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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다양한 기상자료와 공간분석기법을 통해 영남지역의 열쾌적성평가도를 구축하여 우선

적인 열환경 개선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 지역을 도출하였으며, 토지피복 현황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지역적 범위의 도시·녹지계획 수립에 활용하여 쾌적한 야외활동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기상

청의 RCP시나리오자료와 GIS공간분석기법을 통해 열쾌적성 지수인 PET를 산출한 결과, 대구광

역시(33.65)가 여름철 열적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봉화군(28.44)은 PET값

이 낮게 나타나 타 지역에 비해 여름철 열적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영남지역을 광역시, 대도시, 도·농촌형, 농촌형으로 구분하여 산출된 PET값을 비교해 본 결

과, 창녕군, 함안군, 고령군 등은 농촌형 지역임에 불구하고 PET값이 높게 나타났는데, 타 농촌지

역에 비해 녹지면적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산출된 PET값에 따라 군집분석

을 통해 영남지역을 분류한 결과 열쾌적성이 높은 등급일수록 시설지역 면적율은 낮고, 녹지지역 

면적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구축된 열쾌적성 평가도는 영남지역의 열쾌

적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도시계획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열쾌적성, PET, 군집분석, RCP 시나리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hermal comfort in Yeongnam area using 

climatic data and GIS data in order to determine regions necessary to improve thermal 

environment policies. The results of the calculated PET show that Daegu city is high 

and Bonghwa-gun is low compared to other regions. PET was compared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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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ical classification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As a result, PET value of 

rural areas such as Changnyeong-gun, Haman-gun and Goryeong-gun was high but 

Green space was too low compared to other rural areas. Yeongnam area wa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value of PET using cluster analysis. As a result, more low grade 

areas show that green space ratio was low and facility area was high. It is determined 

that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thermal comfort and land cover. The thermal 

comfort evaluation map in Yeongnam area will be useful for urban planning in order to 

establish a sustainable city in climate change.

KEYWORDS : Thermal Comfort, PET, Cluster Analysis, RCP Scenarios

서  론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후 현

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특히 여름철 폭

염은 인간에게 극단적인 열 스트레스를 초래하

여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전염병 등 다양

한 질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망에도 이르

게 하는 등 건강에 큰 위험으로 작용한다. 일본

은 1994년 여름 75일간 30℃를 넘는 고온으

로 7월에는 655명, 8월에는 733명의 인명피해

를 입었고, 1995년 미국 시카고에서는 폭염으

로 인해 700명 이상이 사망하였으며, 2003년 

8월 유럽에서는 중부, 서부 및 남부지역에서 발

생한 폭염과 그로 인한 간접적인 대기오염의 

악화로 인해 약 35,000명이 인명피해 입는 등 

이상고온에 의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Stern, 2007). 

2013년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5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

리나라 6대 도시의 경우 1911년에서 2010년 

사이 100년간 지구온난화와 1960년 이후 급격

히 진행된 도시화의 영향으로 기온이 1.8℃ 상

승하였으며, 국립기상연구소는 1901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기상재해 중 폭

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고 보고하였

는데, 이러한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한 피해는 

미래에 예상되는 전 지구 및 한반도 온난화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

럼 폭염, 열대야 등의 극단적인 기후변화는 인

간으로 하여금 높은 열적 스트레스를 동반하며 

인류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고령

자가 폭염에 더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기 때

문에 향후 예상되는 폭염피해에 대한 사전 대

비책이 필요하며, 도시민의 생활에 있어 도시의 

물리적 요소가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실정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적응력이 높은 도시를 만드는 

것은 최근 도시계획의 주요한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Hwang, 2012; Lee, 2013). 

이에 따라 도시의 물리적 요소와 열환경 간

의 상관성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많은 연

구들(Park et al., 1999; Park and Jung, 

1999; Jo et al., 2001; Lee et al., 2010; 

Lee et al., 2011; Song and Park, 2011)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은 지표면 

온도분포 분석 및 예측 차원의 접근이 주를 이

루고 있고, 생리 기후학적 측면을 포함하지 않

고 있다. 이는 인간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열

적 스트레스와는 거리가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

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실제로 요구되는 것

은 열 환경의 인공적인 변화가 인간의 체감 정

도 및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평가하

는 것이다(Jendritzky and Nübler, 1981). 인

간이 피부로 느끼고 반응하는 열쾌적성은 온도

뿐만 아니라 일사량·습도·바람 등의 다양한 

기후요소와 활동량 및 착의량, 심리적 요소 등

의 개인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복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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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를 고려한 쾌적 영역

의 설정은 도시, 건축, 조경, 생태 및 환경 설계

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Yoon et al., 

2011).

한편 환경 선진국이라 불리는 독일의 경우 

도시옥외공간의 조성에 있어 시민들에게 최적

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체를 고

려한 인간 생기후지도(Human bioclimatic 

map)를 제작하고 있으며(WHO, 2004; Lim, 

2013), 캐나다에서는 벤쿠버, 몬트리올 등 대

도시를 중심으로 한대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도

시설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Choi, 2013). 아

시아에서는 일본이 2002년부터 동경도 환경과

학연구소가 동경도립대학과 함께 도시열섬

(Urban heat island) 현상에 중점을 둔 지역적 

스케일의 동경시 기후지도를 제작하였으며, 홍

콩도 열환경 지수인 생리적 등가 온도

(Physiologically Equivalent Temperature: 

PET)를 이용한 인간 생기후지도를 제작해 도

시발전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있다

(Ng, 2012; Park, 2013). 

