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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cuation Shelters based on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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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se of Busan Gijang-gun, Geumjeong-gu and 

Haeundae-gu in Korea-
Ah-Hyeon DONG1·Sang-Hyeok LEE1·Jung-Eun KANG1※

1

요    약

우리나라는 원자력재난 발생 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원자력시설 등의 방

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능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부족하여 원자력 대피시설의 적합성과 관련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취약인구 분포 및 접근성 분석을 기반으로 현재 부산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중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의 대피시설의 입지 적정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

과, 현재 원전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가장 위험성이 큰 기장군은 전체 도시지역 면적의 4.05% 만

이 5분 내 대피가능지역으로 분석되었으며, 금정구는 36.93%, 해운대구는 37.23% 만이 대피시

설 서비스 가능지역에 포함되어 해당 지역에 더 많은 대피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

인 인구 집중지역에서 대피시설이 부족한 곳이 많았고, 같은 구내에서도 동 간 격차가 커, 취약계

층뿐 아니라 지역 간 형평성을 모두 고려하여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내 대피시설 입지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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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방사능재난, 대피시설, GIS, 네트워크분석, LISA 분석

ABSTRACT

Korea has set up a radiation emergency planning zone based on the「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to protect residents living near nuclear power 
plants in the event of nuclear disasters.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appropriateness of existing nuclear evacuation facilities because of a general lack of 
interest in nuclear accidents. This research addresses this gap by analyzing the location 
adequacy of evacuation facilities in Busan's emergency protection planning area based on 
vulnerable populations and accessibility analyses. The Gijang-gun which has the greatest 
risk, shows that only 4.05% of the total urban area was included in the evacuation 
service area within 5 minutes while only 36.93% of Geumjeong-gu and 37.23% of 
Haeundae-gu were included in the evacuation-enabled area. In addition, evaluation 
facilities in the elderly population hotspots were lacking, and there was a wide gap 
between dongs within the same Gu. Thus, additional evacuation facilities need to be 
designated and installed considering the spatial equity between areas and safety of both 
the public and vulnerable populations.

KEYWORDS : Nuclear accident, evacuation facilities, GIS, Network analysis, LISA analysis

서  론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우리나라에 최근 

경주지진(2016년), 포항지진(2017년)이 잇따

라 발생하였다. 특히 지진이 발생한 경주, 포항 

인근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 지진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방사능재난에 대한 불안감도 함

께 커지고 있다. 

대규모 지진은 해일을 동반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시설은 대부분 해안지

역에 분포되어 있어 지진·해일로 인한 원자력

시설의 붕괴, 폭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원

자력 발전 시설의 붕괴로 방사능물질이 누출되

면 인근 지역주민의 방사선 피복, 농·수산물, 

가축 및 취수원 오염, 도시경제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는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운영하고, 방사능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

하기 위하여「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 방재법)을 수립하였

다. 현재 방사능 방재법에는 방사능재난 대피시

설과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민방위기본계획과의 관련성에 따라 민방위 대피

시설을 방사능재난의 대피시설로 한다. 국내에

서는 일반적인 재난 대피시설의 입지에 관한 연

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Park and Kim, 

2012; Choi and Joo, 2013). 이에 반해 방사

능재난에 초점을 맞춘 대피시설의 입지 및 시설 

적정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이는 원전의 입지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

포되어 있어 지역주민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관

심이 적고,‘원전사고는 발생 확률이 낮다’라

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

서 언급했듯이 지진 발생과 연계된 원자력 발전

소의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

며, 원자력 사고를 대비한 대피시설 입지에 관

한 연구의 필요성 역시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건설되었을 

뿐 아니라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해서 이루

어지고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분석

하였다. 고리원자력발전소의 비상계획구역 중 거

주하는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노인의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부산광역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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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취약계층의 보행특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피시설의 입지적정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론적 기반 및 선행연구

1.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및 대피시설 관련 제도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방사능재난은 사회

재난의 하나이다. 방사선 비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확

대되어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경우를 방

사능재난이라 정의하게 된다.

이때, 방사선 비상이란 방사선물질 또는 방사

선이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대

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정의된다. 방사능누

출의 영향권에 따라 백색(방사능누출 영향이 원

자력시설 건물 내에 국한), 청색(방사능누출 영

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내에 국한), 적색비상으

로 구분되며, 적색비상시에 주민보호조치가 이

루어진다(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2019).

