting according to variables, diversification of variables, 

and exclusion of subjective analysis selection method would be needed. It is expected 

that accurate the total disaster vulnerability analysis will be the base for the 

improvement of efficiency in urban resilience responding to future weather changes. 

KEYWORDS : Vulnerability Analysis, Sealevel Rise, Climate Change, MAUP, Urban Resilience

서  론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재해가 점차 다

양화되고 그 피해규모가 커지는 추세이며 특히 

도시지역은 인구와 기반시설의 집중으로 인하

여 재해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

서 과거의 피해지역 복구 및 정비 위주의 방식

에서 벗어나 도시계획적 접근을 통한 재해예방

형 도시계획체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에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도

시계획 수립단계부터 재해취약지역을 고려하고 

취약특성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광역도시

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계

획수립지침을 개정하여 도시방재정책을 마련하

였다.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제도는 도시방재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2012년 7월부

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취약성 분석

결과를 토지이용과 부문별 계획에 반영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적용하기에는 적용 범

위 및 방법에 한계가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

서는 내실 있는 제도 정착과 지자체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매뉴얼을 작성 보급하고 

있다. 

도시 재해 취약성 분석 매뉴얼은 2012년 6

월 배포된 이후 두 차례 과정을 거쳐 수립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의 매뉴얼(ver. 3)에도 재해 

유형에 따른 분석 방법은 추가‧보완 중에 있으

며, 매뉴얼의 내용도 폭우재해를 중심으로 작성

되어 있어 재해유형을 선정하여 재해취약성분

석을 운영해야 하는 지자체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방법을 체계화

하고 알기 쉬운 방법론을 제시하여 도시계획, 

도시개발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매뉴얼의 목적

이라 할 때, 매뉴얼이 배포된 지 일 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분석방법 

정립을 위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제도의 조기 정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

여, 현행 재해취약성분석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재해유형 중 해

수면 상승 재해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면

서 분석의 기반이 되는 공간단위의 설정에 따

른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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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재해취약성분석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 고찰

1.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의 개요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은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07)의 취약성 분석 개념에 따라 기

후노출(exposure)과 도시민감도(sensitivity)

를 포함하는 골격을 유지하면서 지역특성과 도

시구성요소를 고려하여 구축되었다. 기후노출은 

기후변화 재해를 유발하는 기온, 강수량 등과 

같은 기후적 요소에 의한 영향을 의미하며, 도

시민감도는 기후변화 재해에 따른 도시의 물리

적 취약특성과 도시구성요소의 부정적 영향을 

의미한다.

매뉴얼에 의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은 

현재 취약성(present vulnerability), 미래 취

약성(future vulnerability), 도시종합 재해취약

성(total disaster vulnerability)으로 구분된다. 

현재 취약성(present vulnerability)은 과거에

서 현재까지의 기상관측치에 의한 현재 기후노

출(present exposure)과 현재의 잠재취약지역

(potential vulnerability)과 도시취약구성요소

(assessment object)를 중첩한 현재 도시민감

도(present sensitivity)로 구성된다. 미래 취

약성(future vulnerability)은 기후변화 시나리

오에 의한 미래 기후노출(future exposure)과 

미래의 도시개발 전망 등을 반영한 미래 도시

민감도(future sensitivity)로 구성된다. 도시종

합 재해취약성은 현재 취약성과 미래 취약성을 

바탕으로 현장조사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결

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재해 취약

성이다. 이러한 기후변화 취약성분석 개념을 구

조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FIGURE 1. Analytical structure of the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alysis

기후변화 관련 재해는 기온상승과 열파빈도 

증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해로 주로 수

문기상재해(hydrometeorological disaster)가 

해당되며, 자연재해 대책법의 풍수해와 유사하

지만, 매뉴얼상의 재해는 폭우, 폭염, 폭설, 가

뭄, 강풍, 해수면상에 의한 재해로 한정하고 있

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6개의 재해 중에서 도

시특성에 따라 재해통계와 간접지표를 이용하

여 2~3개의 재해를 선정하여 재해취약성분석

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 공간단위수정가능성의 문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을 위한 분석단위는 

과거 도시의 광역․기본․관리계획에 따라 단위를 

다르게 설정하였으나 최근에는 모든 계획에서 

인구센서스 집계구 단위를 공간분석단위로 설

정하도록 변경되었다. 이것은 일찍이 통계 및 

지리학자들로부터 제기된 공간분석에서 분석단

위의 설정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지는 공간단

위수정가능성의 문제(MAUP, Modifiable 

Areal Unit Problem)와 연계된다(Openshaw 

and Taylor, 1981). MAUP는 분석에 사용할 

공간단위를 어떻게 정의하여 데이터를 수집, 구

축하고 이용하느냐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Cho, 2010)으로, 연구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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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공간단위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작위적이

며, 연구의 결과는 이용된 공간단위에 의존적임

을 의미한다(Kim, 2011). 

