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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기상청 기후통계분석(data.kma.go.kr)을 근거로 2018년 

7월 11일부터 8월 16일까지 37일간 금산기상관측소에서 

관측된 폭염 지속일수는 1973년 기상통계작성 이후 최

장기간 폭염으로 기록되는 등 2018년은 전국 평균 최고

기온과 폭염일수가 가장 높고 많은 해로 관측되었다. 전

국 평균 폭염일수도 1989년~2018년 평균 11.8일에서 

1999년~2018년 평균 12.3일, 2009년~2018년 평균 14.5일, 

2014년~2018년 평균 17.2일로 계속 증가하는 등 향후 폭

염발생위험은 계속 높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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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집계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및 사망자 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집계하는 폭염으로 의한 온열질환 

신고현황이 증가(Table 1)하고 있고, 2018년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함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은 자연재난의 정의(제3조)에 폭염이 포함되도록 

개정(2018. 9. 18 시행)되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련 주

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2018. 

11. 16)”을 수립하며 2018년 7월 이후 발생한 폭염 인명 

피해자부터 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설정하였다.

IPCC 제5차 보고서에서는 폭염과 기후변화의 연결고

리가 점차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1901년~2008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기상재해 사망자 중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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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heat vulnerability area as represented by heat risk factors which could be attributable to 

heat-related deaths. The heat risk factors were temperature, Older Adults(OA), Economic Disadvantage(ED), Accessibility of Medical 

Services(AMS), The population Single Person Households(SPH). The factors are follow as; the temperature means to the number of 

days for decades average daily maximum temperature above 31℃, the Older Adults means to population ages 65 and above, 

furthermore, the Economic Disadvantage means to the population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BLSR), the Accessibility of 

Medical Services(AMS) means to 5 minutes away from emergency medical servic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howed that the 

top-level of temperature vulnerability areas is Dong, the top-level of vulnerability OA areas is Eup, the top-level of AMS 

vulnerability is Eup. Moreover, the top-level of vulnerability ED area appears in the Eup and Dong. The result of analysing relative 

importance to each element, most of the Eup were vulnerable to heat. Since, there are many vulnerable groups such as Economic 

Disadvantage, Older Adults in the Eup. We can be figured out estimated the number of heat-related deaths  was high in the Eup 

and Dong by the data of emergency activation in the Chungcheongnam-do Fire Department. Therefore,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be 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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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3,384명으로 가장 많이 조사된 

것(Jan Kyselý et al, 2012)에서 알 수 있듯이 폭염은 인

간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향후 더 큰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된다.

patient
2014

(person)
2015

(person)
2016

(person)
2017

(person)
2018

(person)

heat-related 
illness

556 1,056 2,125 1,574 4,526

death toll 1 11 17 11 48

Table 1. Reporting of heat-related illness status

폭염에 의한 인명피해 선행연구를 분석해보면 첫째, 

기온과 관련된 연구로 Kim et. al.(2006)은 기온자료와 일

사망자 자료를 분석하고 이중-위상 회귀모델을 사용하여 

서울 임계온도를 약 31℃로 도출하였다. Jung et. 

al.(2014)은 피스와이즈 분석을 통해 사망자가 급증하는 

임계온도는 27~30℃에 분포한다고 도출하였다. Kim. et. 

al.(2014)은 폭염사망자 발생시작 임계기온이 도시의 경

우 29℃, 농촌의 경우 31℃로 도출하였다.

둘째, 연령과 관련된 연구로 Park et. al.(2008)은 폭염

기간 사망자의 경우 65세 이상이 65세 미만 보다 1.5배 

높다고 도출하였다. Lee et. al.(2010)은 폭염 초과사망자

수의 경우 인체 열수지 인지온도 최대시기와 밀접한 관

계에 있고 폭염이 만성질환자 및 체열조절 능력이 취약

한 65세 이상 고령자 사망률에 기여한다고 도출하였다. 

Lee et. al.(2014)은 열지수 증가 시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으로 65세 이상 사망자가 증가한다고 도출하였다.

셋째, 경제적 취약계층과 관련된 연구로 Jeon(2011)은 

기온 증가에 따른 입원 및 응급실 방문이 저소득층 집

단, 노인집단, 일반집단의 순으로 상대위험도가 높은 것

으로 조사하였다. Yun et. al.(2013)은 IPCC의 취약성 개

념을 활용하여 열환경 취약성을 평가한 결과 기반시설 

및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임

대주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취약성 지수가 

높게 산출되었다고 하였다.

