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소확행 릴레이 세미나

대구광역시

폭염발생 및 피해특성으로 살펴본
정책적 함의
권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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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기상
1.1 폭염 일수
- 기상자료개방포털의 ‘기후통계분석＇을 이용하여 전국 평균 및 대구시의 7년간(2012~2018) 폭염일 수를 비교, 분석함

전국에 비해 많은 편
▪ 연평균 폭염일수는 대구가 전국 대비 약 16일 정도 많음
▪ 전국과 대구시의 폭염일이 가장 많았던 해가 서로 다르게 나타남
▪ 전국 2018년(31.5일), 대구: 2013년(54일)
[7년간 전국 및 대구시 폭염일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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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기상
1.2. 폭염 지속일수
- 기상자료개방포털의 ‘기후통계분석＇을 이용하여 전국 평균 및 대구시의 7년간(2012~2018) 폭염일 수를 비교, 분석함

불규칙적으로 뚜렷한 추세 없음
▪ 7년간 대구시 폭염 지속일수의 증가 추세는 뚜렷하지 않음
▪ 대구시의 연평균 폭염 지속일수는 14.1일로 나타남
▪ 폭염 지속일수는 2018년에 26일로 가장 길었음
[7년간 대구시 폭염 지속일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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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열환경
2.1. 구군별 (산림지역 포함)
- 최근 5년간 LANDSAT 위성자료를 토대로 한 평균 열분포 작성

산업단지가 집중된 서구가 가장 열환경에 취약
▪ 열환경 취약지역 1위는 서구, 2위 중구, 3위 달서구, 4위 북구, 4위 남구 순임
▪ 서구에 서대구 일반산업단지, 염색 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집중입지
[5년 대구 열분포도]

[평일 일최고기온 순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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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열환경
2.2. 산림지역 제외 시
- 최근 5년간 LANDSAT 위성자료를 토대로 한 평균 열분포 작성

산림지역을 제외해도 서구가 가장 취약
▪ 주요 생활권인 시각화 지역, 나지, 농업지역에 대해 상세한 열분포를 관측하기 위해 생활권이 아닌 산림지역을
제외하여 열분포 특성 분석
▪ 서구, 중구, 달서구, 남구, 북구 순으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서구, 중구, 달서구는 산림과 관계없이 열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남
[5년 대구 열분포도]

[평일 일최고기온 순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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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열환경
2.3. 시계열 변화

열섬이 파편화되면서 도심 내 열환경은 개선 중
▪ 2000년~2018년까지 5월 말부터 9월까지를 대상으로 Landsat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해당연도에 운량이 가장
적은 영상을 선정하여 열분포도를 제작함
▪ 대구의 중구와 남구는 시간이 지나며 열의 밀집도가 파편화되어 흩어졌지만, 달서구와 서구, 북구에 걸쳐 들어서
있는 산업단지 인근으로 녹지조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이 집중되는 것을 확인함
▪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예현리에 산업단지 건설로 인해 열이 서서히 집중되다가 2015년대부터 열이 대폭
밀집되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달성군 다사읍 역시 산업단지 건설로 2015년 밀집도가 대폭 높아짐
[대구광역시 열분포도]

[상위 10% 열분포도]

파편화

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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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열환경
2.4. 열분포 시계열 변화 (산림지역 제외)

도심에서 열환경 개선 진행 중
▪ 산림지역을 제외한 시가화 지역, 나지, 농업지역에 대한 열분포도를 제작하여 상세한 열 집중 현상의 변화를 분석함
▪ 대구광역시는 산업단지, 유통단지를 중심으로 열이 밀집되어 있으며, 달서구 월성동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으로 고층
저밀도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점차 열이 분산되는 것으로 판단됨
▪ 중구와 남구는 시간이 지나며 열의 밀집도가 파편화되어 흩어졌으며, 동구의 공군기지 비행장에 열이 지속적으로
밀집됨
[대구광역시 열분포도]

[상위 10% 열분포도]

감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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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온열질환 사망
3.1. 사망자수 통계
- 통계청 및 질병관리본부의 온열질환사망 자료를 이용하여 17개 시도 및 8개 특,광역시의 7년간 온열질환사망자 수의
총합(비표준화)과 인구 백만명당 온열질환 사망자 수(표준화)를 비교함

전국보다 낮은 사망률 → 대구시민의 적응력 문제?
▪ 연평균 온열질환사망자 수는 전국 및 대구시 모두 통계청 자료에서 더 많음
▪ 대구시의 경우 두 자료 간 차이가 전국보다 크게 나타남
▪ 전국 및 대구시의 온열질환사망자 수는 증가 추세가 나타나지만, 전국과 비교하면 증가 추세가 약함
[대구시 온열질환사망자 수 변화]

[전국 온열질환사망자 수 변화]

통계간 격차가 더 큼 → 대구의 응급체계 보완 필요
[통계청 및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사망자 수 비교(2012~2018)]
구분

통계청(A)

질병관리본부(B)

차이(A/B)

전국

577명

17.7명

3.3배

대구

4.4명

0.7명

6.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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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온열질환 사망
3.2. 구군별, 시기별
- 통계청 온열질환사망자 자료를 이용하여 7년간 온열질환사망자 발생 특징을 상세분석함