이처럼 해외의 경우 외부 온열 쾌적성을 향

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준과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열쾌적성 지도를 제작해 도시 계획 및 

설계에 이를 반영하고 있다. 최근 들어 폭염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자 기상청 및 기상연구소에

서는 여름철 실제 인지되는 온도에 대한 연구

(Byon et al., 2008; Lee et al., 2010a; Lee 

et al., 2010b)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토지피복 

등과 같은 도시구성요소간의 연계성이 떨어져 

지역별 개선방향을 도출하는데는 무리가 있으

며, 열쾌적성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공간요소에 

의한 영향을 분석한 연구(Lee, 2006; Jeon et 
al., 2010; Lim et al., 2013)의 대부분이 캠퍼

스 및 공원, 아파트 단지 등과 같이 소규모 외

부공간에만 한정되어 있어 미기후적 공간 평가

는 가능하나 지역 및 도시전체 공간 스케일에 

대한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후는 대상으

로 하는 지역의 범위나 기후현상의 공간규모의 

크기에 따라 대기후·중기후·국지기후·미기

후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도시 및 지역적 

차원의 기후는 국지기후로 정의되며, 토지피복 

형태 및 식생, 작은 지형이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후인

자들을 고려한 도시계획은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의 열적 부하 및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Jendritzky, 1988). 따라서 우리나라의 

복잡한 지형 및 이에 기인한 지역적 차이를 고

려하여 폭염에 대응한 적응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토지이용 및 녹지공간 등 다양한 도시계

획 요소가 도시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

학적인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

다(Eum,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상자료와 GIS

를 이용한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기후정보

를 공간화하였고, 구축된 기상자료를 통해 영남

지역을 대상으로 열쾌적성 지수인 PET를 산출

하였다. 또한 군집분석을 통해 산출된 PET값에 

따라 영남지역을 등급화하여 열쾌적성평가도를 

구축하고 상대적인 지역별 비교를 통해 여름철 

열환경 개선 계획수립 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유형에 따라 토지

피복면적을 산출하여 비교함으로써 폭염에 적

응 가능한 도시 및 녹지계획 수립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구범위 및 방법

1. 시·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0년 8월로 하

였다. 2010년은 전 지구적 기온 관측이 시작된 

1880년 이래 전지구의 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로 미국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산하 

국립기상데이터센터(National Oceanographic 

Data Center: NODC)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지

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의 경우 2010년 7월 17

일부터 9월 5일까지 기간 동안 기온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 열사병으로 503명이 사망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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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우리나라도 같은 해 여름철 92일 중 81일

의 전국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폭염이 지

속되는 등(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and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10), 2010년은 전 지구적 

차원의 기온상승으로 인해 인간이 느끼는 열적 

스트레스는 높았을 것이라 예상된다. 

지역별 열쾌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공간적 범

위는 영남지역으로 선정하였다(그림 1).

FIGURE 1. Location of study area

영남지역은 한반도의 동남부에 위치하여 부

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를 포함

하는 지역이며, 총 면적 32,278㎢로 남한면적

의 32.22%를 차지한다(National Statistics 

Korea, 2012). 지형 현황은 대구·경북권의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해발고도가 1,000m가 넘

는 산악지형들도 존재하며, 평균고도는 280m

로서 낙동강 인근지역과 북부 산악 지역 간에 

극명한 고도 차이를 보인다. 부산·울산·경남

권은 대구·경북권에 비해 고도가 낮고 완만하

며 특히 낙동강과 접하여 대규모 평야지대가 형

성되어 있다. 기후특성을 보면 영남지역의 대구

광역시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의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 40년간 최저기온이 가장 

빠르게 상승한 지역으로 여름철 평균기온이 제

주도보다 높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지역이

다. 경북지역은 구미, 포항 등 주요 산업도시를 

포함하면서 농림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전국평

균 수준의 기온현황을 보인다. 부산·울산·경

남 지역은 연안이 고도로 산업화된 지역으로 아

열대성 기후를 보이고 있으며, 태풍의 이동로에 

포함되는 경우가 잦아서 태풍이나 홍수 피해도 

잦고, 해안 지역이라는 특성 상 눈은 거의 내리

지 않는다. 특히 이 지역은 기후변화와 관련하

여 겨울철 기온 상승폭이 크고, 남부해안 지대

에 국한되었던 아열대성 기후가 2050년에는 영

남지역 대부분에 분포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11). 이처럼 영남지역은 지역별 다양한 지형

과 기후 특성을 가지며, 광역시, 대도시, 도·농

촌 복합지역, 농촌지역으로 대표되는 지역별 특

성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토지피복현황

에 따른 지역간 열쾌적성 비교·분석에 적합할 

것이라 판단된다.