넷째, Choi et. al.(2015)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경우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의 격차가 2005년~2007년 이

후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섰다는 연구에서처럼 온열질환 

발병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연구이다. Lee(2015)는 폭염 기간 1일 증가에 따라 특ㆍ

광역시 응급실 방문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는 기온, 

고령자, 경제적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과 연관

이 깊다.

이밖에도 고령층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 인구ㆍ가구 

특성 중 하나인 1인가구의 증가도 폭염에 민감한 요소라 

할 수 있다. Korea Environment Institute(2013) 등에서는 

이미 1인가구의 특성 중 하나인 독거노인을 폭염 등 기

후변화 취약계층으로 설정하였다. 서울시는 1인가구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서울시 보도자료 2018. 8. 6) 등 이미 1인가구

는 폭염에 취약한 계층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보건복

지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신사회적 위험 대응전략

(2015)”에 따르면 1인가구가 다인가구보다 건강상태, 경

제적 지위, 주거형태 및 거주환경 등 모든 면에서 낮은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1인가구의 수가 가

장 많으며 2019년부터는 부부+미혼자녀 가구 수보다 1

인가구의 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등 향후 1인가구

는 폭염에 의해 더 많은 피해를 입는 취약계층 중 하나

라 판단된다.

질병관리본부의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에 따르면 직업별 온열질환 신고현황(2015년~2017

년) 중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677명)가 기타(1,28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응급의료기관 401개(2018. 10. 5 기준) 중 읍과 

면에 위치한 기관은 71개와 8개로 전체의 19.7%에 불과

하는 등 농촌주민은 도시주민보다 폭염에 의한 건강문제

에 더욱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폭염 인명피해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기온, 고령자, 경제적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접근

성, 1인가구 등을 종합하여 폭염에 취약한 지역을 읍ㆍ

면ㆍ동별로 도출하고 농촌지역(읍ㆍ면)과 도시지역(동)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II. 연구방법

대상지역은 2017년 도시계획현황 상 비도시인구비율

이 전라남도(28.1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충청남도

(27.11%)로 하였다. 폭염에 취약한 지역은 충청남도에 위

치한 207개 각 읍ㆍ면ㆍ동별 기온, 고령자, 경제적 취약

계층, 의료서비스 접근성, 1인가구 등에 관한 지수를 추

출한 후 가중치를 적용하여 도출하고자 한다.

기온자료는 Kim. et. al.(2014)이 농촌지역 폭염사망자 

발생시작 임계온도를 31℃로 도출한 것을 반영하였다. 

즉, 지난 10년(2009년~2018년) 동안 충청남도 내부 및 인

근지역 기상청 종관기상관측장비(ASOS)와 자동기상관측

장비(AWS)를 통해 측정된 일최고기온이 31℃를 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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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일수를 사용하였다. 단, 기상관측장비가 섬에 위치

하거나 높은 산(해발고도 674.9m 이상)에 위치한 측정값

은 제외하였다. 일최고기온이 31℃가 넘는 각 읍ㆍ면ㆍ

동별 연평균 일수를 추출하는 것은 Kim(2015)이 ArcGIS 

분석방법 중 하나인 IDW(Inverse Distance Weighted)를 

통해 AWS 측정값을 기후변화 자료로 도출한 것과 같이 

ArcGIS 10.0 Spatial Analyst Tools 중 IDW를 활용하였다.

고령자와 경제적 취약계층은 2015년 기준 각 시ㆍ군 

통계연보상의 65세 이상 인구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총수

급자수를 활용하였다. 단, 읍ㆍ면ㆍ동별 국민기초생활보

장 총수급자수 자료가 기술되어 있지 않은 계룡시와 태

안군의 경우 담당공무원 전화인터뷰를 통하여 자료를 취

득하였다.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Im. et. al.(2016)이 분석한 방법

을 준용하였고,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업데이트 하였다. 

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2018. 10. 5 기준)과 119구급대

(질병관리본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에 따른 응급실 내원 수단 중 119구급차가 가장 많음)를 

설정하였다. 이때 응급의료기관은 충청남도 및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기관까지 설정하였으나, 119구급대는 관

할구역에서만 출동하므로 충청남도 내부에 위치한 것만 

설정하였다. 인구자료는 2015년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집

계구 자료를 사용하였다. 도로망자료는 2012년 충청남도 

1:5000 상세도로, 2016년 국토교통부 표준노드링크 도로, 

2015년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등을 수정ㆍ보완하여 사

용하였다(Park, 2018). 응급의료시설과 집계구간 도달시

간은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로 통합)가 응급환자 소

생률 향상을 위해 설정한 골든타임제를 고려하여 5분으

로 하였다.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인구수

는 ArcGIS 10.0 Network analysis-Service area analysis 분

석을 통하여 응급의료시설과 집계구의 50%이상이 5분 

거리 이내에 해당되는 경우로 설정하였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인구수는 2015년 기준 각 시ㆍ

군 통계연보상 인구수에서 응급서비스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인구수를 차감하여 설정하였다.

