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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도시는 인구 및 기반시설의 집중과 집약적 토지이용으로 인해 재해 취약성이 높으며 이들 지역

이 가진 지역적, 공간적 특성에 따라 취약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다양하다. 본 연구는 폭염지

역의 취약원인을 살펴보기 위한 방법으로 Landsat 8 위성자료에서 추출한 지표온도와 폭염 재해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지표온도가 높은 지역과 재해취약성이 높은 지역이 일치하지는 않았으

나 두 분석에서 공통으로 취약한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첩분석을 수행한 결과, 고밀도

로 개발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비중이 높은 대상지 내 일부 지역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기후노출요인과 취약인구, 주거불량지역 비율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

라 녹지확충과 주거환경정비와 같은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폭염피해 저감과 적응을 위

한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도시 내부의 지역적,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고 폭염 

원인의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그에 맞는 중장기적 대안들을 마련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폭염 재해, Landsat 8, 지표온도, 재해취약성분석, 중첩분석

ABSTRACT

Cities are highly susceptible to disasters due to concentration of popul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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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structure and intensive land use, and there are various factors that affect 

vulnerability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analyzed the vulnerability 

of the heat wave and the surface temperature extracted from Landsat 8 satellite data. 

Areas with high surface temperature and with high vulnerability did not match. This 

study overlaid the results of vulnerability analysis and the land surface 

temperature(LST) in order to identify causes of vulnerability. The results showed that 

some areas within high-density commercial and semi-residential areas were the most 

vulnerable, with climate exposure factors, the ratio of the vulnerable populations and 

residential defective areas being the main causes. Accordingly, alternatives such as 

green space and residential environmental improvement could be suggested. Various 

policies for reducing and adapting to heat wave have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region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city, 

to accurately diagnose the cause of the heat wave, and to prepare appropriate 

long-term alternatives accordingly.

KEYWORDS : Heat Wave, Landsat 8, Land Surface Temperature, Vulnerability analysis, 

Overlay Analysis

서  론

우리나라의 폭염일수는 80년대 8.2일에서 점

차 증가하여 2018년에는 31.5일에 달하는 것으

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2017년까

지의 온열 질환자 1,132명(사망 11명)에 비해 

2018년에는 온열질환자가 4,526명(사망 48명)

으로 늘어(환경부 보도자료 2019.7.29.) 폭염

의 심각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자연재해 분류에 폭염을 추가

함으로써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상학계에서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리는 폭

염이 점차 일상화되면서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

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서 폭염의 피해

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

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재해에 대한 적응 노

력이 의료, 복지, 환경 분야를 비롯하여 다방면

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간적으로 폭염에 취

약한 지역을 식별하거나 폭염에 취약한 사회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는 등 

도시 공간적 측면에서의 접근방식도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도시는 인구와 기반시설의 집중으

로 인하여 재해에 대한 취약성이 높으며 특히 

집약적인 토지이용과 공간구조로 인해 폭염이나 

열섬현상과 같은 열 관련 피해가 심화될 수 있

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폭염 취약지역의 공간

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인공위성영상에서 추

출한 열 영상과 사회적 지표들을 포함하는 폭염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토지피복

의 영향을 받는 위성영상 자료와 취약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폭염취약성 분석 결과를 비교하

여 어떠한 요인이 취약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

는지를 살펴보았고, 이들 결과의 공간 분류단위

를 일치시켜 중첩분석을 수행하여 토지이용적인 

물리적 관점이나 취약계층과 같은 요인을 포함

하는 사회적 관점에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

난 지역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후 

공간적인 특성에 맞는 폭염 적응대책을 마련하

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및 선행연구 고찰

1.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공간적 범위로 부산광역시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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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그림 1). 부산광역시는 위성영상을 활

용하여 열  환경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구릉성 

산지와 해안, 낙동강 등의 지형적 요소로 다양

한 토지이용 및 토지피복 상황들을 고려할 수 

있고 또한 산복도로, 구도심쇠퇴, 출산율 감소 

및 청년인구 유출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재해 취

약성 분석에서 검토하는 고령자, 독거노인, 기초

생활수급자와 같은 도시취약구성요소가 고루 분

포하고 있어 사회적 취약요인의 영향력을 함께 

검토할만한 대상지라고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의「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바탕으로 폭염재해 취

약성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Landsat8 영상을 

이용한 지표 온도 산출 결과와 비교하여 폭염지

역의 특성을 도출한다. 이후 중첩분석을 통해 

취약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에 맞는 

적응대책을 제안한다.