동구와 서구에서 사망자 발생 비율이 높음 → 공단, 농촌지역이 많은 지역
▪ 전체 사망자 중 동구, 서구에서 사망자 발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사망자 발생 비율은 동구, 서구, 달서구, 북구, 남구, 중구, 달성군, 수성구 순
[대구시 시군구별 온열질환사망자 발생 비율(2012~2018)]

전국과 달리 대구시는 5월과 7월에 사망자 발생 비율이 높음 → 폭염대책의 이른 시행 필요
▪ 전국적으로는 사망자 발생 비율이 8월에 55.2%로 가장 높음
▪ 대구시의 경우 7월에 54.8%로 사망자 발생 비율이 높음
[월별 온열질환사망자 발생 비율(202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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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온열질환 사망
3.3. 연령대 및 성별
- 통계청 온열질환사망자 자료를 이용하여 7년간 온열질환사망자 발생 특징을 상세분석함

대구시는 50대가 주요 취약계층
▪ 전국은 80대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나, 대구는 80대뿐만 아니라 50대에서도 사망자가 높음
▪ 전국보다 10~20대, 40~60대의 온열질환 사망자 발생 비율이 높음
[연령별 온열질환사망자 발생 비율(2012~2018)]

남성이 여성보다 폭염에 취약한 경향, 대구 더욱 심함
▪ 전국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사망 발생 비율이 높음
▪ 대구시의 경우 전국보다 남성 사망자 비율이 10% 높음
[성별 온열질환 사망자 발생 비율(2012~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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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온열질환 사망
3.4. 직업군 및 발견장소
- 통계청 온열질환사망자 자료를 이용하여 7년간 온열질환사망자 발생 특징을 상세분석함

학생, 가사, 무직 비율이 높음
▪ 전국은 농림어업 종사자가 가장 높은 사망 발생 비율이 나타남
▪ 대구의 경우 단순노무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의 사망 발생 비율이 높음
[연령별 온열질환사망자 발생 비율(2012~2018)]

주거지와 산업 및 건설지역에서 주로 발견
▪ 상세불명 장소를 제외하면 전국적으로는 농장, 대구의 경우 주거지가 높게 나타남
[열노출장소별 온열질환사망자 발생 비율(2012~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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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온열질환 사망
3.5. 사망장소
- 통계청 온열질환사망자 자료를 이용하여 7년간 온열질환사망자 발생 특징을 상세분석함

주택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음 → 가정방문 또는 유선확인 필요
▪ 의료기관이 전국과 대구 모두 가장 높은 사망자 발생 비율이 나타남
▪ 대구의 경우 주택 내와 상업 및 서비스시설, 산업장에서의 사망 발생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적임
[사망장소별 온열질환사망자 발생 비율(2012~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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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온열질환
4.1. 연령대, 성별
-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자 자료를 이용하여 18년의 온열질환자 발생 특징을 상세분석함

사망률이 가장 50대에서 온열질환 발생 비율이 가장 적음 → 50대 맞춤형 대책 필요
▪ 전국 대비 대구는 60세 이상에서 온열질환자 발생 비율이 높음
▪ 전국의 빈번 발생 연령은 50대인 반면 대구시는 70대가 빈번하게 발생함
[2018년 연령별 온열질환자 발생 비율]

남성이 취약한 정도가 전국과 비슷
▪ 대구 온열질환자 성별 발생 특징은 전국과 거의 유사하게 타나남
[2018년 성별 온열질환자 발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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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온열질환
4.2. 직업군
-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자 자료를 이용하여 18년의 온열질환자 발생 특징을 상세분석함

직업이 없는 시민이 특히 취약, 노숙인은 양호→ 폭염 복지정책의 사각지대 존재
▪ 대구시는 전국 대비 무직, 주부, 군인의 환자 발생 비율이 높음
▪ 무직과 기타를 제외하고 전국의 경우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반면, 대구의 경우 주부
비율이 가장 높았음
[2018년 직업별 온열질환자 발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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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온열질환
4.3. 발생장소
-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자 자료를 이용하여 18년의 온열질환자 발생 특징을 상세분석함

생산현장보다 일상생활공간에서 다발
▪ 전국적으로 실외 작업장에서의 환자 발생 비율이 높음
▪ 대구의 경우 길가에서의 환자 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남
▪ 전국 대비 대구시는 길가, 주택 내, 주거지 주변 등에서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남
[2018년 사망장소별 온열질환자 발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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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무더위쉼터
5.1. 쉼터 지정 대상

대부분의 무더위 쉼터는 노인시설,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수가 적음
▪ 2020년 4월 기준, 전국 총 49,933개 무더위 쉼터가 지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노인시설로 나타남
▪ 대구광역시의 무더위쉼터는 노인시설의 비율이 전국 대비 낮음, 금융기관의 비율이 전국 대비 10배 높음
▪ 대구광역시 내 노인시설의 경우 479개소로 이는 8개 특광역시의 노인시설 중 2번째로 적은 수치임
[2020년 무더위쉼터 지정현황]
노인
시설