FIGURE 1. Emergency planning zone in Kori 

nuclear power plant

(Sourc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방사능 방재법은 방사능비상, 방사능재난이 발

생하는 경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사선비

상계획구역(Emergency Planning Zone, EPZ)

을 설정하고 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범위

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한 원자력시설 종류

별 기초지역을 기준으로 하며, 반경에 따라 예

방적보호조치구역(Precautionary Action Zone, 

PAZ)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 UPZ)으로 구분된다.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은 방사선 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하는 구역이

며, 원전 3㎞에서 5㎞ 반경을 기초범위로 설정

하고 있다.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주민에 대

한 긴급보호조치를 위하여 정하는 구역으로 반경 

20㎞~30㎞를 그 경계로 한다(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2019). 현재 부산광역시는 고리원전을 기준으

로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은 5㎞, 긴급보호조치계

획구역은 20㎞에서 22㎞ 반경을 방사선비상계

획구역으로 정의하고 있다(그림 1).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 시 정부 차원의 위기관

리 체계 및 기관별 활동 방향은 원전 안전 분야 

위기관리 표준 메뉴얼로 지시되고 있으나, 개인

의 행동 대피요령은 재해 경보 발령 시 즉시 집

이나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피폭량을 줄이

기 위해서 오염장소에서 최대한 멀리 대피해야 

한다는 정도이다(Busan Metropolitan City. 

2019). 일반 주민들이 방사능사고 발생 시, 비

상약품 배포 및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단체이동

이 쉬운 대피시설로 대피하는 것을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피시설의 입지 

적절성 및 대피시설 여건은 방사능사고 대응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례지역의 일반 대피시설을 대상으로 

입지적절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안전취약계층

현재 우리나라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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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

며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준으

로 안전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있다(Sung and 

Choi, 2011; Yoo, 2008). 본 연구에서는 법규

와 선행연구, 데이터 획득 가능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와 노인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였으

며, 각각 어린이는 만 14세 이하, 노인은 만 65

세 이상이다.

안전취약계층인 노인, 어린이는 다른 연령층

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약하여 보행 속

도가 느려 신속한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안전취약계층의 보행속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

린이와 노인의 보행속도를 0.8m/sec로 설정하

고자 한다(Lee, Gu, Chun and Park, 2015; 

Lei, Lee and Kim, 2016;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5; Ma and Kim, 

2011). 0.8m/sec의 보행속도는 정부의 대피시

설 구축 시 기준이 되는 대피시간 5분 동안 이

동 가능한 거리는 240m가 되고 이는 Ma and 

Kim(2011)에서 제시한 노인의 최소 보행권보

다 작은 거리가 되므로 대피시설 적정성 분석에 

사용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3. 대피시설의 입지 적정성 관련 연구

현재 원전사고라는 특정 재난에 초점을 맞춘 

대피시설 입지 적정성 연구는 부족하지만, 일반

적인 대피시설 연구들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Park and Kim(2012)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평

균 보행 속도를 이용하여 5분 내 도착할 수 있

는 대피시설을 살펴보고 그 서비스영역을 알아

보았고, Choi and Joo(2014)는 아동, 성인, 노

약자로 보행속도를 분류하여 대피시설의 대피 가

능 범위를 분석하는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대피

시설의 입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자연재해와 대피시설과 관련된 연구도 역시 

다수 진행되고 있다. 자연재해 대피시설은 풍수

해대피시설과 지진·해일 대피시설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Heo and Park, 2016; Bea, 

Park, Jun and Jung, 2018). Kim, Shin and 

Beak(2013)은 삼척지역을 대상으로 대피소 개

수, 진입로 차선, 도보로 도착소요시간 등을 분

석하였으며, Lee, Kim and Chun(2018)은 경

북 포항의 지진 대피시설의 지정현황과 도달 가

능 권역의 지역적 차이와 대피시설의 인구 수용

력을 고려하여 대피시설의 공간접근성을 분석하

였다. Kim, Han and Kim(2017)은 거대강우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거대홍수 시 침수구역을 

분석하여 최적 대피소를 선정하는 연구를 수행

하였다. 