2. 연구과정 

연구의 주된 내용은 다양한 기상자료를 바탕

으로 인간이 실제 느끼게 되는 열쾌적성 지수인 

PET를 지역별로 산출하고 GIS를 통해 기후공

간자료를 시각화하여 열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

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토지피복현황과의 비

교를 통해 지역계획차원에서 가이드라인으로 활

용하고자 수행한 연구로서 그림 2와 같은 연구 

수행과정을 통해 분석 및 평가를 진행하였다.

먼저, 국내·외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야외평

가에 적합한 열쾌적성 평가 지표와 공간적 분

석을 위한 GIS 기반 DB 구축 방법을 선정하였

으며, 다양한 형태의 지형 및 토지이용 등의 물

리적 환경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고, 그에 따라 

기온·습도·풍속·일사량 등의 기후분포도 다

양하게 나타나는 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다음

으로 공간구성요소의 산출을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환경부에서 제작된 2010년 중분류 

토지피복도를 국지적 규모(Local scale)의 분

석에 부합하도록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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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performance process of 

study

열쾌적성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의 경우 실측

자료를 통해 보정된 기상청 시뮬레이션 자료를 

사용하였다. 온도자료의 경우 PRIDE(PRISM 

based Downscaling Estimation)모델 기반의 

1km 공간해상도 자료를 사용하였고 습도와 풍

속 자료는 온도자료와의 공간해상도를 일치시

키기 위해 공간통계기법인 크리깅(Kriging)을 

사용하여 1km×1km의 래스터 데이터로 변환

하였다. 일사량은 지형 및 건물 높이가 반영된 

DEM(Digital Elevation Model)자료를 바탕으

로 Arc GIS 9.3의 Area Solar Radiation 

Tool을 통해 분석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다음

으로 ISO 7726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출식을 

통해 복사온도를 산출하였고, 예상온열감

(Predicted Mean Vote: PMV)을 계산한 후 

PMV 지수를 온도단위로 표현하여 이해가 용이

한 PET 지수로 변환하였다(Höppe, 1999). 구

축된 GIS 기반 기상 DB를 바탕으로 지역별 기

후분포와 열쾌적성을 평가하였으며, SPSS 

Statistics 19.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

별 토지피복 현황을 정리하였다.

3. 연구방법

1) GIS 기반 기상자료 구축

열 쾌적성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점의 

기온, 풍속, 습도, 복사온도 등과 같은 방대한 

기상자료가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기상청은 한

반도 지상 기상관측을 위해 유인기상관측소와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관측망을 모두 고려할 경우 약 12km의 

해상도를 나타내어 면적이 작은 우리나라의 지

역별 기후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으며(Kim et 
al., 2012), 지역별 관측망을 나타낸 지점들도 

지리적으로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거나 대부

분 고도 300m 이하에 분포하고 있어서 국지기

후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Baek et al., 2011). 그러나 각각의 도시

들을 대상으로 기온, 풍속, 습도 등의 미기후 

요소들을 실측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

문에 실측치와 가장 근접하는 모델링 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Choi, 2012).

한편 기상청은 IPCC의 5차 평가보고서를 위

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

하여 RCP에 기반한 전지구, 지역기후변화 시나

리오 및 우리나라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를 개발하였으며, Kim et al.(2012)은 국내 여

건이 반영된 고해상도의 격자자료 생산을 위해 

한반도(12.5km)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

로 통계적 상세화 과정을 통해 1km 해상도의 

관측 격자자료를 추출하였고, 현재 기상청에서

는 고해상도의 기온과 강수량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RIDE 모델을 적

용하여 1km 격자 단위로 제공되는 기온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습도와 풍속 분포도 작성을 

위해 기상청의 기후변화센터(Climate Change 

Information Center: CCIC)에서 제공되는 한

반도 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지형

효과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수치표고모델과 지

구통계학적 기법인 크리깅을 적용하여 습도와 

풍속 GIS-DB를 구축하였다(표 1). 

국지적인 기후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격자

형 기후자료 산출을 위해 관측자료와 해발고도, 

지면 피복상태, 수륙분포 등의 부가적인 지리적 

인자를 고려한 분석기법 개발이 필요한데

(Hong et al., 2007), 크리깅 기법은 특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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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mperature b) Wind speed c) Relative humidity 

FIGURE 3. The construction of meteorological data

Type Data form Data processing method Data source

Temperature Raster ASCII→ transform to GIS raster grid(1km)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Wind speed Raster
ASCII-transform to GIS raster 

grid(12.5km)→kriging(1km)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Relative 

humidity
Raster

ASCII-transform to GIS raster 

grid(12.5km)→kriging(1km)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Quantity of 

solar radiation
Raster DEM→GIS Solar radiation analysis(1km)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TABLE 1. Input data utilized in this study

형 효과 등과 같은 공간적 자기상관이 고려되

기 때문에 기상관련 분포도 작성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정규

크리깅을 사용하여 기온과 풍속, 습도의 분포도

를 작성하였다(그림 3). 