복지
회관

마을
회관

보건소

주민
센터

읍면동
사무소

종교
시설

금융
기관

기타

계

40.003

784

4.608

393

1.522

668

57

1.211

687

49.933

80.1%

1.6%

9.2%

0.8%

3.0%

1.3%

0.1%

2.4%

1.4%

100%

[2020년 대구광역시 무더위쉼터 지정현황]
노인
시설

복지
회관

마을
회관

보건소

주민
센터

읍면동
사무소

종교
시설

금융
기관

기타

계

479

27

0

14

146

12

1

245

72

996

48.1%

1.4%

0%

1.4%

14.7%

1.2%

0.1%

24.6%

7.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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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무더위쉼터
5.2. 타지자체 비교

인구대비 무더위쉼터의 수가 적음
▪ 대구광역시의 무더위쉼터 수는 996개소로 8개 특광역시 중 5번째로 적게 지정됨
▪ 대구광역시의 인구 십만명당 무더위쉼터 수는 41개소로 8개 광역시 중 4번째로 적게 지정됨
[무더위쉼터 수]

[인구대비 무더위쉼터 수]

▪ 대구광역시 무더위 쉼터 수는 17개 시, 도 중 6번째, 인구 십만명당 무더위쉼터 수는 4번째로 폭염일수에 비해 적게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인구대비 무더위쉼터 수]
[무더위쉼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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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구군별

구군별 대응수준 간의 불일치 (경제적 여건, 인구 구성 등)
▪ 인구대비 무더위 쉼터는 수성구가 가장 적음 → 수성구의 경제수준, 개별적으로 해결

▪ 남구는 고령인구 비율이 22.3%로 대구광역시 내에서 가장 많으나 무더위쉼터 수는 가장 적음
[무더위쉼터 수]

[인구대비 무더위쉼터 수]

[대구광역시 고령인구비율]
구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고령인구비율(%)

20.1

18.5

21.0

22.3

13.7

14.8

13.3

11.9

고령인구(명)

15,597

64,014

36,752

32,987

60,120

63,474

75,775

30,558

전체인구

77,421

345,469

175,277

148,113

437,710

428,614

568,887

256,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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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접근성

동구에서 노인인구의 접근성이 가장 낮음
[무더위쉼터 분포]

[고령인구 분포]

[접근불가 노인인구 분포]

[무더위쉼터 반경 밖 고령인구 분포]
*15분 거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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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사례연구
6.1. 대상지 효과분석

‘푸른대구가꾸기’사업이 추진된 중구를 사례지역으로 열 분포의 시공간적 변화를 분석
▪ 사업 전과 후의 열 분포에서 나타난 특성을 기반으로 토지피복 변화와 정량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비교함
▪ 사업 초기인 2001년대와 2015년대의 열 분포도를 차분하여 열 분포 증감이 뚜렷이 나타난 지역을 대상으로 각
시기에 카카오맵의 항공영상으로 변화를 확인함
▪ 정량적인 분석은 시간에 따른 열 분포의 패턴 분석을 위해 각 시기의 열 분포도를 등도수 분류 방법(10단계)을
사용함
[중구의 열분포도(2001년대와 2015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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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사례연구
6.1. 대상지 효과분석

‘푸른대구가꾸기’사업이 열의 분포 저감에 기여
▪ 열 집중 현상이 과거와 비교하여 낮아진 주요 지역은 (가) 성내3동, (나)반월당 지역임
[사례지역의 시점기준(2001년, 2005년) 차분된 열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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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사례연구
6.1. 대상지 효과분석

‘푸른대구가꾸기’사업이 열의 분포 저감에 기여
▪ (가)성내3동은 KT&G의 공장부지가 공원과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며 열 집중 현상이 완화됨
▪ (나)반월당은 사업 후 가로수와 옥상녹화가 열의 분포 저감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성내3동 내 열 집중 완화지역]

[반월당 내 열 집중 완화지역]

2008년

2008년

2015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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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사례연구
6.1. 대상지 효과분석

‘푸른대구가꾸기’사업이 열의 분포 저감에 기여
▪ 반대로 높아진 지역은 (다) 동인동 지역으로 학교 운동장이 나지에서 열을 흡수하는 인조잔디로 변경되어 열이
집중된 것으로 보임

[동인동 내 열 집중 증가지역]

2008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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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사례연구
6.1. 대상지 효과분석

‘푸른대구가꾸기’사업 초기보다 사업 후에 열 분포 면적이 감소
▪ 상위 10% 구간의 열 분포 면적이 사업초기인 2001년보다 사업 후인 2017년에 1.16km2의 열 분포 면적이
감소함
▪ 상위 20~30%에 해당되는 열의 면적은 오히려 더 증가하였지만, 하위 10~70%의 열 분포 면적은 변화가 없음

[대구시 전체 대비 사례지역 열 분포 면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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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사례연구
6.1. 대상지 효과분석