국외에서는 대피시설과 관련된 연구들이 일부 

진행되고 있다. Lawrence, Choi and Denuit 

(2010)는 GIS를 활용하여 남부 플로리다 대피

시설의 입지적정성을 분석하였으며, 기존의 대

피시설은 노인이나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과 

일치하지 않아 입지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분

석하였다. Bandana and Michael(2008)은 개

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대피하는 것보다 대피시

설에서 대피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결과를 통해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대

피시설의 중요성을 밝혔다. 

풍수해와 같은 자연재해는 자주 발생하나, 방

사능재난은 아직 크게 이슈화된 적이 없고, 방

사능 비상과 관련된 대피시설은 지진·해일 대

피소와 같이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 

파악된다. 그러나 방사능재난은 발생할 경우, 기

존의 재난과 비교하여 피해양상이 다를 뿐 아니

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따라서 

방사능재난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기

본적인 대책인 대피시설의 적절성에 대한 점검

은 필수적인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제도와 선행연구를 기반으

로 방사능재난 대피시설 입지 적정성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대피소가 안전취약계

층의 안전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와 노인

이 5분동안 움직일 수 있는 거리인 240m 내에 

입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상지 내 대피시설

을 기준으로 240m를 서비스 권역으로 설정하

고 서비스 면적의 비율, 서비스 권역에 포함된 

어린이와 노인 인구수를 도출하여 분석을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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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1. 연구대상지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부산광역시의 고리

원자력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중 긴급보호

조치계획구역이다. 고리원자력발전소는 부산광

역시 기장군 장안읍에 있으며 방사선비상계획구

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 지역 중 부산광역시는 

지역 내 인구 및 시설의 집중도가 높아 문제 발

생 시 피해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

층의 비율 또한 가장 높아(27.74%) 취약계층

을 고려한 대피시설의 입지 적정성 연구가 필수

적인 지역이다. 부산광역시에서 지정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기장군, 금정구 일대, 해운대 구 

일대 이다(그림 2).

FIGURE 2. Emergency planning 

zone in Busan

기장군은 5개 읍·면이 긴급보호조치계획구

역이며 금정구는 10개동, 해운대구는 13개동이

다(표 1).

2. 분석자료

본 연구는 인구특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부

산광역시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의 대피시설의 

입지의 적정성을 세밀히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였다. 

취약계층인 노인과 어린이와 관련된 인구자료

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최소단위

인 집계구 연령 별 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집계구별 14세 이하, 65세 이상 인구를 취합하

여 공간정보로 구축하였다. 대피시설자료는 공

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되는 위치정보(좌표)를 

기반으로 구축하였다(표 2).

네트워크분석 시 필요한 도로망 자료는 국가

공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새주소 도로구간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이 대피할 

때,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활용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고속도로를 제외한 주간선도

로, 보조간선도로, 소로, 골목길을 분석자료 선

택하였다.

3. 분석방법 및 분석과정

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 집중지역을 확인하기 

위해 GIS 공간분석 기법인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피시설의 입지 적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네트

워크분석을 활용하였다. 

LISA분석이란 객체의 클러스터 탐지를 위하여 

Anselin(1995)이 개발한 방법론으로, 다양한 탐

색적 공간데이터 분석(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 ESDA)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Gu/Gun District

Gijang-gun Gijang-eup, Jangan-eup, Jeonggwan-eup,  Ilgwang-myeon, Cheolma-myeon 

Geumjeong-gu
Geumsa-dong, Bugok1-dong, Bugok2-dong, Bugok3-dong, Seondugu-dong,  Cheongnyongnopo-dong, 

Namsan-dong, Guseo1-dong, Guseo2-dong, Seo3-dong

Haeundae-gu
Jung1-dong, Jung2-dong, Songjeong-dong, Banyeo 2-dong, Banyeo3-dong, Bansong2-dong, 

Jwa1-dong, Jwa 2-dong, Jwa3-dong, Jwa 4-dong, Banyeo1-dong, Banyeo 4-dong, Bansong1-dong

TABLE 1. Administrative districts of UP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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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법은 Anselin Local Moran’s Ⅰ 통계법

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핫스팟, 콜드

스팟을 확인할 수 있다(Lee and Sim, 2013).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 간의 통계적 유의성에 

따라 4단계로 분류된다. HH유형(High-High)

은 한 지역을 중심으로 원점과 주변 지역이 모

두 주제에 대해 높은 값을 가지는 유형이다. 