2) 구축된 기상자료의 검증

일반적으로 공간통계분석의 검증을 위해 사

용되는 방법은 교차검증법(Cross-validation)

으로서 추정된 값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된다(Choi, 2012). 비교검증을 위한 식에

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평균 제

곱근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

값으로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RMSE는 추정 값 또는 모델이 예측한 값과 

실제 환경에서 관찰되는 값의 차이를 다룰 때 

흔히 사용하는 측도로, 정밀도(Precision)를 표

현하는데 적합하며 아래의 식을 통해 산출할 

수 있다(식 1).

ＲＭＳＥ


n
i 
n
MP               (1)

n : 측정수

M : 측정망에서 실측된 값

P : 예측된 값

자료의 검증을 위해 89개소의 자동기상관측

시스템에서 측정된 2010년 8월 평균 기온, 풍

속, 상대습도의 속성자료를 ArcGIS 9.3을 활용

하여 포인트 자료로 생성한 후, 해당지점별 모델

링된 기상자료의 속성값을 입력하였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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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distribution of weather 

stations

RMSE 값을 산출한 결과, 기온은 RMSE가 

0.44로 나타나 실측치와 정확도가 매우 높은 

반면, 풍속은 0.98, 상대 습도는 6.45로 기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낮게 나타났다(표 

2). 이는 풍속과 습도의 경우, DEM과 크리깅 

기법을 적용하여 미지점에 대한 보간을 하였지

만 원 시나리오 자료의 해상도가 12.5km로 남

한상세자료인 기온에 비해 많이 떨어져 RMSE 

값이 높게 나타났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기후 모델링 자료는 특정지점에 대한 기후만을 

파악할 수 있는 기상관측장치와는 다르게 다양

한 지점에 대한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고, 지형, 

고도, 해양의 영향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국지적 

규모의 열쾌적성 산출을 위한 연구를 위해서는 

더 적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Temperature Wind speed
Relative 

humidity

RMSE 0.44 0.98 6.45

TABLE 2. Cross-validation of 

meteorological data

3) 열쾌적성 지수 산출

열쾌적성 평가지표인 PET는 열쾌적성 지수 

중 다양한 환경적·개인적인 요소를 고려하고 

온도단위로 나타내어 이해가 용이하다는 특성

을 가지고 있는데, 기온, 평균복사온도 등과 같

은 열환경 인자와 활동지수, 의복지수 등을 활

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ASHRAE, 1989; Lim 

et al, 2013). 그러나 기상청에서는 복사온도를 

시간단위로 제공하지 않으며, 국지적 규모의 열

쾌적성 평가에 있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실

측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ISO 

7726(1985)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래의 식 

(2)을 활용하여 복사온도를 산출하였다

(Forsthoff and Neffgen, 1999).

  
×






           (2)

Tr : 복사온도 va : 풍속

tg : 흑구온도 ta : 기온

흑구온도는 인체에 대한 열부하의 크기를 대

표하는 값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Kim, 2008). 

정확한 열 환경평가를 위해서는 흑구온도 관측 

장비를 설치하여 측정 자료를 근거로 열 환경

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국내에서는 군부

대나 일부 실내 작업장에서 흑구온도를 관측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상청에서는 

2006년 보건분야 산업기상정보 산출기술개발

이라는 연구를 통해 흑구온도 추정식을 개발하

였는데, 2008년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연구

센터에서는 이 추정식을 아래 식 (3)과 같이 

보완하였다(Choi, 2013).

 



 




 

(3)

Tg : 흑구온도 rh : 상대습도

ta : 건구온도 wS : 풍속

ins : 일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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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쾌적성 지표인 PET 산정을 위해서는 선행

적으로 PMV가 산출되어야 하는데, PMV 값은 

인체와 주변 환경과의 열교환에 관한 생리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열평형방정식에 의해 산출되

며, 의복의 열저항값과 활동 유형에 따른 신진

대사율의 개인적 변수와 평균복사온도, 기온, 

기류속도, 상대습도 등의 물리적 변수를 활용하

여 아래 식 (4)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ISO 

7730, 2005; Lim et al., 2013).

  × ×       (4)

L : 열부하 M : 대사량

  ×



  





M : 대사율(Kcal/m2h)

W : 외부 작업률(Kcal/m2h)

ta : 기온(℃)

tr : 평균복사온도(℃)

fcl : 착의면적지수

tcl : 착의 상태에서 외표면의 평균복사온도(℃)

hc : 대류 열전달율(W/m2․℃)

pa : 대기중의 수증기압(kPa)

개인적 변수에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편안하

게 도보시(1.4m/s) 소모되는 열량값인 

2.6MET와 여름철 얇은 신사복의 착의량 값인 

0.6Clo을 대입하였으며, PMV 산정식을 토대로 

온도단위(℃)를 사용하여 이해가 용이한 지표

인 PET를 아래 식 (5)를 통하여 산출하였다

(Matzarakis et al., 2007; ISO 7730, 2005; 

Oh et al., 2013).