MAUP는 스케일의 효과(scale effect)와 구

획의 효과(zoning effect)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스케일 효과는 연구지역을 몇 개의 기본공

간단위로 만드느냐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고, 구획의 효과는 기본공간단

위의 개수를 동일하게 한 상태에서 기본공간단

위의 형상을 다르게 했을 때 연구결과가 상이

해 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 공간의 특

성이 공간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이나 구와 

같이 전체를 단일한 방법으로 분석하면 오차를 

증가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지리학 

분야와 공간분석에 있어 MAUP는 해결해야 할 

연구과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MAUP의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다양한 모델들에 

대해 실험하였는데, 공간적 상호작용 모델, 포

아송 회귀분석모델, 격리지수 등이 있지만 보편

적으로는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에 초점을 맞추

었다. 본 연구에서는 재해 취약성 분석 구조 중

에서 연구에 적용하기 어려운 일부를 제외한 

도출등급을 바탕으로 상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MAUP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방법 설정

1. 재해 유형 및 대상지 설정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매뉴얼에는 6개의 

재해 중에서 도시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분

석대상 재해 유형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폭우재해를 대상으로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있

다. 재해유형 선정과정에서 폭우재해는 우리나

라 기상특성을 고려할 때 매년 전국적으로 발

생하므로 모든 지자체에서 분석대상 재해로 선

정하고, 해수면상승은 해안을 포함하는 지자체

에서 반드시 분석대상 재해로 선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인 현행 재해취약

성분석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매

뉴얼에서 명확히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해안도

시에서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해수면상승 재

해유형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의 대상지역은 부산시의 자치구 중에서 해안에 

접하는 구인 해운대구를 선정하였으며, 해운대

구의 위치 및 행정경계현황은 그림 2와 같다. 

FIGURE 2. Administrative area map

2. 분석 지표설정

본 연구는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

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제도의 조기정착

이 목적이므로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

석 매뉴얼을 최대한 준용하면서 분석을 수행하

였다. 매뉴얼에서 해수면상승 재해는 다른 재해

와 마찬가지로 현재와 미래의 기후노출과 민감

도로부터 각각 취약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로

부터 도시종합 재해취약성을 도출하도록 하고 

있다. 재해취약성분석 구조를 바탕으로 구축된 

해수면상승 재해의 지표는 그림 3과 같다.   

현재 기후노출 자료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조위관측지점의 조위 상승률과 해수

면 상승률을 사용하였으며, 현재 도시민감도 자

료는 건축물 대장과 KLIS데이터 및 해당지자

체 요청자료를 적용하였다. 미래 기후노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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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Area(㎡)

Min. Max. Ave. S.D.

Census 2,414 231 5,409,862 21,594 150,539

Dong 18 603,370 7,214,769 2,896,059 215,6321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aggregate unit

FIGURE 3. Variable list

는 기상청 기후변화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남

한상세 RCP 8.5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활

용하여야 하나 해수면상승에 관련되는 

1km×1km 단위의 다운스케일링 자료를 구득

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미래 기후

노출은 생략하였다. 미래 도시민감도는 환경부

의 토지피복현황도와 정비구역 정보, 인구통계

정보를 활용하였다.