HL유형(High-Low)은 해당 지역은 높은 값을 

가지나, 주변 지역은 낮은 값을 가지는 유형이

다. LH유형(Low-High)은 중심지역이 상대적

으로 주변 지역보다 낮은 값을 가지는 유형이

다. LL유형(Low-Low)은 중심지역과 주변 지

역이 모두 낮은 값을 가지는 유형이다. 본 연구

에서는 LISA 분석을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의 

공간적 분포를 유형화하였다.

네트워크분석은 수자원, 도로, 철도 등의 교

통 분야와 공공시설의 접근성 및 시설물의 최적 

입지 선정 등 사회적 기반시설의 접근성 및 이

용권역을 측정하는 분야에서 많이 활용된다(Ma 

and Kim, 2011; Oh and Jeong, 2005; 

Kwon, Lee, Huh and Yu, 2015; An, Jang 

and Lee, 2012; Yoo and Son, 2012). 이때 

네트워크분석 기법은 단순히 시설의 개수가 아

니라 서비스권역으로 서비스의 수준을 파악하기 

때문에 다른 기법보다 공간적 형평성을 더 잘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이 도보로 5분간 

이동 가능한 거리(240m)를 반영하여 대피시설

Gun/Gu District name
population

Evacuation facilities
Total Children The elderly

Gijang-gun

Gijang-eup 52208 6705 8547 11

Jangan-eup 8357 621 1876 0

Jeong gwan-eup 73429 19270 4771 8

Ilgwang-myeon 8262 699 2109 0

Cheolma-myeon 8087 751 1806 0

Geumjeong-gu

Geumsa-dong 9168 641 1753 6

Bugok1-dong 9267 682 2074 4

Bugok2-dong 16907 1904 2475 5

Bugok3-dong 17511 1818 2415 5

Seondugu-dong 2325 103 597 2

Cheongnyongnopo-dong 10047 969 2069 9

Namsan-dong 33142 2795 4892 16

Guseo1-dong 18613 2479 2234 3

Guseo2-dong 34197 4267 4518 4

Seo3-dong 11539 660 2382 6

Haeundae-gu

Jung1-dong 21237 2774 3029 7

Jung2-dong 15104 1701 1857 9

Song jeong-dong 9760 898 1684 3

Banyeo2-dong 13098 980 2627 5

Banyeo3-dong　 9767 821 1985 2

Bansong2-dong 25808 2150 5342 12

Jwa1-dong 18029 2746 1939 8

Jwa2-dong 31935 4219 3551 10

Jwa3-dong 16622 2362 2339 9

Jwa4-dong 23357 3849 2527 8

Banyeo1-dong 35972 6713 4111 3

Banyeo4-dong 15513 2268 1520 1

Bansong1-dong 16202 1162 3527 7

TABLE 2. Population Characteristics and Evacuation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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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비스권역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서비스권

역을 기반으로 대피시설의 입지 적절성을 판단

하기 위해 주민들이 거주하는 도시화지역이 어

느 정도 서비스권역에 포함되는지를 계산하였

다. 또한, 취약계층 가운데 어느 정도가 서비스

권역에 포함되는지의 비율도 함께 검토하였다. 

지역 전체면적을 분석에 사용하는 경우는 서비

스권역의 비율 등이 과소 추정되어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대상구역의 주

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1. 탐색적 공간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지역별 

취약계층 분포 특성

방사능 대피시설이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적절

하게 배치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LISA 분석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집중지역인 핫스팟(H-H)을 

살펴보고 대피시설 위치와 중첩하여 그들과의 

관계를 탐색적, 서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LISA-분석에 앞서, 어린이와 노인의 인구를 

등급화하였다. 1등급은 취약계층의 인구가 적고, 

5등급은 취약계층의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5등

급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의 분포가 밀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 인구의 경우, 기장군의 정관

면 일대에 4등급과 5등급이 분포하여 정관면 

일대에서 어린이 인구밀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

된다. 금정구는 남산동, 구서1동, 구서2동, 부곡

동 일대에서 4등급과 5등급이 분포하고 있다. 

해운대구는 좌1동, 좌2동, 좌3동, 중1동, 중2동 

일대에서 4등급과 5등급이 밀집하여 나타나 어

린이의 인구밀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3(a)).