1인가구는 2015년 통계청 인구센서스 집계구 자료중 

세대구성별 가구를 사용하였다.

 max min

  min

𝑥 : 대리변수 값, 𝑥max : 대리변수 최대값,

𝑥min : 대리변수 최소값

추출된 읍ㆍ면ㆍ동별 각 수치는 Re-scaling 기법(지자

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취약성

평가 시 사용되는 기법)을 통하여 표준화하였다. 

5개 요소별 가중치는 본 연구가 폭염에 의한 인적 취

약지역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폭염 피해자들을 직

간접적으로 치료하는 ㅇ대학병원 의사 36명을 대상으로 

2018년 10월 7점 척도 AHP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기온(10년 평균 일최고기온이 31℃ 이상인 일수), 고

령자(65세 이상 인구), 경제적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

장 총수급자), 의료서비스 접근성(응급의료기관 및 119구

급대와의 거리가 5분 이상 걸리는 인구수), 1인가구별 

표준화지수에 AHP 분석결과를 적용한 최종 폭염 취약지

역은 ArcGIS10.0 Natural Breaks 분석(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재해취약성분석시 사용되는 기법)을 통하여 7등급

화하고 최고 취약 등급지역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최고 취약 등급지역은 충청남도 소

방본부 구급자료(2011~2017)와 비교ㆍ분석하여 본 연구

가 타당한지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기온자료인 10년 평균 일최고기온이 31℃ 이상인 일

수는 13.8일~42.0일이며, 읍지역은 14.0일~41.6일(평균 

32.2일), 면지역은 13.8일~42.0일(평균 30.9일), 동지역은 

15.6일~40.6일(평균 32.8일)이다. 최고 취약 등급지역은 

공주시, 논산시, 천안시, 예산군, 부여군, 청양군 등 6개 

시ㆍ군에 위치하고 동에 9개, 면에 6개, 읍에 5개 등 총 

20개가 도출되었다(Table 2, Figure 2). 

Figure 1. ASOS & AWS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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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p(place) myeon(place) dong(place)

5 6 9

Table 2. The top-level of vulnerability area by 
Temperature

Area Min Max Mean
eup 14.0 41.6 32.2

myeon 13.8 42.0 30.9
dong 15.6 40.6 32.8

Figure 2. The number of days for 10-year average daily 
maximum temperature above 31

고령자자료인 65세 이상 인구수는 106명~6,177명이며,  

읍지역은 1,584명~6,177명(평균 3,280명), 면지역은 106

명~2,836명(평균 1,293명), 동지역은 856명~3,971명(평균 

1,865명)이다. 취약 등급지역은 예산군, 홍성군, 태안군, 

천안시, 부여군, 금산군, 아산시 등 7개 시ㆍ군에 위치하

고 읍에만 7개가 도출되었다(Table 3, Figure 3).

eup(place) myeon(place) dong(place)

7 - -

Table 3. The top-level of vulnerability area by Older 
Adults

경제적 취약계층 자료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총수급자

는 3명~1,679명이며, 읍지역은 217명~1,427명(평균 612

명), 면지역은 3명~923명(평균 167명), 동지역은 26

명~1,679명(평균 481명)이다. 최고 취약 등급지역은 논산

시, 아산시, 홍성군, 예산군, 천안시, 부여군, 보령시, 태

안군, 금산군 등 9개 시ㆍ군에 위치하고 읍과 동에 8개, 

면에 5개 등 총 17개가 도출되었다(Table 4, Figure 4).

Area Min Max Mean
eup 1,584 6,177 3,280

myeon 106 2,836 1,293
dong 856 3,971 1,865

Figure 3. Population ages 65 and above

eup(place) myeon(place) dong(place)

8 1 8

Table 4. The top-level of vulnerability area by 
Economic Disadvantage

Area Min Max Mean
eup 217 1,427 612

myeon 3 923 167
dong 26 1,679 481

Figure 4. Population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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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인구수는 278

명~19,669명이며, 읍지역은 799명~19,669명(평균 5,884명), 

면지역은 278명~10,160명(평균 3,117명), 동지역은 296

명~10,190명(평균 2,549명)이다. 최고 취약 등급지역은 천안

시에 위치하고 읍에만 2개가 도출되었다(Table 5, Figure 6).