  × 
×

         (5)

4) 토지피복 GIS-DB구축

지역의 열환경은 토지이용 및 지역 내에 분

포하고 있는 녹지, 하천, 토지피복상태 그리고 

기류, 외기온도 등에 따라 좌우되므로 지역의 

열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간구조와 그

에 따른 기후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

다(Yoon et al.,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열환경과 관련된 공간자료를 구축하여 지역별 

열쾌적성과의 비교를 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

한 공간요소의 선정은 열환경을 분석한 국내·

외 선행연구(Gallo et al., 1996; Emmanuel, 

1997; Cionco and Ellefsen, 1998; Shashua 

-Bar and Hoffman, 2000; Kim et al., 
2003; Oh and Hong, 2005; Oke, 2006; Lee 

et al., 2010; Kim et al., 2011; Song and 

Park, 2011)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

역별 열쾌적성 평가라는 연구목적에 부합하여 

국지적 규모에서 중요한 기후인자인 토지피복

을 선정하였으며, 환경부에서 제작한 토지피복 

1:25,000 축적의 중분류도를 활용하였다. 도시

의 일정 단위를 결정함에 있어 수백m 정도가 

적당하다는 연구결과(Yeo, 2008)를 근거로 

100m×100m 해상도의 래스터(Raster)자료로 

생성하였으며, 시가화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공

업지역, 상업지역, 위락시설지역, 교통지역, 공

공시설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자료를 구축하였다

(표 3).

Variable Unit Data

Facility

area 

residential area %

1:25,000

Land cover of 

Department of 

Environment 

(2010)

manufacturing 

area
%

commercial area %

recreational 

facilities area
%

transportation 

area
%

public facilities 

area
%

Non

Facility

area

agricultural area %

green area %

barren area %

water area %

TABLE 3. Elements of land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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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mperature b) Relative Humidity c) Wind speed
d) Mean Radiant 

Temperature

FIGURE 6. Thermal environment component distribution

구축된 공간요소와 PET와의 관계해석을 위

해 연구대상지인 영남지역 전체에 대한 1km× 

1km의 GRID를 생성하였고, 총 생산된 32,258

개의 GRID에 그림 5와 같이 각각의 공간요소

들의 면적율 및 평균값 속성을 적용하여 PET 

산출 값과 함께 단일 파일로 통합하였다.

FIGURE 5. Calculated GRID and applied 

space element

결과 및 고찰

1. 기후분포

영남지역의 기후 특성은 그림 6과 같다. 부

산광역시(27.50)와 대구광역시(27.48)와 같이 

대도시 지역의 기온이 높았으며, 김해시

(27.60), 창녕군(27.38), 창원시(27.36)등의 

지역도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게 나타났다. 반

면, 문경시(24.93), 영양군(24.84), 봉화군

(24.37)등의 경상북도 북부지역과 함양군

(24.52), 거창군(24.26) 등의 경상남도 서부지

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을 나타냈는데, 이들 

지역은 지대가 높고 녹지관련 요소들이 풍부한 

곳으로, 이와 같은 요소들이 기온을 낮추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Kwon, 2002; Lee et al., 
2011).

풍속의 분포는 남해에 접해 있는 거제시

(5.52)와 통영시(4.83), 남해군(3.72), 부산광

역시(3.67)가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동해에 

접해있는 영덕군(3.17), 울산광역시(3.15), 포

항시(3.10)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해

안지역에서의 해면과 육지 표면의 온도차로 인

해 생기는 해륙풍의 영향 때문일 것으로 판단

된다. 반면 내륙에 위치한 합천군(1.73)과 거창

군(1.78), 구미시(1.79), 칠곡군(1.79), 산청군

(1.79)은 낮은 풍속을 나타내었다.

기상청에서는 기온과 습도의 기후요소를 활

용하여 여름철인 6월에서 9월간 불쾌지수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상대습도가 인체가 

느끼는 열쾌적성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분석된 영남권역의 상대습도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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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면 울진군(81.28)과 영덕군(80.91), 

경주시(79.63), 포항시(79.47), 울산광역시

(79.15)와 같이 동해안과 인접한 지역과 영양

군(78.91), 청송군(78.45)의 경북 북부 지방이 

높게 나타났다. 경북 북부지방은 소백산, 태백

산의 영향으로 수림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습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Yoon, 2002). 반면, 진해시(72.39)와 고성군

(72.50), 통영시(72.53)의 남해안과 인접한 지

역은 상대습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상대습도의 분포는 기온의 분포와 서로 반대되

는 경향을 보였다.

평균 복사온도는 인간의 열적 스트레스를 감

지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상요소

이다(Jendritzky, 1988; Mayer, 1996). 복사

온도를 산출한 결과 대표적인 도시화 지역인 

부산광역시(34.47)와 대구광역시(35.01), 김해

시(34.95), 창원시(34.95)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인접한 지역인 창녕군(34.84)과 함안군

(34.62)도 높게 나타났다. 대도시의 팽창에 의

해 그 주변의 중소 도시나 농촌 지역에 영향력

을 미쳐, 전체가 도시화되어 가는 거대 도시화

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대도시와 인

접한 지역도 도시열섬현상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2. 열쾌적성 평가

앞서 분석된 기후요소들을 토대로 열쾌적성 

지수인 PET를 산출한 결과, 그림 7과 같은 분

포를 나타내었다. 열쾌적성은 GRID별 20.99℃

에서 36.56℃로 최대 15.57℃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PET값이 가장 높은 대구