노인 인구의 경우, 기장군의 정관면 일대, 장

안읍 일대에 4등급, 5등급이 분포되어 있어 해

당 지역에서 노인 인구의 밀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정구는 선두구동, 금사동 일대, 부

곡1동, 부곡2동에서 노인인구의 밀도가 높은 4

등급과 5등급이 분포하고 있다. 해운대구는 송

정동, 중1동, 좌3동 등지에서 4등급과 5등급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노인 인구가 많은 곳으로 파악

된다(그림 3(b)).

다음으로 LISA분석을 통해 취약계층의 상대

적인 분포를 파악하고자 한다. 기장군은 총 5개 

읍·면 모두 긴급보호조치구역이다. 기장군의 

어린이, 노인 인구의 공간분포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인구는 정관읍 일대에서 어린이 인구가 

(a) Children

  

(b) The elderly

FIGURE 3. Vulnerable population in Emergency planning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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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HH유형이 집중되어 있었으며(그림 4(a)), 

노인 인구는 장안읍, 철마면, 일광면이 HH유형

(밀집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정관읍은 집계구별 

노인 인구의 비율이 낮은 LL유형으로 나타났다.

기장군의 대피시설은 기장읍(11개), 정관읍

(8개)에 밀집되어 있으며, 노인 인구 밀집지역

으로 파악된 장안읍, 일광면, 철마면에는 대피시

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 인구 

밀집지역과의 괴리가 큰 것으로 보인다.

금정구 취약계층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어린이 인구의 경우, 구서동 일대에서 

HH유형(밀집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 

인구는 청룡노포동, 선두구동, 서3동, 부곡1동이 

HH유형(밀집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정구에는 57개의 대피시설이 있으며, 이 가

운데 남산동에 16개소로 가장 많은 대피시설이 

있고, 선두구동에서 가장 적은 대피시설이 배치

되어 있다(2개소). 분석 결과 노인 인구 밀집지

역에 대피시설이 미비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해운대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운대

의 어린이 인구는 반여2동, 반여4동, 좌동 일대

가 HH유형으로 나타났으며 노인 인구 집중지역

은 반송1동, 반송2동, 반여2동으로 나타났다. 

해운대구에는 84개의 대피시설이 있으며, 대

피시설이 가장 많이 입지 된 곳은 반송2동(12

개소)이며, 반여4동이 대피시설이 가장 적었다

(1개소). 

연구대상지인 3개 구·군을 살펴본 결과, 어

린이 인구 집중지역은 대체로 거주인구 집중지

역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어 다수의 대피소가 배

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노인 인구 집

중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비도시지

역이 많고 이러한 지역은 대피소 설치에 있어서 

소외되므로 노인 인구를 고려한 대피시설의 입

지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2. 네트워크분석 기반 입지 적정성 분석

본 절에서는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대피시설의 

입지 적정성을 분석하고자 서비스 권역을 도출

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서비스 권역의 면적을 

각 구·군의 읍·면·동 별로 세분화하여 도시

지역 면적과 비교하고, 취약계층 중에서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는 인구의 비율을 도출하여 대피

시설 입지 적정성과 취약지역을 정량적으로 검

토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장군은 대피시설이 정관읍과 기장읍에 밀집

되어 있으며, 따라서 방사선 비상시 5분 내 대

피 가능한 서비스 권역도 정관읍, 기장읍에만 

집중되어 있다. 정관읍과 기장읍은 기장군 내 

(a) Children

  

(b) The elderly

FIGURE 4. LISA analysis of vulnerable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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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임에

도 불구하고 기장읍은 12.2%, 정관읍의 5.68%

에 해당하는 지역만이 대피권역으로 나타나 전

반적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기장군은 전체 도시지역의 4.05% 만이 비

상시 5분 내 대피가 가능한 것으로 정리되어 대

피시설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가능 취약계층의 비율은 기장읍은 평균 

46.54% 정도로 나타났으며, 정관읍에서는 어린

이 인구의 33.65%, 노인 인구의 25.17%만이 

비상시 5분 내 대피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읍면인 장안읍, 일광면, 철마면은 대피시

설이 전무하여 서비스율이 0%로 나타났다(표 

3).

앞선 LISA-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인 인구

는 장안읍, 일광면, 철마면에 집중되어 있다. 해

당지역에 대피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노인 인구뿐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들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

장군의 경우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여, 비

상시 빠른 대피가 절실한 지역이므로 일반 주민

들과 안전취약계층, 특히 노인을 위하여 대피시

설의 입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5).