Figure 5. The good accessibility areas of Medical 
services

eup(place) myeon(place) dong(place)

2 - -

Table 5. The top-level of vulnerability area by 
Accessibility of Medical Services

 

Area Min Max Mean
eup 799 19,669 5,884

myeon 278 10,160 3,117
dong 296 10,190 2,549

Figure 6. Population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vulnerability areas

1인가구는 203가구~10,042가구이며, 읍지역은 748가

구~6,616가구(평균 2,167가구), 면지역은 203가구~3,986가

구(평균 611가구), 동지역은 453가구~10,042가구(평균 

2,149가구)이다. 최고 취약 등급지역은 천안시, 아산시 

등 2개 시에 위치하고 동에 4개, 읍에 1개 등 총 5개가 

도출되었다(Table 6, Figure 7).

eup(place) myeon(place) dong(place)

1 - 4

Table 6. The top-level of vulnerability area by Single 
Person Households

Area Min Max Mean
eup 748 6616 2167

myeon 203 3986 611
dong 453 10042 2149

Figure 7. Population of Single Person Households

기온(10년 평균 일최고기온이 31℃ 이상인 일수), 고

령자(65세 이상 인구), 경제적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

장 총수급자), 의료서비스 접근성(응급의료기관 및 119구

급대와의 거리가 5분 이상 걸리는 인구수), 1인가구 등 

폭염에 의한 인명피해에 영향을 주는 5개 요소의 가중치 

적용을 위해 2018년 10월 실시한 AHP 분석 결과 일관

성지수(CR : Consistency Ratio)가 0.022로 0.1보다 낮게 

도출되어 분석결과는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소별 상대적 중요도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0.339로 

가장 높게 나와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취약계층 이후의 상대

적 중요도는 고령자가 0.208, 기온이 0.174,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0.151, 1인가구가 0.128의 순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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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Factor Variables Importance CI CR

Temperature 0.174

0.025 0.022

Older Adults 0.208

Economic Disadvantage 0.339

Accessibility of Medical Services 0.151

Single Person Households 0.128

Table 7. The relative importance of heat-related deaths.

AHP 분석결과에 따른 상대적 중요도를 가중치로 적

용하여 도출한 폭염 인명피해 최고 취약 등급지역은 예

산군, 논산시, 홍성군, 아산시, 천안시 등 5개 시ㆍ군에 

위치하고 읍에 5개, 동에 2개 등 총 7개가 도출되었다

(Table 8, Figure 8).

eup(place) myeon(place) dong(place)

5 - 2

Table 8. The top-level of vulnerability area by 
heat-related deaths

Figure 8. Map of primary heat-related deaths rating

본 연구의 검증을 위해 2011년~2017년 6~9월 동안 충

청남도 소방본부 구급자료 중 온열질환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본 결과, 2017년부터 “질병외_비외상성손상_온열손

상” 항목이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조사된 건수는 101

건으로 질병관리본부의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

황 연보” 2017년 신고현황 1,574건과 많은 차이가 있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열손상으로 파악된 사람들

의 “환자증상1” 항목의 특징인 경련, 고열, 기타, 기타통

증, 두통, 실신, 어지러움, 열상, 오심/구토, 의식장애, 전

신쇠약, 호흡곤란, 화상 등에 따라 구급활동이 진행된 자

료들을 추출하고, 이중 “질병”에 의한 것, 읍ㆍ면ㆍ동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것을 제외한 자료를 온열질환 추

정건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각 시ㆍ군 통계연보 등의 통

계자료가 행정동으로 기술된 것을 고려하여 법정동으로 

기록된 소방본부 구급자료를 행정동 단위로 전환하였고, 

천안시 성정동, 원성동, 쌍용동 등 하나의 법정동이 성정

1ㆍ2동, 원성1ㆍ2동, 쌍용1ㆍ2ㆍ3동 등과 같이 여러개의 

행정동으로 나누어지는 경우 법정동 자료를 1/n하여 각 

행정동에 고르게 분포하였다.

온열질환 추정건수는 33건~1,122건이며, 읍지역은 213

건~966건(평균 496건), 면지역은 33건~495건(평균 148건), 

동지역은 97건~1,122건(평균 413건)이다. 최고 취약 등급

지역은 논산시, 천안시, 홍성군, 아산시, 태안군, 보령시, 

예산군, 당진시 등 7개 시ㆍ군에 위치하고 읍에 5개, 동

에 5개 등 총 10개가 도출되었다(Table 9, Figure 9).

eup(place) myeon(place) dong(place)

5 - 5

Table 9. The top-level of vulnerability area by 
Estimated the number of heat-related deaths