광역시(33.65)와 가장 낮은 봉화군(28.44)이 

평균 5.21℃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앞서 두 

지역 간 기온 차이가 3.11℃였던 것을 고려할 

때, 지역별 인간이 느끼는 열쾌적성은 기온에 

비해 지역 간 편차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

으며, 이는 열쾌적성 산출에 있어 풍속 및 습

도, 복사온도와 같이 다양한 기후요소가 추가적

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처럼 지역

민들이 실제 느끼게 되는 열적 스트레스는 기

상청에서 측정되는 기온에 의한 체감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URE 7. The PET distribution

지역별로 산출된 PET값을 살펴보면, 대구광

역시(33.65), 김해시(33.49), 창녕군(33.46), 

창원시(33.14), 함안군(33.08), 경산시(33.04)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봉화군(28.44), 울진

군(28.80), 함양군(28.81)이 낮게 분석되었다

(표 4). 한편, 기온과 복사온도가 제일 높게 나

타났던 지역인 김해시의 PET 값은 대구광역시

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상대습도와 

풍속을 분석한 결과 김해시가 대구광역시보다 

높았기 때문이라 판단되며, 이를 통해 열쾌적성

은 기온뿐만 아니라 습도·바람 등의 다양한 

기후요소가 상호작용하여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Heo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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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PET by regional characteristics

2004). 한편,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열쾌적성 

평가의 목적에 따라 1km 해상도로 PET지수를 

산출하였는데, 여름철 열적스트레스가 높고 폭

염의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향후 예상

되는 기후변화에 의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egion
PET

(℃)
region

PET

(℃)
region

PET

(℃)

Daegu 33.65 Sacheon 32.20 Hadong 30.73

Gimhae 33.49 Yeongcheon 32.13 Namhae 30.73

Changnyeong 33.46  Ulsan 31.88 Cheongsong 30.71

Changwon 33.14 Gunwi 31.85 Tongyeong 30.42

Haman 33.08 Masan 31.85 Yeongdeok 30.42

Gyeongsan 33.04 Gyeongju 31.73 Gimcheon 30.41

Goryeong 32.97 Goseong 31.63 Geoje 30.18

Jinju 32.82 yecheon 31.47 Sancheong 29.88

Busan 32.76 Andong 31.41 Yeongju 29.77

Chilgok 32.75 Seongju 31.35 Mungyeong 29.39

Yangsan 32.63 Hapcheon 31.23 Hamyang 28.81

Gumi 32.53 Cheongdo 31.17 Uljin 28.80

Uiryeong 32.48 Pohang 31.09 Yeongyang 28.80

Miryang 32.30 Jinhae 31.08 Geochang 28.47

Uiseong 32.29 Sangju 30.83 Bonghwa 28.44

TABLE 4. Average PET of Yeongnam 

region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2014)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구분

표를 참고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라 영남지역을 

광역시, 대도시, 도·농촌형, 농촌형으로 구분하

여 산출된 PET값을 비교해 본 결과(그림 8), 

광역시에서는 대구광역시(33.6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도시에서는 김해시(33.49), 창원

시(33.14) 순으로 나타났고 도·농 복합형 지

역에서는 경산시(33.04), 진주시(32.82), 양산

시(32.63)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형 지역에서는 창녕군(33.46)이 가장 높

았으며, 함안군(33.08), 고령군(32.97) 순으로 

나타났고, 봉화군(28.44)이 가장 낮은 값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농촌지역은 정신적·신

체적·행동적으로 폭염에 가장 취약한 집단인 

노년층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의 

열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

들 지역의 토지피복 면적율을 산출한 결과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PET가 높게 나타난 창녕

군, 함안군, 고령군, 칠곡군 등은 농촌지역의 평

균 시가화 지역 면적비율인 3.20%에 비해 각

각 4.83%, 5.92%, 3.88%, 6.58%로 높게 나

타난 반면, 녹지면적비율은 평균 71.19%에 비

해 창녕군은 53.24%, 함안군 55.73%로 각각 

17.95%, 15.46%정도의 큰 차이를 보여 녹지

면적율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이들 지역은 폭염에 대한 노인의 건강영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중보건학적 측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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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Region

Percentage of land cover(%)