‘푸른대구가꾸기’사업 초기보다 사업 후에 열 분포 면적이 감소
▪ 사례지역의 열 분포 히스토그램은 중구 일 최고기온의 최솟값을 0, 최댓값을 100으로 지정하여 10개의 계급으로
분포된 면적을 나타냄
▪ 2001년도에는 중구 면적의 79.06%가 상위 20 ~ 40%의 높은 기온을 가지고 있음
▪ 2017년도에는 중구 면적의 77.41%가 전체 40 ~ 60% 영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1년과 2018년도 열 분포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 결과값]
계급

사업 전

사업 후

증감면적

0% ~ 10%

0.003

0.012

0.009

10% ~ 20%

0.014

0.021

0.007

20% ~ 30%

0.038

0.172

0.134

30% ~ 40%

0.054

0.876

0.822

40% ~ 50%

0.257

3.053

2.795

50% ~ 60%

1.061

2.430

1.369

60% ~ 70%

3.115

0.457

-2.658

70% ~ 80%

2.485

03056

-2.429

80% ~ 90%

0.056

0.006

-0.050

90% ~ 100%

0.001

0.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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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정책제언
7.1. 대구광역시 폭염의 시사점

대구 폭염기간은 타지역에 비해 길고 인명 피해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발생
▪ 연평균 폭염일수는 대구가 전국에 비해 16일 정도 많고, 7월에 사망자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음

온열로 인한 응급환자 통계의 경우 대구시의 위험도가 저평가
▪ 통계청과 질병관리본부의 온열질환 사망자 자료를 기준으로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음

폭염에 취약한 특정 시간과 공간이 존재
▪ 전국 대비 5월과 7월에 온열질환사망자 발생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적임

일반적으로 폭염에 취약한 계츨과 상이한 대구시 고유한 특징이 존재
▪ 전국 대비 10~20대, 40~60대의 온열질환사망자 발생률이 높고, 단순노무 종사자, 전문가, 서비스 업종이 높음

주택, 상업 등 도시 일상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다수
▪ 전국 대비 주택 내, 상업시설 그리고 산업장에서 사망 발생률이 높음

폭염취약계층 외에 일반 시민 피해에 대한 대처 필요
▪ 농촌, 공사현장보다는 도시 일상공간인 주택, 상업 등 도시 일상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다수임

도심을 중심으로 한 대구시 열환경 관리와 녹화사업의 확대 추진 필요
▪ 개발산업으로 인해 핫스팟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핫스팟 주변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녹화사업 추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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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정책적 제언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관리지역 지정
열환경 취약 지역에 대한 체계적 면적 관리 필요
▪ 폭염 발생 시 상기 지역에서의 인명피해는 물론, 인프라 훼손 및 생산 활동 차질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우려됨
▪ 열환경 취약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선 도시 계획적인 차원에서의 면적 대응이 필요함

열환경 취약 지역의 시가지방재지구 지정
▪ 현행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 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해 용도지구제도가 운영 중임
▪ 특히, 방재지구 중 하나인 시가지방재지구는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시설개선 등을 통해 재해 예방이
필요한 경우 지정이 가능함
▪ 열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시가지방재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지역맞춤형 보편적 폭염취약계층관리 강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관리의 사각지대 존재
▪ 대구시 온열질환에 노출된 계층은 상대적으로 폭염에 잘 적응할 것이라 기대되는 계층으로 이들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함
▪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농업 현장이 아닌 주택 내, 상업 및 서비스 시설 등 일반적인 경향에서 벗어남

관리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폭염대책의 보편화
▪ 폭염피해 예방 홍보 및 교육을 취약계층뿐만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고령자 중심의 무더위 쉼터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 개선과 시설 내 편의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해야함
▪ 쿨링포그, 수경시설 확대 설치 등 기존의 일반인 대상 폭염피해 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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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를 감안한 폭염대응 공공서비스의 균형적 공급
폭염대응 공공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존재
▪ 타 지역에 비해 폭염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무더위쉼터 수가 적고, 분포도 적절하지 않음

구군의 재정상태, 규정방침 등에 따라 대처 수준이 매우 상이
▪ 달성군은 무더위 쉼터 수가 많지만 노인시설 비중이 높은 반면, 수성구는 무더위쉼터 수는 적은 편이나 노인시설에
비해 일반인들의 이용이 자유로운 금융기관, 주민센터의 비중이 높음

폭염대응 공공서비스의 지역균형 추구 필요
▪ 지역 간 서비스 격차로 인한 갈등, 소외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대응 공공서비스의 지역균형을
모색해야함
▪ 단순한 폭염취약계층 또는 폭염저감시설의 숫자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닌 폭염취약계층, 열환경상태, 폭염저감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역균형을 이뤄야함

대구시 폭염대응 공공서비스 기초조사 수행
▪ 추후 쿨리포그, 클린로드, 옥사녹화 등의 폭염저감시설 설치 현황과 열환경 상태, 폭염취약계층의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역 간 폭염대응 공공서비스의 격차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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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데이터 기반 지자체 폭염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기초데이터를 통해 지역 폭염의 원인 및 영향에 대한 충분한 이해 가능
▪
▪
▪
▪