FIGURE 1. Study area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폭염의 영향은 사회·인구적, 환경적 요인으

로 인해 지역에 걸쳐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이는 열환경에 대한 개인들의 반응이나 적응능

력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결국 특정 인구집단의 

취약성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ayak et al., 2018). 따라서 폭염 취약성 분

석은 지역 기반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간적 특

성뿐만 아니라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함께 고

려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폭염에 대한 취약성분석을 수행한 연구들은 

자체적인 대용변수의 기준을 설정하여 분석한 

사례가 많으며, 이외에도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프로그램과 같이 제도적

으로 수립된 지표를 바탕으로 대용변수를 설정

한 연구(이태경, 2017)도 있다.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취약성 분석에 사용되는 지표들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대부분 기후노출, 민감

도, 적응능력을 고려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기준을 기반으로 지표를 선정하였다(Lee 

et al., 2013; Koo et al., 2015; Eum, 2016; 

Choi et al., 2018).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기

후노출 지표는 일 최고기온과 열대야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며, 민감도 지표와 적응능력 지표는 

전문가 설문 및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선정하

여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들 연구는 연구대상

지나 연구방법상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

로 미래 기후변화에 적응 가능하도록 지역별 환

경적 특성에 맞는 적응능력 개선 및 선택적 대

응정책 수립과 실행을 강조한다.

한편, 연구대상지의 열 환경 분석을 위해 위

성영상을 활용하여 지표면의 온도를 추출함으로

써 토지 피복유형이나 열섬현상의 조건을 분석

한 연구들이 있다. 폭염 및 열섬과 같은 열 환

경 연구에서 위성영상의 유용성은 여러 연구에

서 입증되어 왔다. 도시지역의 기온변화는 지상

에서 관측된 온도를 통하여 알 수도 있지만, 제

한적인 관측 때문에 인공위성 등의 원격탐사를 

통하여 연구되고 있다. 특히 인공위성의 열적외

센서는 온도에 민감한 복사적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표면 온도관측에 효과적이다(Jee et 

al., 2014). 이러한 접근방식은 토지 피복유형

에 따른 지표면 온도를 MODIS, Landsat 

ETM+ 및 Rapideye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

(Kim and Yeom, 2012), 도시열섬 완화 및 열 

쾌적성을 고려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지표면 온

도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한 연구(Yoon and 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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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등에서 다루어졌다. Jee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MODIS와 Landsat 위성의 지표면 

온도와 AWS 기온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을 포함

한 수도권 지역의 지표면 온도를 분석하여 위성

에서 산출된 지표면 온도는 시골보다는 도시에 

위치한 AWS 기온과 상관성이 높게 나타남을 

결과로 제시하였다. 

도시의 열환경 및 열섬현상과 관련하여 토지

피복과의 관련성은 해외의 여러 연구에서도 입

증되어 왔으며(Rinner and Hussain, 2011) 국

내에서도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Lee et al. 