3. 분석방법 설정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을 위한 공간분석 단

위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분석단위를 설정하여 

분석결과를 비교․검토하였다. 설정된 분석지표를 

취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분석단위는 집계

구 단위이므로 집계구 단위와 차상위 분산단위

인 동 단위를 공간분석 단위로 설정하였다. 대

상지역에 집계구는 총 2,414개이며, 집계구의 

크기는 231㎡~5,409,862㎡로 다양하게 분포하

고 있으며 평균면적(21,594㎡)보다 표준편차

(150,539㎡)가 크게 나타났다. 동은 총 18개로 

크기는 603,370㎡~7214,762㎡의 면적이며, 

공간분석 단위별 기초통계량은 표 1과 같다.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은 분석지표 설정부

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재해 

취약성 분석 구조 중에서 연구에 적용하기 어

려운 미래 기후노출을 제외한 현재 기후노출, 

현재 도시민감도, 미래 도시민감도에 대하여 분

석을 수행한 후 세 가지 기후변화 취약성 개념

에 대하여 각각 등급을 도출하였다. 

세 가지 기후변화 취약성 개념에서 도출된 

등급을 바탕으로 공간분석단위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상관분석을 수행하여 분석단위 설정에 

따른 수정가능성의 문제(MAUP)를 확인하였다. 

또한, 분석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및 매뉴얼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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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patial distribution of variables

성을 바탕으로 분석방법의 개선사항을 도출하

여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방법의 개선방안

을 정립하였다.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1. 데이터 구축 및 지표 현황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점수의 산정은 매뉴얼에서 제공하는 폭우재

해의 방법을 최대한 준용하였다. 첫째, 현재 기

후노출의 변수인 연평균 조위상승률(v1)과 연

평균 해수온상승률(v2)은 부산인근의 관측지점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미관측지점의 값은 공

간보간법인 크리깅(kriging)1)을 이용하여 구축

하였다. 대상지역의 경우 울산, 부산, 가덕도 세 

개의 관측지점이 있으며, 상승률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시계열자료를 활용하여 평균 상

승률을 적용하였다. 현재 기후노출은 관측지점

으로부터 공간보간한 값으로부터 ArcGIS의 자

연적구분법(Jenks의 최적화방법)에 의해 네 단

계로 나눠진 구간을 등급화 하였다.  

둘째, 현재 도시민감도는 잠재취약지역과 도

시취약구성요소로 구성된다. 잠재취약지역은 최

근 10년간 재해피해지역(v3) 데이터와 해안변 

10m 이하 저지대지역(v4)을 수치지도로부터 

추출하여 공간분석단위별로 구축하였다. 도시취

약구성요소인 시민은 65세 이상, 5세 미만의 

인구수(v5)를 2010년 센서스 조사구의 데이터

를 활용하여 구축하였으며, 단독주택 및 반지하

주택(v9)은 건축물대장과 1:1,000 수치지도를 

활용하여 구축하였다. 도시기반시설물 중 도로

(v6), 항만(v7), 수질오염방지시설(v8)은 

2013년 KLIS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대상지

역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존재하지 않았다. 현

재 도시민감도는 구축한 인구와 면적을 집계구 

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점수로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래 도시민감도는 시가화·밀집

증가지역, 인구밀집·증가지역,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로 구성된다. 시가화·밀집증가지역

(v11)은 최근 대규모 개발행위가 일어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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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인구밀집·증가지역

(v12)은 최근 대규모 주택지 개발행위가 일어

난 주거지역을, 도시개발사업·진행예정지역

(v13)은 정비사업이 추진되거나 예정된 지역을 

선정하였다. 미래 도시민감도도 현재 도시민감

도와 유사하게 공간분석단위의 면적을 집계구 

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점수로 계산하였다. 데이

터는 집계구 단위와 동 단위로 구축하였으며 

그림 4는 집계구 단위로 구축된 변수의 분포현

황이다. 그림에서 현재 기후노출은 4단계로 등

급화한 결과이며, 나머지 지표는 매뉴얼에 입각

하여 구축한 지표의 분포현황이다.

2. 공간단위에 따른 분석결과

집계구 단위와 동 단위로 미래 기후노출을 

제외한 현재 기후노출, 현재 도시민감도, 미래 

도시민감도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먼

저 현재 기후노출은 연평균 조위상승률과 해수

온상승률의 등급으로부터 평균등급을 계산하였

으며, 분석결과 집계구(4등급) 단위와 동(1․4등

급) 단위 모두에서 존재하지 않는 등급이 있었

다. 이러한 결과는 부산시 주변 지역에 존재하

는 세 개의 관측지점 데이터를 이용하여 넓은 

지역을 등급화 함으로써 대상지역 내에서는 등

급이 한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상대적으로 북쪽에 존재하는 울산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해수면 상승에 대한 