PET(℃)
Build-up area

Agricultural 

area 
Green area Barren area Water area

Rural

Gunwi 2.41 19.66 74.91 0.75 2.28 31.85

Uiseong 2.61 26.95 67.45 0.70 2.29 32.29

Cheongsong 1.78 15.83 79.83 0.94 1.62 30.71

Yeongyang 1.11 12.79 84.27 0.55 1.28 28.80

Yeongdeok 2.23 13.82 81.11 1.19 1.65 30.42

Cheongdo 2.91 22.06 71.45 1.01 2.57 31.17

Goryeong 3.88 23.43 65.61 2.45 4.63 32.97

Seongju 3.23 26.18 66.94 1.67 1.99 31.35

Chilgok 6.58 20.01 68.09 2.16 3.17 32.75

Yecheon 3.85 37.79 53.82 1.80 2.73 31.47

Bonghwa 1.47 14.77 82.24 0.51 1.00 28.44

Uljin 1.79 10.08 85.50 1.33 1.29 28.80

Uiryeong 2.80 19.28 73.73 1.12 3.08 32.48

Haman 5.92 32.09 55.73 1.96 4.30 33.08

Changnyeong 4.83 36.01 53.24 1.32 4.61 33.46

Goseong 4.59 25.49 66.09 0.99 2.84 31.63

Namhae 4.80 27.23 62.30 1.36 4.30 30.73

Hadong 3.34 20.27 72.87 0.89 2.63 30.73

Sancheong 2.31 15.39 79.13 1.22 1.95 29.88

Hamyang 2.66 19.25 76.07 0.75 1.27 28.81

Geochang 2.84 22.99 72.23 0.79 1.16 28.47

Hapcheon 2.45 18.69 73.56 1.29 4.00 31.23

mean 3.20 21.82 71.19 1.22 2.57 30.98

TABLE 5. Land cover ratio and PET in rural areas 

만 아니라 지역계획차원에서 녹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늘제공을 위한 가로수 식재 

등을 통해 여름철 노년층의 열적스트레스를 낮

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열쾌적성에 따른 지역의 유형화

산출된 PET 지수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여 여

름철 폭염대책이 시급한 지역을 도출하고, 토지

피복현황과의 비교를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대상 혹은 

변수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이질적인 특성을 

유사성(Similarity)을 바탕으로 동질적인 집단으

로 묶어 주는 방법으로서, 대상들의 명확한 분류

기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

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군집분석

에 있어 군집의 수를 몇 개로 설정하느냐에 따

라 분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군집

의 수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왈드방법(Ward’s method)을 이용한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ing)을 일

차적으로 수행하여 얻은 덴드로그램

(Dendrogram)을 확인하여 적절한 군집의 수

를 4개로 설정하였고(Kim, 2013), 비계층적 

군집분석인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6번의 반

복계산을 하여 최적의 군집을 산출하였다. 산출

된 군집의 중심값은 32.98, 31.79, 30.57, 

28.79로 나타났으며, 산출된 네 개의 군집간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산분석을 실시

한 결과 F값은 185.755, 유의확률은 p<0.001

로 군집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산출된 

군집을 중심값의 대소에 따라 상대적 열쾌적성 

불량지역, 취약지역, 양호지역, 우수지역으로 명

명하였으며, 열쾌적성 우수지역이라고 명명한 

군집 4에는 6개의 지역이, 나머지 3개의 군집

에는 각각 13개의 지역이 포함되었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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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
F Sig.

1 2 3 4

center of 

cluster
32.98 31.79 30.57 28.79

185.

755
0.000

number of 

cluster
13 13 13 6

TABLE 6. Cluster result analysis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지역을 유형에 따

라 분류한 후 ArcGIS 9.3을 활용하여 영남지

역의 상대적 열쾌적성 평가도를 그림 9와 같이 

작성하였다. 

FIGURE 9. Thermal comfort evaluation 

map

상대적 열쾌적성 불량지역에는 대구광역시, 

칠곡군, 구미시, 경산시를 포함한 13개 지역이 

분류되었고, 울산광역시, 밀양시, 안동시를 포함

한 13개 지역은 열쾌적성 취약지역으로, 포항

시, 통영시, 거제시 등 13개 지역은 열쾌적성 

우수지역으로, 봉화군, 거창군, 영양군 등 6개 

지역은 열쾌적성 양호지역으로 분류되었는데, 

시설지역과 비시설지역으로 토지피복을 분류하

여 구축된 열쾌적성평가도와 비교한 결과, 시설

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열

쾌적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유형에 따른 토지피복 비교

다음으로 PET 지수에 따라 구분된 지역들의 

토지피복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제

작된 1:25,000 축척의 중분류 토지피복도를 바

탕으로 공간유형을 분류하였다. 중분류 토지피

복항목은 인공성 및 자연성, 투수성 및 불투수, 

녹지 등을 고려하여 총 22개 항목으로 분류되

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분류속성을 활용하

여 시가화지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위락시설지역, 교통지역, 공공시설지

역은 시설지역으로 나머지 농업지역, 녹지지역, 

나지, 수역을 비시설지역으로 재분류하였다. 평

가된 등급별 토지피복비율을 살펴보면, 주거, 

공업, 상업지역 등의 시설지역 면적율은 불량지

역이 10.96%, 취약지역이 4.68%, 양호지역 

3.99%, 우수지역 2.05%로 열쾌적성이 높은 지

역일수록 시설지역 면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녹지지역 면적율은 58.30%, 67.12%, 

71.13%, 79.93%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한편, 하천 및 논, 밭과 같은 자연적인 공간

요소는 신선한 공기를 생성 및 정화하고 온도

를 조정하는 등 도시기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지되는데(Song, 2011),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열쾌적성 불

량지역에서 수역 및 농업지역의 비율이 높게 

분석되었다. 이는 분류된 토지피복도를 확인해 

보았을 때, 고밀의 개발이 이루어진 시가화지역

이 강과 하천 등의 내륙수역을 중심으로 분포

하고 있고, 대도시 외곽지역에 불투수성 시설 

농경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되

며(Oh et al., 2013), 추후 이와 같은 지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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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 