(2009)의 연구에서는 도시화에 따른 토지피복 

변화로 인한 토지의 열환경에 주목하여 대구지

역의 도시 내 주거, 상업, 공업, 공공시설지역 

등에 따른 물리적 특성에 따른 도시 열환경을 

수치모의하였고, Park et al.(2016)는 토지피복

과 지형의 특성이 폭염일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약성 분석은 대상

지의 기후적, 물리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사회경

제적, 인구학적 취약성을 모두 포함하여 평가함

으로써 재해 저감을 위한 정책적 판단 근거를 

마련한다는 목적이 있다. 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효

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해취약지역을 분석하

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재해저감 대

책을 마련함으로써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수립시

에 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밝

히고 있다. 한편 위성영상을 이용한 분석은 지

표면의 토지이용과 건조환경, 지형 등으로 인한 

결과로 나타나는 열환경을 보여준다. 이처럼 고

온지역을 도출하기 위한 열 영상 분석과 취약지

역을 도출하기 위한 취약성 분석은 그 목적과 

초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위성영상을 이용한 열

환경 분석은 실제 지표면의 토지이용과 건조환

경으로 인한 고온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식별할 수 있고, 취약성 분석은 현재와 미래의 

기후적, 사회적 취약요소들이 반영된다. 따라서 

두 가지의 분석을 비교하고 중첩하여 그 결과를 

고찰함으로써 어떠한 요인이 취약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상호보완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분석방법 설정

1. 폭염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기후변화에 의한 재해취약지역을 고려하여 도

시계획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1년 도입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은 2015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개정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서 분석 결과를 반영하도록 법률적 기반이 마련

되었다.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에서 기

후변화 재해는 폭우, 폭염, 폭설, 가뭄, 강풍, 해

수면상승 등 6개의 재해로 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폭염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하였으

며,「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이하“지침”)을 바탕으로 집계구 

단위별로 분석하였다. 지침에서 폭염 재해는 현

재와 미래의 기후노출과 민감도로부터 각각 취

약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로부터 도시종합 재해

취약성을 도출하도록 하고 있다. 재해취약성분

석 구조를 바탕으로 적용한 폭염 재해의 지표는 

그림 2와 같다.

현재 기후노출 데이터는 부산지방기상청에서 

제공하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상관측자

료를 이용하여 대상지 기후 데이터를 추출하였

다. 대상지인 부산광역시에는 유인관측소(ASOS)

1개소와 무인관측소(AWS) 14개소가 있으며, 

인근 지역의 ASOS 2개소, AWS 6개소를 같이 

활용하여 공간보간법(IDW : Inverse Distance 

Weighted) 분석으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연

평균 열대야 일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부산시 

주례로 연평균 2.9일 발생하였으며, 가장 많은 

지역은 부산시 대연으로 연평균 25.6일 발생하

였다.

현재 도시민감도 자료는 건축물 대장과 KLIS 

데이터 및 해당지자체 요청자료를 사용하였다. 

잠재취약지역인 주거불량지역은 30년 이상의 

단독주택으로, 대상지역에는 235,832호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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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Variables of Present Vulnerability 

FIGURE 2. List of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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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Variables of Future Vulnerability

며, 이 중 부산진구에 28,876호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취약구성요소인 취약인구

와 독거노인수, 저소득층 인구수는 통계청 인구 

총조사(SGIS)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도로는 

KLIS를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단독주택 내 지

붕(콘크리트, 슬라브, 슬레이트) 데이터는 국토

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시스템을 활용하였으

며, 부산 원도심 지역(동구, 서구, 중구, 영도구)

을 중심으로 높은 취약등급이 분포하고 있었다. 

2018년 기준으로 구축된 현재취약성 데이터의 

분포현황은 그림 3과 같다.

미래 기후노출 자료는 기상청 기후변화정보센

터에서 제공하는 남한상세 RCP 8.5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나, 스케일의 문

제로 국토연구원 국가방재연구센터에서 구축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부산광역시는 최소 3.13

일, 최대 27.75일의 폭염과 최소 21.98일 최대 

48.22일의 열대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미래 도시민감도에서 최근 10년간 시가화지

역은 환경 공간정보서비스에서 구득 가능한 최

선의 시점인 2007년과 2014년 토지피복도 데

이터를 이용하여 건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의 

위치와 면적을 분석하였으며, 최근 10년간 증가

인구수는 통계청 인구 총조사(SGIS)의 과거 

2000년 인구와 현재 2010년 인구 자료를 바탕

으로 집계구별 인구증가수를 산정하여 분석지표

로 사용하였다. 개발사업진행·예정지구는 도시

개발과 관련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지

역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도시개발지구등 9개 

사업 지역 및 지구를 관련 부서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구축하였다. 대상지역에 구축한 미래취

약성 데이터의 분포현황은 그림 4와 같다.