국가 폭염 기초데이터를 통해 대구시와 같은 한 지자체 내 열환경의 변화를 관찰하여 발전과정을 유추 가능함
열환경 관찰을 통해 각종 폭염저감사업의 정책적 효과는 물론,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폭염 원인을 판단함
온열질환자 통계를 통한 인명피해 현황 속에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과 공간을 파악할 수 있음
무더위쉼터와 폭염저감조치의 경우 그 자체로 폭염대응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폭염취약계층 또는
열환경취약지역 자료와 중첩을 통해 폭염대응 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확인할 수 있음

기본계획을 통해 폭염 가중 원인인 도시열섬현상의 체계적 관리 필요
▪ 기초데이터를 통해 파악한 지역 내 폭염의 원인과 영향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종합적인 대책 필요함
▪ 폭염을 가중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인 도시열섬현상을 체계적으로 저감,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함

대구시, 국가 폭염 기초데이터의 중요성과 활용성 재확인
▪ 대구시는 2020년에 “제2차 대구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함
▪ 계획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국가 폭염 기초데이터를 활영하여 최대한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함

기후변화 소확행 릴레이 세미나

07 정책제언
7.2. 정책적 제언

폭염정책효과 모니터링 체계 마련
국가 폭염 기초데이터는 단순 데이터에 불과, 의도적 가공과 분석 필수
▪ 국가 폭염 기초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단순 데이터로 이 자체만으로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어려움
▪ 국 폭염 기초데이터의 정책적 활용도를 얻기 위해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고자하는 등의 의도에 따른 가공과
분석과정이 필요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인 정책효과 모니터링 가능
▪ 폭염저감시설 설치, 폭염관리지정, 바람길 조성 등 폭염과리를 위한 각종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효과를 국가
기초데이터를 통해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정책 및 사업 전후 시점을 기준으로 한 인명피해 발생 및 온도변화 추이를 통해 정책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함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폭염대응 공공서비스의 지역불균형문제 해소
▪ 폭염 문제의 자체 해소는 물론,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현재 존재하는 폭염대응 공공서비스의 지역
불균형문제 또한 함께 해소

기후변화 소확행 릴레이 세미나

07 정책제언
7.2. 정책적 제언

산업화를 위한 폭염 특화 연구 및 실증시설 건립
데이터 기반의 폭염특화 정책 및 기술 개발 역량 집적 필요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생성, 집계되는 폭염 기초데이터를 활용 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더 전문적인 정책연구와
기술개발이 가능함
▪ 현재는 폭염 특화 연구 및 실증 기관들이 전국적으로 산재하여 시너지 효과 발휘에 한계임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폭염특화 정책 및 기술 개발 선도
▪ 폭염 특화 연구 및 기술실증 기관을 국가 차원에서 설립하여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폭염 피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신기술 개발, 실증을 기반으로 한 기술 인증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신규 산업분야 개척은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021 기후변화 소확행 릴레이세미나 – 지역차원의 폭염대응 과제 -

폭염완화와 열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의 대응
2021년 6월 10일
조항문 ‧ 이윤혜

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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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여름철 기온 및 폭염 추이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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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름철 기온 변화 (1967-2016년, 5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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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년 관측사상 최고기온 기록 (1908~2018)
45(℃)

45
111년간 날짜 별 최고 기온(7,8월) 7회 경신
1908~2017
2018

최고기온 (37℃ 이상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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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상청 기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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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년간 서울의 폭염일수 (1908~20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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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년간 서울의 폭염 지속일수(1908~2018)
폭염지속일

30

서울시 폭염지속일 10일 이상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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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017 평균(4.7일)

17

20
10

11

1919

1921

12

10

10

11

12

1945

1949

1988

14
10

11

2012

2016

10

0

출처 : 기상청 기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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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열대야 일수(1971-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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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열대야 지속일(1971~201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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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야지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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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상청 기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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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폭염과 열대야
2018년 서울시 폭염일수,

01. 서울의 여름철 기온과 폭염

34일

2018년 폭염지속일 22일

34일
3.7배

4.6배

22일

4.7일

9.0일
2018년

1908~2017
평
균

2018년 서울시 열대야 일수,

28일

1908~2017
평
균

2018년

2018년 열대야 지속일 26일

28일
3.1배

5.9배

4.4일

9.1일
1908~2017
평
균
출처 : 기상청 기후자료

26일

2018년

1908~2017
평
균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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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폭염과 자원소비증가
□ 8월 전력 소비량 증가

01. 서울의 여름철 기온과 폭염

□ 수돗물 소비량 증가

- 8월 가정용 전력 소비량 14% 증가 (2015년 대비)
- 업무용 전력소비량 5% 증가(10년 평균 대비)
- 지하철 전력 소비량 17% 증가 (10년 평균 대비)

- 서울시 전체 수돗물 소비량 1.5% 증가(7~8월)
- 가정용 수돗물 소비 증가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

전력소비량, 천MWh

1400
1300

3.4

가정용 전력소비량(천MWh)
2016년 소비량
2015년 소비량

1200
1100

14%
증가
10%
증가

1000
900

1일 수돗물 소비량, 백만㎥

1500

9500

지하철 전력소비량(천MWh)
2016년 소비량
2011-2015 평균

17%
2006-2015 평균 증가

120
110
100
90

전력소비량, 천MWh

전력소비량, 천MWh

1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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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170