금정구는 5분 내 대피 가능한 지역이 전체 

인구와 어린이 인구가 많은 남산동, 구서동 일

대, 부곡동 일대, 서동에 집중되어 있어 해당 지

역은 비상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Gun/Gu District name
Rate of area in service 

coverage(%)

Rate of serviced vulnerable populations(%)

Children The elderly

Gijang-gun

Gijang-eup 12.20 48.29 44.97

Jangan-eup 0 0 0

Jeong gwan-eup 5.68 33.65 25.17

Ilgwang-myeon 0 0 0

Cheolma-myeon 0 0 0

Geumjeong-gu
　

Geumsa-dong 26.35 45.66 51.05

Bugok1-dong 27.01 58.95 57.41

Bugok2-dong 45.14 52.07 47.45

Bugok3-dong 32.88 46.15 41.20

Seondugu-dong 14.38 16.38 20.23

Cheongnyongnopo-dong 35.56 50.53 46.79

Namsan-dong 70.19 77.82 80.44

Guseo1-dong 19.43 40.07 35.24

Guseo2-dong 35.68 58.80 60.84

Seo3-dong 61.41 63.52 68.55

Haeundae-gu

Jung1-dong 43.01 55.39 51.60

Jung2-dong 70.48 94.61 85.85

Song jeong-dong 16.12 40.43 40.39

Banyeo2-dong 72.30 81.05 79.84

Banyeo3-dong　 70.97 81.49 80.60

Bansong2-dong 43.12 63.45 59.52

Jwa1-dong 51.55 52.18 52.76

Jwa2-dong 43.17 55.51 56.09

Jwa3-dong 38.68 60.19 64.28

Jwa4-dong 32.09 59.19 59.35

Banyeo1-dong 6.56 28.72 30.74

Banyeo4-dong 9.30 59.71 43.03

Bansong1-dong 49.36 78.74 78.10

TABLE 3. Rate of vulnerable populations in service coverage in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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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그림 6).

표 3에서 보여주듯, 금정구의 남산동은 전체 

지역의 도시면적에서 약 70.19%가 대피시설의 

서비스 권역에 포함되며, 서3동도 약 61.41%가 

서비스 가능지역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반해 선

두구동(14.38%), 구서1동(19.43%)은 상대적

으로 서비스 권역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가장 낮은 선두구동의 서비스 면적

이 기장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금정구 대피시설의 입지 적절성을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서비스지역 면적 비율과 유

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산동에서는 어린이 취

약계층인구의 약 77.82%와 노인 취약계층의 

80.44%가, 서3동에서는 어린이 취약계층의 약 

63.52%가, 노인 취약계층의 약 68.55%가 서

비스 권역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 인구가 집중된 선두구동, 금사

동, 청룡노포동 일대에는 대피시설의 서비스 권

역에 포함되지 못한 지역이 많고 절반 이상의 

노인들이 서비스 권역에 포함되어 있지 못하므

로,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더 많

은 대피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운대구는 반송2동, 반여동 일대, 좌동, 송정

동에 5분 내 대피 가능지역이 밀집되어 나타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7). 

해운대구의 동별 대피시설의 서비스 권역을 

살펴보면, 반여2동이 도시지역 면적의 72.30%

가 5분 내 대피 가능지역에 포함되며, 반여3동

도 70.97%의 지역이 대피시설 서비스지역에 

포함되었다. 특히 반여2동은 대피시설 서비스 

권역의 측면에서 전체 연구대상지에서 가장 높

은 적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운대 지역은 지역 내 격차가 상당히 커 반여1

동은 6.56% 지역만이, 반송4동은 9.30% 지역

만이 5분 내 대피 가능지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피시설 서비스 권역에 포함된 취약계

층의 비율은 중2동에서 평균 90.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여3동에서도 80.86%의 취

약계층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대구의 

중2동은 취약계층의 대피 가능성 측면에서는 전

체 연구대상지에서 가장 높은 적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반여1동에서는 어

린이 인구의 28.72%, 노인 인구의 30.74% 만

이 5분 내 시설에의 대피가 가능했으며, 송정동

에서도 약 40.40%의 취약계층만이 서비스 권

역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송4동의 경우 

대피시설의 서비스 면적은 매우 낮으나, 서비스 

FIGURE 5. Evacuation service 

zone in urbanized zone in 

Gijang-gun

  
FIGURE 6. Evacuation service 

zone in urbanized zone in 

Geumj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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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취약계층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나기도 했다(표 3).