2. 부산광역시 지표온도 분석

Landsat 위성은 1972년 Landsat 1의 발사

를 시작으로 2013년 Landsat 8이 발사되어 운

영 중이다. Landsat 8 위성의 다양한 관측 파

장 중에서 대기의 창 영역에 해당되는 11μ

m(Band 10) 자료를 이용하여 지표면 온도를 

산출할 수 있다(Jee et al., 2016). 16일에 1

회 관측되는 Landsat 8위성의 자료는 USGS의 

EarthExplorer(https://earthexplorer.usg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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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

상지를 중심으로 관측되는 path114/row36 영

역의 자료에 대하여 구름이 적고(10%이하) 폭

염에 영향을 주는 여름(7월, 8월) 기간을 설정

하여 2018년 7월 14일 낮시간(01:58 GMT)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지표면 온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Landsat 8 위성자료에서 복사에너지는 정량화

된 값(Qcal : Digital Number)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위성의 밴드특성을 이용하여 복사에너지

를 변환한다. 식 1과 같은 선형회귀식을 이용하

여 실제 복사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USGS, 

2015).

                       (1)

여기서 는 센서에 도달하는 스펙트럼 복사량, 

는 해당밴드에 대한 Radiance multiplicative

scaling factor, 은 해당 화소의 DN, 은 

해당밴드에 대한 Radiance additive scaling 

factor를 의미한다. 식 1을 통하여 계산된 복사

에너지를 이용하여 밝기온도를 계산할 수 있으

며, Landsat 8의 해당 센서에 대해 보정된 식 

2를 활용한다. 

 
ln 





                    (2)

여기서 는 밝기온도이고, 계수 과 

는 Landsat 8 센서의 적외선 밴드에 대한 보정

계수로, 밴드 10과 밴드 11의 경우 각각 

774.89와 121.08 그리고 480.89와 1201.14

이다(Mattew et al., 2014). 밴드 11은 밴드 

10보다 대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온도가 다소 낮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다(Park 

and Cho, 2016; Kim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밴드 10을 이용하였다.

지표면 온도는 밝기온도()와 밴드 4와 

밴드 5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 정규식생지수

(NDVI :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를 이용하여 계산된 지표면 방출률(ε)

을 이용하여 식 3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다.

 
                          (3)

그림 5는 대상지역의 Landsat 8 위성영상 

원본(a)과 지표면 온도에 사용된 밴드 10의 영

상(b)으로, 부산을 포함한 남해일부 및 일본의 

대마도까지 포함하고 있다. 

FIGURE 5. Image of Landsat 8 Satellite 

폭염 재해취약지역의 특성 분석

1. 폭염 기후변화 재해취약 지역의 특성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그림 6)에서는 폭

염재해에 대한 도시종합 재해취약성을 도출할 

때 현재취약성과 미래취약성을 분석하고, 이후 

현장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통해 최종 

확정된 재해취약성을 도출하도록 되어있다. 그

러나 본 연구의 대상지인 부산광역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아직 폭염에 대한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하지 않은 지역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

사 및 의견수렴 이전단계인 현재와 미래 취약성 

분석결과로부터 도시종합 재해취약성을 도출하

는 것까지를 범위로 하였다.