Area Min Max Mean
eup 213 966 496

myeon 33 495 148
dong 97 1,122 413

Figure 9. Estimated the number of heat-related de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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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과 동에 최고 취약 등급지역의 수가 동일하게 나왔

으나 전체 읍의 개수가 24개로 전체 동의 개수 46개보

다 적고 온열질환 추정 평균건수가 읍이 496건, 동이 

413건으로 읍이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읍이 동보다 취약

한 지역이 많다고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

과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충청남도에 위치한 207개의 읍ㆍ면ㆍ동 중 

가장 적은 개수인 읍(24개, 11.6%)에 폭염 인명피해 최

고 취약 등급지역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이유는 폭염 인

명피해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기온을 제외한 고령자, 

경제적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접근성, 1인가구 등 4개 요

소의 읍ㆍ면ㆍ동별 평균값이 가장 높기 때문이라 판단

된다. 반대로 충청남도에 위치한 207개의 읍ㆍ면ㆍ동 중 

가장 많은 개수인 면(137개, 66.2%)의 경우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외한 4개 요소의 읍ㆍ면ㆍ동별 평균값이 가

장 낮아 폭염 인명피해 최고 취약 등급지역이 가장 적게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Table 10).

Area
Temperatu

re
Older 
Adults

Economic 
Disadvant

age

Accessibil
ity of 

Medical 
Services

Single 
Person 

Household
s

eup 32.2 3,280 612 5,884 2,167

myeon 30.9 1,293 167 3,117 611

dong 32.8 1,865 481 2,549 2,149

Table 10. The average of heat vulnerability factors by 
Area

농촌지역(읍, 면)과 도시지역(동)간 비교를 해보면 1인

가구를 제외한 기온, 고령자, 경제적 취약계층, 의료서비

스 접근성 등 폭염 인명피해에 영향을 주는 요소 및 

AHP 결과에 따른 상대적 중요도를 적용한 폭염 인명피

해 최고 취약 등급지역의 수가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 

더 많이 분포한다. 따라서 폭염에 의한 인명피해는 도시

지역보다 농촌지역이 보다 취약하다고 판단된다(Table 

11).

Area
Tempera

ture
Older 
Adults

Econom
ic 

Disadva
ntage

Accessi
bility of 
Medical 
Services

Single 
Person 

Househo
lds

heat-rel
a t e d 
deaths

Rural 11 7 9 2 1 5

Urban 9 - 8 - 4 2

Table 11. The top-level of vulnerability area by Rural 
Area & Urban Area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 중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유

발하는 폭염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선별하고 이에 가중

치를 부여하여 분석한 후 폭염 취약지역을 읍ㆍ면ㆍ동

별로 도출하였다.

폭염 인명피해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선정한 5가지 

항목별 최고 취약 등급지역을 읍ㆍ면ㆍ동별로 도출한 

결과 기온(10년 평균 일최고기온이 31℃ 이상인 일수)은  

동, 고령자(65세 이상 인구)는 읍, 경제적 취약계층(국민

기초생활보장 총수급자)은 읍과 동, 의료서비스 접근성

(응급의료기관 및 119구급대와의 거리가 5분 이상 걸리

는 인구수)은 읍, 1인가구는 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폭염 인명피해에 영향을 주는 요소별 가중치를 설정

하기 위하여 실시한 AHP 분석결과 경제적 취약계층, 고

령자, 기온, 의료서비스 접근성, 1인가구의 순으로 상대

적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 경제적 취약성과 고령인구가 

폭염에 가장 취약한 요소로 분석되었다.

5개 요소에 가중치를 적용한 폭염 인명피해 최고 취

약 등급지역은 읍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읍에 

폭염 인명피해 최고 취약 등급지역이 가장 많이 분포하

는 이유는 기온을 제외한 고령자, 경제적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 접근성, 1인가구 등 4개 요소의 읍ㆍ면ㆍ동별 평

균값이 가장 높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농촌지역(읍, 면)과 도시지역(동)을 비교한 결과 농촌

지역에 폭염 인명피해 취약지역이 더 많이 분포하므로,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폭염에 의한 인명피해에 보다 

취약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온열질환자 발견에서 응급의료기관 도달까

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와 검증을 위해 활용한 

소방본부 구급자료를 보다 세부화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

나 다양한 폭염 인명피해 요소를 종합하여 폭염에 의한 

인명피해 취약지역을 읍ㆍ면ㆍ동별로 도출한 것에 의의

가 있다. 향후 보다 세분화된 자료와 집계구 등 보다 세

분화된 지역을 바탕으로 폭염 인명피해 취약지역 등을 

도출할 경우 의료취약지역을 고려한 응급의료기관 신규 

도입시 적지분석 등으로 활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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