                 
Inferiority 

region 

Vulnerable 

region 

Protective 

region

Excellent 

region

Yeongnam 

region

Facility

area 

residential area 4.93 2.35 2.17 1.19 2.66

manufacturing area 1.98 0.68 0.41 0.09 0.78

commercial area 0.71 0.25 0.22 0.10 0.32

recreational facilities area 0.09 0.04 0.02 0.01 0.04

transportation area 2.48 1.11 0.98 0.57 1.28

public facilities area 0.77 0.25 0.19 0.09 0.31

sum 10.96 4.68 3.99 2.05 5.38

Non

Facility

area

agricultural area 23.92 23.39 21.10 15.98 21.61

green area 58.30 67.12 71.13 79.93 68.25

barren area 2.63 1.64 1.53 0.79 1.68

water area 4.19 3.17 2.25 1.25 2.81

sum 89.04 95.32 96.01 97.95 94.62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TABLE 7. Percentage of land cover according to evaluation grade

을 대상으로 하여 GRID의 크기를 줄이고 세분

화하여 미기후측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

라 판단된다.

결  론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해 여름철 이상고

온 및 폭염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인명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상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에 대비

하기 위해 다양한 기후요소가 고려된 여름철 

열쾌적성을 지역별로 평가하여 어느 지역에 더 

우선적인 열환경 개선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

지 제언하였다. 또한 지역을 구성하는 토지피복

현황과 산출된 PET 지수간의 비교를 통해 토

지이용 계획 및 관리가 지역민들이 느끼는 열

쾌적 정도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영남지역에 위치한 지역들의 PET를 

산출한 결과, 열쾌적성이 가장 불량한 지역은 

PET값이 높게 산출된 대구광역시(33.65), 김

해시(33.49), 창녕군(33.46), 창원시(33.14)

순이었으며, 반면 봉화군(28.44), 거창군

(28.47), 영양군(28.80), 울진군(28.80)은 

PET값이 낮게 나타나 타 지역에 비해 여름철 

열적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지역의 특성에 따른 열쾌적성을 평

가한 결과 창녕군과 함안군, 고령군, 칠곡군 등

은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PET값이 높게 나

타났다. 농촌지역은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들의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인

명피해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역들

에 대한 토지피복면적을 산출한 결과 녹지 면

적율이 타 농촌지역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차원에서 녹지면적을 확

보해야 하며, 시가화지역의 증가가 불가피할 경

우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개발 제한구역의 보전 

등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를 저감하는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K-평균군집분석을 활용하여 영남지역을 유

형에 따라 분류한 결과, 부산광역시, 대구광역

시와 이와 인접한 경산시, 칠곡시, 창원시, 김해

시, 양산시, 창녕군을 포함한 13개 지역이 상대

적 열쾌적성 불량지역으로 평가되었다. 최근 증

가하고 있는 여름철 폭염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대비책 마련이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가화지역

의 면적율이 높고 고밀의 개발이 이루어진 대

구광역시, 부산광역시와 인접한 경산시, 칠곡시, 

김해시, 양산시와 같은 지역이 열쾌적성 불량지

역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

게 집중된 대도시의 시가지 확장으로 인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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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지역 역시 도시화가 진행되고 이로 인해 주

변 지역의 열환경 역시 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 측면에서 도시확장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PET값에 따라 구분된 유형에 따라 토지피복 

면적을 산출한 결과, 여름철 열쾌적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시설지역의 면적율은 낮고, 녹지지

역의 면적율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토지피복 현황이 인간이 실제 느끼는 열적 

쾌적성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

며, 향후 도시 및 녹지 개발에 있어 열쾌적성을 

고려한 계획이 이루어짐으로써 폭염에 적응가

능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는 지역별 평가를 위해 국지적 

범위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 내의 건물 및 포장 

등의 인공구조물과 이로 인한 인공열의 방출 

및 공기의 흐름, 수목을 통한 그늘 제공과 같은 

세부적인 열 환경 인자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

하였으며, 향후 보다 정확한 연구결과를 위해서

는 열쾌적성이 낮게 평가된 지역을 대상으로 

건물 높이 및 면적, 인공피복 등의 세부적인 공

간요소에 대한 분석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Yi et al., 2014). 그러나 그동안 방

대한 기상 자료 취득 및 산출 방법의 부재로 

실내 및 소규모공간에 대한 열쾌적성 평가가 

주를 이루었던 연구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GIS를 이용한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영남지

역의 여름철 야외 온열환경을 정량적으로 평가

하였으며, 토지피복현황과의 비교를 통해 녹지 

및 산림과 같은 녹색인프라가 생기후학적 측면

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또한 열쾌적성에 따라 지역을 등급화하고 상대

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녹지계획과 같은 도시환

경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 시 우선순위를 결정

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

이다.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

응력을 높일 수 있는 도시계획 정책수립 및 폭

염에 따른 인명피해의 최소화와 같은 보건적 

측면에서의 전략적 대응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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