현재 취약성은 현재 기후노출 등급(Ⅰ~Ⅳ)과 

현재 도시민감도 등급(Ⅰ~Ⅳ)에 대한 매트릭스 

매칭을 통해 현재 재해취약지역(Ⅰ, Ⅱ등급) 등

급을 도출한다. 폭염재해에 매우 취약한 Ⅰ등급 

지역은 전체면적 대비 1.5% 수준으로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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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tructure of the vulnerability analysis

(edited based on Kim et al.(2014))

동래구, 부산진구, 연제구 등 시가화가 진행된 6

개 구군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였으며, 취약한 Ⅱ

등급은 영도구와 사하구를 제외한 지역에 다양

하고 넓게(33.8%)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미래 취약성은 최근 10년간 증가인구수, 최

근 10년간 시가화·건조지역, 도시개발 관련 개

발예정지구의 표준화지수 평균을 산출하여 미래 

도시민감도 점수를 도출한다. 미래 도시민감도 

분석결과 동래구 일대에 Ⅰ등급 지역이 가장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금정구와 연제구에 취약한(Ⅱ등

급) 지역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래 재해취

약지역(Ⅰ, Ⅱ등급)은 전체 면적대비 5.2% 수준

으로 매우 적은 지역에 나타났다(표 2, 그림 7, 

8 참고).  

Grade Location
Area 
(㎢)

Per.
(%)

Count

Ⅰ
4 Gu : Gangse-Gu, 

Geumjung-Gu, Sasang-Gu, 
etc.

11.4 1.5 108

Ⅱ
11 Gu : Gangse-Gu, 

Geumjung-Gu, Dong-Gu, 
etc.

264.8 33.8 2,013

Ⅲ - 366.1 46.7 3,494

Ⅳ - 141.8 18.1 1,307

total - 784.0 100.0 6,922

TABLE 2. Result of Present Vulnerability

FIGURE 7. Result of Present Vulnerability

FIGURE 8. Result of Future Vulnerability 

폭염 종합재해취약성은 현재 재해취약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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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미래 취약성 분석결과를 중첩하여 작성

하되 둘 중 높은 등급을 반영하여 도출한다. 앞

서 현재와 미래의 재해취약성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미래 재해취약성에서 재해취약지역

(Ⅰ, Ⅱ등급)이 적은 관계로 종합재해취약성 결

과도 현재취약성과 유사하게 나타났다(표 3, 그

림 9). 폭염에 취약한 지역은 강서구의 일부 지

역을 제외하고  현재 기후노출에 의해 등급이 

높게 나타난 지역과 유사한 분포 패턴을 나타냈

다. 즉, 연평균 일 최고기온 33℃이상 일수와 

연평균 열대야가 많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시가

화가 진행된 지역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가화 지역은 아니지만 취약 등급이 높게 나타

난 강서구 일부지역은 공항에 의한 영향으로 판

단되며, 시가화 지역이면서 취약 등급이 낮은 

지역은 바다에 접한 지역으로 현재기후노출이 

낮은 영향으로 판단된다.   

Grade Location
Area 
(㎢)

Per. 
(%)

Count

Ⅰ
4 Gu : Dongrae-Gu, 

Geumjung-Gu, Yumjea-GU, 
etc.

15.8 2.0 520

Ⅱ
14 Gu : Gangse-Gu, 

Dongrae-Gu, Busanjin-Gu, etc.
25.1 3.2 308

Ⅲ - 106.5 13.6 1,350

Ⅳ - 636.6 81.2 4,744

total - 784.0 100.0 6,922

TABLE 3. Result of Future Vulnerability

FIGURE 9. Total Disaster Vulnerability

grade location
Area 
(㎢)

Per. 
(%)

Count

Ⅰ
9 Gu : Gangse-Gu, 

Geumjung-Gu, 
Dongrae-Gu, etc.

12.3 1.6 172

Ⅱ
14 Gu : Gangse-Gu, 

Geumjung-Gu, 
Busanjin-Gu, etc.