현재 위험이 남쪽에 위치한 해안지역보다 북쪽

에 위치한 내륙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 도시민감도 분석결과, 집계구 단위의 분

석에서는 대상지의 남쪽과 서쪽에 위치한 우동

과 재송동에서 1등급 지역이 많이 분포하였고, 

동 단위의 분석에서는 서쪽과 북쪽에 위치한 

반여2·3동, 반송2·3동 및 우측에 위치한 좌4

동에서 1등급지가 많이 분포하였다. 미래 도시

민감도 분석결과, 집계구 단위의 분석에서는 우

동과 재송동, 좌1·2·4동에서 1등급지가 많이 

분포하였으며, 동 단위의 분석에서는 송정동, 

반송1·2동 반여4동에서 1등급지가 많이 분포

하였다. 

FIGURE 5. Results of vulnerability analysis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지도(그림 5 참조)에

서 센서스 단위와 동 단위의 분석결과가 다르

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를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차이점에 대하여 통계

적으로도 유의미한지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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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실시하였다. 즉, 상관분석을 통하여 동 단

위의 등급과 각 동 단위에 해당하는 집계구 단

위의 등급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상관분석에서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는 공분산을 표준화한 계수로 얼마나 서로 같이 

움직이는가를 알 수 있다.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의 상호 종속관계를 측정해주는 계수로써 -1

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며, 값이 0이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본다. 상관계수는 pearson, 

kendall, spearman중에서 사용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교하고자 하는 두 변수가 순서형

이므로 kendall 상관계수를 사용하였다. 세 가

지 기후변화 취약성 개념의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Census Dong

Present 

exposure

Census 1.000 0.706**

Dong 0.706** 1.000

Present 

sensitivity

Census 1.000 -0.790**

Dong -0.790** 1.000

Future 

sensitivity

Census 1.000 -0.427*

Dong -0.427* 1.000

N 18 18

Note: 1. Kendall’tau_b

      2. ** : P<0.05 * : P<0.1

TABLE 2.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상관계수가 1이면 공간분석단위의 설정과 상

관없이 분석등급이 같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

나 상관분석 결과, 세 가지 기후변화 취약성 개

념 모두 1보다 낮게 나타났다. 미래 도시민감도

는 0.427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현재와 미

래 도시민감도는 상관계수가 음(-)의 값이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계구 단위와 동 단위

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분석단위

의 결정에 따라 결과 값이 달라지는 MAUP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분석방법의 개선방안

본 연구에서는 해수면 상승재해에 대하여 부

산광역시의 해운대구를 대상으로 재해취약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자료의 취득이 어려

운 미래 기후노출을 제외한 세 가지 기후변화 

취약성 개념에 대하여 취약성등급을 산출하였

다. 하지만 동 단위와 집계구 단위의 실증분석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재해

취약성분석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의 개

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기후변화 재해취

약성분석 과정과 분석결과의 비교·검토를 통

하여 도출한 재해취약성분석 방법의 개선방안

을 분석진행과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분석설정 단계

첫째, 분석단위의 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간분석단위에 따라 

분석결과가 다르게 도출되는 MAUP의 문제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일관적인 기준에서 점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기준이 되는 분석단

위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취약성분석의 점수산정방식의 조정이 

필요하다. 취약지역의 점수산정은 분석단위의 

면적에 대한 대상지역의 취약요소면적의 비로 

계산된다. 하지만 취약요소의 비중(면적)이 높

더라도 해당분석단위의 면적이 넓으면 점수는 

작게 산정되는 문제점이 있다. 앞선 두 가지의 

재해취약성분석의 문제는 MAUP에서 구획의 

효과(zoning effect)뿐만 아니라 스케일 효과

(scale effect)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단위설정 자체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획단위로 분석함

으로써 면적에 따른 문제와 스케일에 따른 문

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해유형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

석방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매뉴

얼은 폭우를 사례로 분석하고 이에 맞춰 나머

지 재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적 

대책 역시 폭우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

지만 재해유형에 따라 적용하는 과정에서 폭우

의 사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적용한 해수면 상

승의 경우 현재 기후노출에 사용되는 측정지점

의 수가 매우 적어서 공간보간을 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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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내륙지역이 해안지역보다 해수면상승의 위