140

3.2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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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7일이동평균(2016)
7일이동평균(2015)

3.3

3.0

800

160

1일 수돗물 소비량

9000
8500
8000

업무용 전력소비량(천MWh)
2016년 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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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15 평균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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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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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뜨거워지고 길어지는 서울의 여름

01. 서울의 여름철 기온과 폭염

01 점점 더 뜨거워지고 길어지는 서울의 여름 전망
현재기후값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

2001~2010년

2011~2040년

2041~2070년

2071~2100년

여름일수

121.8

126

142.7

146.2

열대야일수

8.2

17.9

41.9

72.0

폭염일수

11.1

22.0

38.6

73.4

구분

02_2018년 서울은 최고기온 39.6℃, 최장 열대야 지속일수(26일) 기록
역대 3번째 폭염일 수 : 1939년(47일), 1943년(43일), 2018년(35일)
역대 3번째 열대야일 수 : 1994년(36일), 2016년(32일), 2018년(29일)
03_서울 도심의 확장과 열환경 악화
시가화지역의 77%가 불투수층
서울시 시가화지역의 28%, 총면적의 약 17%를 건물이 차지
04_도시화의 결과로 서울의 열환경이 악화
도시화로 도시열섬현상 촉진
도시화에 따른 도시열환경 악화는 폭염 가중과 열대야 장기화를 초래

출처 : 기상청 기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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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과 인명피해

01. 서울의 여름철 기온과 폭염

u 폭염, 사망에 이르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기상재해
- 1995년 미국 시카고에서 발생한 폭염으로 700여 명이 사망
- 2003년 유럽에서 발생한 극심한 폭염으로 2만여 명이 사망하는 피해 발생
- 1994년 폭염으로 서울에서는 738명이 초과사망

u 폭염에 의한 초과사망자 수는 일반적인 기상재해에 따른 사망자 수의 2배 이상
-

기온이 29.9℃ 이상에서 1℃ 오르면 사망자는 3% 증가하고,
7일 이상 폭염이 이어지면 사망자가 9% 증가
폭염에 의한 연령별 사망자 수는 40대부터 급증하여 60대 이상 고령자가 전체의 58.7%를 차지
폭염 시 서울 기온이 1℃ 오르면 사망률이 16% 증가, 부산은 0.04% 증가

u 2018년 서울시 온열질환자 수는 2017년 대비 서울은 5.8배 증가
- 2018년 전국 온열질환자 수는 4,458명, 2017년에는 1,566명
- 같은 기간 서울시 온열질환자 수는 613명, 2017년에는 106명

서울

전국

4,356

온열질환자 발생
전국 온열환자수

1,600

4,000

서울 온열환자수

13.9%

서울/전국 비율
1,200

800

전국

10

50

8

40

6

30

온열사망자 수
48명

전국 온열사망자 수
서울 온열사망자 수

3,000
7.9%

7.3%

2,000

6.8%

1,000

3.6%

1

41

50

606
4

1,566

4.8%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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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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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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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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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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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 토쿄의 열섬 대응

동경도의 폭염 대응

03. 해외도시 폭염 대응 사례

동경도 : 열섬대응방침 책정과 시행 (2003.3)
1.

동경도 열섬 대책의 기본 방향

① 환경을 배려한 도시 조성

• 열섬 악화방지 및 완화
지역특성에 따른 대책의 추진 : 자연환경, 건물, 기후 등

• 도시차원과 지역차원에 맞춘 대책 추진
도시차원 : 도시기후의 완화 (대규모 녹지조성, 바람길 확보)
지역차원 : 생활권 열환경 개선 (투수성포장, 나무심기 등)
개별건축물 대책 : 열 저장과 방출 최소화, 녹지확보

② 종합적 시책의 전개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연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추진
원인

대책

대류현열

지표면

증가

인공화

증발잠열

녹지·수면

감소

감소

인공현열

인공배열

증가

증가

포장면(도로, 식지) 온도상승 억제, 건물외장 개선, 가로수 그늘 조성

녹지 증가(공원정비, 식재 및 옥상 녹화, 개발규제), 수면 증가
배열의 억제 : 에너지 효율 향상, 도시 배열 이용,
열수요의 억제 : 건물 에너지 절약, 자연 에너지 이용, 자동차의 연비 향상, 주행량 감축
탁월풍의 활용

기류교환(바람 활용)

건물 주변 통풍 확보
규모 있는 녹지와 수면 조성, 연속성 확보
12

동경도의 폭염 대응

03. 해외도시 폭염 대응 사례

2. 공공부문 열섬대책 세부내용 (공공)

3. 민간협력

4. 관련 조사 연구

도로 대책 ~ 시원한 길 만들기

가이드라인의 작성과 보급

(필수 조사연구 5가지)

•시원한 도로포장의 시공 : 보수성 포장, 차열성 포장
•나무그늘이 있는 상쾌한 길 : 수관이 큰 가로수 확대, 가로수 주변
투수포장,
•하수 재생수의 살수