280.6 35.8 2,462

Ⅲ - 384.6 49.1 3,436

Ⅳ - 106.5 13.6 852

total - 784.0 100.0 6,922

TABLE 4. Result of Total Disaster  

Vulnerability

  

                                    

2. 지표온도에 의한 취약지역 특성

Landsat 8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도출한 대상

지의 지표면 온도는 그림 10과 같다. 지표면온

도의 분포를 구군별로 살펴보면 서측의 사상구

와 사하구 지역 및 강서구 남쪽지역의 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만 및 컨테이너부두

가 있는 남구와 동구일대가 높게 나타났다. 지

리적 특성에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바다와 인

접한 지역과 녹지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지표

면 온도가 낮은 것으로 관측되었으나 바다와 인

접해 있더라도 항만지역은 높은 온도로 나타났

다. 이는 선행연구(Ahn et al. 2012)에서도 관

측된 것으로 항만지역의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10. Land Surfac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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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Land Use in Study Area

대상지역의 용도지역도(그림 11)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주‧상‧공업지역이 위치하는 시가화지역

의 온도가 높고, 산림과 녹지지역의 온도가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상구의 사상공단과 

사하구의 장림공단, 강서구 녹산공단 등 용도지

역상 공업지역으로 공장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

에서 지표온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지역과 녹지지역은 전반적으로 낮은 지표온

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강서구의 일부 녹지 지

역에서 높은 지표온도가 관측되었다. 이는 대상

지역이 용도지역상은 녹지지역이나, 토지피복이 

시가화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김해공항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중첩분석을 통한 취약지역 특성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과 지표온도 분석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위험한 부분을 도출하기 위

하여 중첩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지표온

도가 높은 지역이 재해취약성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실질적으로 고온의 지표온

도지역과 폭염취약성 요인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지표온도를 종속변수

로, 재해취약성 분석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을 독

립변수로 설정하여 OLS분석을 수행한 결과 변

수들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값이 0.16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표온도가 높은 지

역은 위성영상을 분석하여 도출한 결과이지만, 

폭염 재해취약성 분석결과는 사회적․인문적 요인

과 현재와 미래에 대한 기후노출을 반영하는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

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분석에서 모두 높

게 나타나는 지역은 폭염에 취약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재해취약성분석에

서 사용되는 분석 단위인 집계구단위로 지표온

도 분석결과를 일치시킨 후, 지표온도의 등급 

또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에서 등급 분류에 

사용되는 Jenks의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4등

급으로 분류하였다(그림 12). 

FIGURE 12. 4 Grades of Land Surface Temperature

재해취약성 분석에서는 Ⅰ등급 또는 Ⅱ등급인 

지역을“재해취약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두 분석 모두에서 Ⅰ등급 

또는 Ⅱ등급으로 나타난 지역(Grade Ⅱ)을 도

출하였다(그림 13). 공간단위와 분류 단위를 일

치시킨 중첩분석을 통하여 폭염 취약지역의 특

성을 살펴본 결과, 재해취약성과 지표온도 모두 

높은 지역은 용도지역상(그림 11) 주거와 상업, 

공업용도로 사용되는 내륙지역의 시가화지역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동구를 제외한 해안지

역은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나타난 낮은 등급의 

영향을 받아 위험도가 낮았다. 동구의 경우 현

재기후노출의 변수 중에서 취약인구계층(v4)과 

단독주택 내 지붕(v6)의 분포가 매우 높게 나

타남으로써, 중첩분석결과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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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Land Use Count (%) Characteristics

Grade Ⅰ

Residential 137 (71.7%)
- High proportion of commercial and semi-residential areas 
- Residential area: Geumjung-Gu, Dongrae-Gu, Busanjin-Gu
- Need to expand green areas for heat prevention

Business 22 (11.5%)

Industrial 2 ( 1.0%)

Etc. 30 (15.7%)

Grade Ⅱ

Residential 3,789 (67.9%)
- An inland urbanization areas.
- Low vulnerability in coastal areas.
- Major causes of vulnerability: population(v4) and detached houses(v6)

Business 487 ( 8.7%)

Industrial 13 ( 2.4%)

Etc. 1,168 (20.9%)

TABLE 5. Characteristics of Overlay Analysis: Grade Ⅰ & Grade Ⅱ

FIGURE 13. Overlay Analysis : Grade Ⅱ

   

FIGURE 14. Overlay Analysis : Grade Ⅰ

것으로 나타났다. 