험이 높게 나타나는 오류가 나타났다. 또한 상

승률도 지역에 따른 차이가 미미한 수준이지만 

일괄적으로 Jenks의 최적화방법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산정함으로써 등급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미래 기후노출의 경우 기상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수면상승에 관련된 해수온상승 자료는 자료

구득에 한계가 있어 분석에 적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재해유형에 따른 분석방법에 대하여 세

밀한 검토를 통하여 재해유형별 매뉴얼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분석실행 단계

첫째, 변수에 따라 가중치의 설정이 필요하

다. 현재 취약성을 도출할 경우 현재 기후노출

과 현재 도시민감도 등급의 중간값으로 최종등

급이 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두 요소의 변수 

비중에 상관없이 결정된다. 즉, 현재 기후노출

은 두 개의 변수, 현재 도시민감도는 일곱 개의 

변수가 분석에 사용되었지만 변수의 수와 상관

없이 기후노출과 도시민감도가 최종결과에 미

치는 영향은 동일한 것이다. 이러한 등급산정방

식은 변수가 적은 기후노출의 변수가 상대적으

로 변수가 많은 도시민감도의 변수보다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변수 간

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주요 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변수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합리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에

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도시민감도와 비

교하였을 때 모든 재해유형에서 기후노출의 변

수가 상당히 적으며, 재해유형에서도 폭우와 가

뭄에서 변수의 차이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의 수가 적은 재해의 경

우 분석과정에서 하나의 변수에 의해 결과의 

변동이 매우 커지므로 폭우 이외의 변수는 추

가로 설정하는 변수 다양화 대책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정

의할 필요가 있다. 미래도시민감도의 경우 시가

화와 인구의 밀집 증가지역을 도출하는 과정에

서 증가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기준이 명확하

지 않다. 즉, 어느 정도로 증가한 지역을 선정할 

것인가에 관한 증가율과 증가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년도로써 시간적 기준을 명확히 정의할 필

요가 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석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어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

능성이 크며, 주관적 분석결과는 재해취약성분

석 결과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이 결여되

어 의사결정과정에서 신뢰성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관적 선정기준을 명확히 정의하

고, 일부 데이터는 국가차원의 데이터를 구축하

여 배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는 도시방재정책의 일환으로 도시계

획수립과정에서 반영하도록 도입된 재해취약성

분석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분석방법을 검토하였다. 분석방법의 검

토는 재해유형 중에서 해수면상승재해에 대하

여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과정

에서 공간분석단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

라 분석결과가 다르게 도출됨을 확인하였다. 동 

단위와 집계구 단위의 분석결과는 상관성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도시 민감도의 경우 

음(-)의 상관관계가 도출되는 등 차이점이 드

러났다. 이러한 결과와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재

해취약성분석 방법의 문제점을 종합하여 제시

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을 위한 설정단계에서는 첫째, 공간적 분

석단위 경계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객관적인 등급산정을 위해서는 분석단위의 조

정이 필요하다. 둘째, 취약지역의 점수산정방식

에서 분석단위의 면적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

지므로 점수산정방식의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기후변화재해취약성분석 매뉴얼은 폭우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다른 재해유형에 적

용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재해유형을 고려한 명확한 분석방식의 정립이 

필요하다.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방법의 개선방안 검토 - 해수면상승 재해를 중심으로 / 김지숙· 김호용 · 이성호 59

재해취약성을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첫째, 최

종등급 산정과정에서 변수간의 영향력을 고려

한 가중치의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합리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에

서의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변수의 다양

화가 요구된다. 셋째, 분석방식에서 명확히 정

의되지 않은 지표의 계산과정에 대해서는 주관

적 산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산정방법을 명

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해수면 상승 재해에 대하여 부산

시 해운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부산

시 전체에 분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선방향과는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자체 전체의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

석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대상지역에서 선정한 

제도 유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해취약성분

석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더욱 객관적인 도시종합 

재해취약성분석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정확한 

도시종합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는 본 제도의 목

적인‘재해에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공간

의사결정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미래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한 도시 

방재력 향상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

1. 조위 상승률과 해수온 상승률의 경우 소지역

에서 지역차이가 뚜렷하지 않으며, 베리오그

램을 이용한 통계적 추정과정을 통하여 예측

오차를 줄이기에 용이한 정규크리깅

(Ordinary Krig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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