•열환경 지도 제공
•대책 기술 정보
•지역 유형별 대책 메뉴

공원의 대책 ~ 쿨스팟 만들기

•녹지와 건물 배치
•녹지의 연속성 확보
•에너지 절약
•건축 자재 선정
•개보수 대책

•공원 확대로 도시 냉각 : 녹지 확대, 해변과 녹지 네트워크
•도시냉각 기능 강화 : 포장면 개선, 교목 식재, 보수성 향상

하천, 운하의 대책 ~ 바람을 인도하고 물을 활용하기
•수면의 확보와 조성 : 수면 기능 보전, 유지용수 확보
•하천의 호안 녹화

도시 개발

건축물 환경 계획서 제도

• 실태 조사
각종 공간 스케일에서의 열환경 실태 조사
발생 메커니즘의 해명 등 기상적인
관점에서의 조사연구

• 원인 조사
지표면의 인공화 진행과 인공 배열의 증가 등
열섬 현상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조사연구

• 억제 대책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자연 에너지의 이용

옥상 녹화·보수성 포장·건물의 피복소재 등
개별 억제 대책의 기술 향상과 그 대책의
효과 파악에 관한 조사연구

인공 배열 대책

• 영향 조사

•청사 신축 : 자연 에너지이용, 인공배열 최소화, 외벽녹화
•도영(都營) 주택 : 옥상단열, 냉방부하저감, 투수성 포장

•지표면 녹화
•에너지 절약
•자연 에너지의 활용

열섬 현상의 진행과 에너지 소비의 증대,
열사병의 증가 등의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시가지 정비 대책 ~ 민관 협동

옥상 녹화

•도시정비 및 개발 : 민관 협력의 종합적인 열섬 대책
•행정 측 : 보수성 포장, 도로 살수, 도로 녹화, 광장 녹화 등
•민간 측 : 부지 내 녹화, 건물의 에너지 절약 대책 등

• 지상 20%, 옥상 20% 의무화
(민간 1000, 공공 250㎡ 이상)

제 대책의 실시량과 열섬 현상의 완화(기온
저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에
관한 연구

묘목 생산 및 공급

•세제 혜택(상속세, 재산세)
•옥상 녹화 융자·지원
•우수 사례 표창
•기술 적용 장소 제공
•기술 카탈로그의 보급

건물의 녹화 대책 – 녹색이 풍부한 도시 공간
•옥상녹화 확대 : 신축 청사 옥상면적의 20% 이상 녹화,
•‘공공 건축물의 옥상 녹화 가이드’ 적용

건물의 인공 배열저감 ~ 열·환경 부하가 적은 건물

•도시 녹화를 위한 묘목 생산 및 공급

•시뮬레이션

인센티브

참고 : 일본 국토교통성
열섬 현상 대책 대강 제정(2004)
국토교통성 열섬포털 운영(2013)
열섬 추진대책 관련 종합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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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도의 폭염 대응
동경도의 열환경 모니터링

03. 해외도시 폭염 대응 사례

동경도의 열섬 대책 가이드라인 사용순서

§ 관측망 구성 : 2002년, 120개소, 기온, 바람 등 실시간 관측
§ 관측 밀도 향상으로 지역별 열섬 현상의 상세 현황도 작성
§ 연구기관: 토쿄도환경과학연구소, 동경 도립 대학(현:수도 대학 도쿄)

출처: 도쿄도(2003), 열섬 대책 가이드라인
14

03_ 서울도시주택공사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

열환경 개선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 적용

가이드라인 추진 개요

04. 서울도시주택공사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

열환경 개선을 위해 기 수립된 SH형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SH형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

SH형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보고서)

SH형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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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소개

04. 서울도시주택공사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구성 체계

18

가이드라인 소개

04. 서울도시주택공사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중점검토 항목 및 주요 계획부문 도출

중점검토
항목선정

19

가이드라인 소개

04. 서울도시주택공사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주요 세부 조성 기술

20

가이드라인 소개

04. 서울도시주택공사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적용 공간배치계획(예시)

21

열환경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적용계획

04. 서울도시주택공사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

적용 세부계획(안)
적용방법 (예시)

✜ 열환경 분야 기법/기술 적용 검토를 위해,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는 등 관련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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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_ 폭염 대응을 위한 지역의 정책 방향

폭염대응 지역사업의 지향점
취약자의 생명을 지키는 정책
도시열섬완화대책(장기)

05. 폭염 대응을 위한 지역의 정책 방향

취약자의 생명을 지키고 시민의 일상생활을 지키는 정책
도시열섬완화대책(장기) + 폭염대책(단기)

공공자원 활용형 사업

공공자원을 포함한 민간자원도 활용

폭염특보만 받는 피동적 시민

폭염 시 스스로를 지키는 능동적 시민

정부 정책과 구호시스템에 의존

지역특성에 맞는 폭염 대응 전략 마련

ü 폭염은 갈수록 빈번하고 강해질 전망이며, 특히 도시는 열섬현상과 중첩으로 더 큰 피해가 우려됨
ü 심화된 폭염은 취약자는 물론이고 모든 시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임
ü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민도 스스로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ü 도시에서는 폭염대책과 열섬완화대책을 함께 시행해야 효과적임