두 분석 결과에서 모두 Ⅰ등급으로 나타난 지

역은 열 환경과 폭염 취약성 모두에서 가장 취

약한 지역(Grade Ⅰ)으로 볼 수 있으며, 금정

구와 동래구, 부산진구 일부에 분포한다(그림 

14). 용도지역과 중첩해본 결과 대부분 높은 밀

도로 개발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온도가 높게 나타났

던 공업지역은 기후노출과 민감도가 반영된 재

해취약성 분석 결과의 낮은 등급으로 인하여, 

중첩했을 때 Ⅰ등급 지역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상업 및 주거지 비율이 높은 Ⅰ등급지역인 금

정구의 서동과 부곡동, 동래구의 복산동과 온천

동, 부산진구의 개금동 일원은 재해취약성 분석

에서 연평균 일최고기온 33℃이상 일수와 연평

균 열대야(일최저기온 25℃ 이상) 일수가 높고 

폭염에 취약한 인구가 많으며, 주거불량지역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 지역이다. 따라서 열대야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에 높은 지표온도에 의한 

폭염피해 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확충이 우선적

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선행연구

(Kim et al., 2018)에서 도심의 녹지가 상업지

역보다 주거지역에서 냉각효과의 강도와 범위가 

큰 것으로 제시된 바 있다. 또한 폭염에 의한 

인명피해의 방지차원에서 주거지 비율이 높은 

해당지역 일원을 중심으로 주택개량과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해당 주민의 자발성이 

있는 주택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개량자금 

융자제도 개선, 주택역모기지상품 도입과 같은 

제도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폭염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지원 사업의 확대

도 중요하지만, 취약지역마다 다르게 존재하는 

재해취약 원인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고려한 

맞춤형 방재대책의 도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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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폭염취약지역의 인공위성 열 영상

과 취약성 분석결과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중첩

하여 그 지역이 갖는 공간적 특성과 관련하여 

취약 원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도시의 열 환

경을 분석하는 데 효과적인 위성영상과 한 지역

의 기후 및 사회적 민감도를 변수로 포함하는 

취약성 분석의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

다. 그러나 고온지역을 추출하여 토지이용을 살

펴보고 그 지역의 취약성분석 결과와 중첩시켜 

살펴봄으로써 지역기반 데이터를 이용한 공간적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지의 위성영상을 통해 

항만이나 공업지역과 같이 지표온도를 높이는 

요인과 녹지와 바다처럼 열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취약성 분석

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빈발하는 시가화 지역의 

취약성을 확인하였고, 이를 열 영상과 중첩하여 

위험 등급에 따라 특성을 살펴본 결과, 상업 및 

주거지 비율이 높은 폭염 취약지역을 도출하였

다. 폭염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은 주로 폭염 

예·경보 시스템 구축이나 응급의료지원, 무더

위 쉼터와 같이 폭염발생기간에 적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 적용되어 왔으나, 도시의 건조 환경 

개선이나 도시계획제도를 통한 중장기적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 도시의 기후조건이나 지

형특성은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이지만 도시 밀도

나 녹화 공간, 포장도로와 오픈스페이스, 건축재

료, 건물 및 공간의 활용 등은 도시 계획과 의사

결정과정에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요인이다.

폭염에 대한 취약성은 지역과 공간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폭염 저감이나 적응 대책에 있어서도 

지역 기반의 다양한 요인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기후변화와 도시환경의 영향으로 폭염의 위험성

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폭염 취약지역의 공간

적 특성을 확인하고 지역기반의 취약요인 분석 

및 진단을 통해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에 대한 폭염 위험도 및 

대처방안을 일반적으로 서술하였으나, 폭염 취

약성 분석 결과에 대하여 더욱  미시적으로 접

근하여 지역 하나하나에 대한 검토가 동반된다

면 지역 방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지표온도를 산출하

는 과정에서 한 해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는 한

계가 있는데, 다수 년도의 열영상을 활용한다면 

더욱 정확하고 시계열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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