결  론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는 대규모 지진이 발생

하였고,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한반도는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안

전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노인이 안전하게 대피

시설로 대피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지인 기장군, 금정구, 해운

대구 가운데 기장군은 전체 도시지역의 4.05% 

만이 비상시 5분 내 대피가 가능하여 대피시설

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취

약계층의 약 41.96% 만이 대피시설 서비스 권

역에 포함되어 있어, 취약계층의 분포를 고려한 

대피시설 확충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인 밀집지역인 장안읍, 일광면, 철마면

에는 대피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먼저 대피소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정구

는 거주지역의 약 36.93% 지역이 대피시설 서

비스 권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방

사능재난 대피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하겠

다. 그중에서 선두구동과 구서1동이 가장 취약

한 지역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 대한 우선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운대구는 금정

구와 유사한 면적인 약 37.23%가 5분 내 대피 

가능지역에 포함되나 지역 내 격차가 상당히 크

다는 점이 주목되며, 특히 반여1동, 반여4동 등에 

대피시설이 우선 지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반적인 대피시설의 부족과 함께 어린

이, 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고려한 대피시설의 

입지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취약계층

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력과 신체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피시설의 접근성은 안전한 

대피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대피시설의 배치는 행정구역의 인구수

와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분포를 함께 고려

하여야 한다. 또한, 대피시설의 추가 지정을 위

해 공공시설 현황, 시설 주변 여건, 시설 안전

성, 대피소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지자체 여건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방사능재난에 초점을 맞추어 대피

시설의 입지 적정성을 5분 내 대피 가능지역 및 

취약계층 인구비율 등을 도출하여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한계점도 

존재한다. 우선, 본 연구는 대피시설의 입지를 

FIGURE 7. Evacuation service 

zone in urbanized zone in 

Haeun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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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접근성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

를 수행하였으므로 방사능재난에 대한 대피시설

의 입지 외 시설 및 기능적 요소에 대한 검토는 

포함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국외에서는 

방사능 대피시설은 접근성뿐만 아니라 각종 갑

상선방호약품과 같은 응급 의약품, 방사능 피복

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샤워시설, 비상경

보를 위한 통신 설비, 지자체 차원의 비상대응 

관련 교육 훈련 등이 함께 강조되고 있다

(Gang, 2006).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대피시설

은 방사능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 기능적 

요소가 부족한 상태이며, 입지 적정성과 동시에 

다양한 요소를 모두 고려한 전반적 점검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방사능 재난 대피기준을 

민방위 기준 및 지진·해일 대피기준으로 설정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방사능 재난은 

발생 시, 가능한 빠르게 멀리 대피하라는 수준

에 그치는 등 별도의 대피기준이 존재하지 않으

며, 방사능 재난은 기존의 재난과 달리 예측 불

가능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방

사능 재난은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재난의 대피

기준이 아닌 방사능 재난에 특정된 대피시설의 

입지 및 대피의 기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추가로, 현행법에서는 안전취약계층에 노인, 

어린이 외에도 장애인도 포함 시키나 장애인은 

획득 가능한 자료의 한계로 본 연구에 포함 시

키지 못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특성상 대피 시 

보호자나 지원인력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상황

이 존재하나, 이러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자

료의 획득이 어려워 이점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대피시설에 대한 접근방식을 도보로 한정하여 

대피수단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

이 있다. 

지진에 대한 원자력 발전소 반경 20km 내에

는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부산뿐 아니

라 전국적으로 안전취약계층의 비중 역시 증가

하는 추세이다. 또한, 방사능 물질은 바람이나 

강우 등에 의해 이동, 확산되므로 재난의 양상

을 파악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방사능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뿐만 아니라 부산 

전역 및 타 지역 주민 모두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사능재난과 관련된 명확한 대피기

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방사능재난과 관련된 

국외의 동향에 대한 지속적 검토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의 방사능재난 대피시설의 다양한 고려

사항과 제도적 기반에 관한 연구가 수행하여 방

사능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부산광역시는 2030 도시기본계획을 통

해 지진·해일에 대응하기 위해 지진 옥외대피

소 및 지진실내구호소의 확충을 계획하고 있으

며,‘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실현’을 위하여 

실효성있는 행동 메뉴얼 수립을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방사능재난 대응책 수

립에 기초자료로써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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