24

지역의 폭염 대응 사업의 지향점
취약계층 보호
§
§
§

05. 폭염 대응을 위한 지역의 정책 방향

도시열섬완화

건강 관리
물품지원
무더위쉼터 지정 등

§
§
§

도시구조변경
인공배열감축
태양복사열 감축/
물순환 강화

폭염대책
§
§
§

인공냉각구역 확충
시민참여 확대
폭염대응 기반구축

폭염 대응 중점 사업 방향
기존 사업 개선
취약계층 보호와
도시열섬완화 등
기존 사업 보완 확대
폭염시 공공기관 출입 차
량 2부제, 취약계층
전력요금 인하 등

인공냉각구역 확충

시민참여 확대

폭염 대응
기반 구축

여름철 시민의
이동편의 제공

시민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이웃 시민을 위해
자산 공유

뚜렷한 열섬, 지역
간 큰 기온 차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독자적 폭염 대응
기반구축

지하보도 이용, 대로변 어닝
펼치기, 정부 제공 시민행동
요령 숙지 등

자체 폭염특보, 서울시
미기후예측시스템, 기상캐스
터･지역 네트워크 등

쿨링 포그, 도로 물 분사,
천막, 폭염대피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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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과 열섬의 중첩을 고려한 도시 차원의 대응

05. 폭염 대응을 위한 지역의 정책 방향

열섬+폭염+냉각구역을 고려하여 대응
폭염대책 : 보행자에게 서늘한 이동공간 제공

열섬 대책이 없는 도시
기
온

폭
염

열섬 대책이 있는 도시

여
름

열섬 대책이 없는 도시

평

상

열섬 대책이 있는 도시

여
름

교외

도심

교외

그림 활용 : Downto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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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지 중점 추진사업 제안

05. 폭염 대응을 위한 지역의 정책 방향

1. 쿨링 포그 설치
2. 시원한 가로수 길 조성
3.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
4. 그늘막 설치 및 상점 차양 펼치기

대구 쿨링포그(http://blog.naver.
com/daegu_news/220039651540

아산생태공원

횡단보도 그늘막(http://blog.naver.
com/shadesun/220976843353)

대로변 상가 어닝
(http://blog.daum.net/sam01000)

5. 폭염대피소 확충 및 환경 개선
6. 남녀노소 양산 쓰기 캠페인
7. 취약계층 주거 및 근무환경개선
8. 클린 로드 설치 및 도로물청소 강화
9. IT 기술과 긴밀한 공동체 형성으로 안전 확보
10. 열환경 개선 전략 마련

대구인터넷뉴스, dginews.co.kr, 2013.04.08

chosun.com,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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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응 중점 추진사업 제안

05. 폭염 대응을 위한 지역의 정책 방향

1. 쿨링 포그 설치
□ 쿨링 포그 시스템 : 안개를 분사하여 기화열로 공기 냉각
※ 냉각 효과 : 분무를 하지 않는 주변지역보다 2~5℃ 하강

□ 구성요소 : 펌프, 분무노즐, 노즐 바, 노즐 In Out, 고압배선, 필터,
PE 물탱크, 제어판 등
□ 설치사례 : 미국과 일본의 쿨링 존,
대구시, 수원시 등 국내 도시의 공원과 시장 등
□ 설치지점

대구 쿨링포그(http://blog.naver.
com/daegu_news/220039651540

- 설치지점 : 버스정류장, 근린공원 , 지하철 환승 주차장 등
수원역 버스정류장 리텍에프이에스

□ 설치 주안점
- 도로굴착이 없고 유지관리 주체가 명확하도록 수도관 대신 물탱크 사용

대구시 중구 대봉동_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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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응 중점 추진사업 제안

05. 폭염 대응을 위한 지역의 정책 방향

2. 시원한 가로수 길 조성
□ 필요성
- 서울시민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장소
보도, 시내중심가, 버스정류장 등 모두 도로임

- 서울시민이 원하는 서울시대응사업 1순위가 그늘확충
1순위인 전기요금은 서울시 업무가 아님

□ 가로수 관리 체계 구축
- 가지치기에 대한 기준 마련(강전정 금지)
- 가로수 주변 토양 환경개선
투수성 포장, 물뿌리기, 시비, 객토, 멀칭 등
- 가로수 훼손 금지 및 신고포상제 도입
- 시민참여 가로수 관리 사업 추진
가로수 지킴이(가칭), 자원봉사 실적 인증
가로수 육아일기 경진대회 emd

□ 가로수 식재 확대
-

가로수 식재 대상 지역 전수조사
녹음이 풍부한 수종 식재
가로수 식재 장소의 토양환경 개질
상인과의 이해관계 조율

□ 벽면녹화 확대
- 벽면녹화 계획 수립
- 걷고싶은거리 등 테마 거리 조성
아름다운거리, 향기로운 거리, 치유의 거리 등
도시미관 향상, 관광명소화
화훼류, 초본류, 덩굴식물 등 장소특성 고려
서울시-자치구-상인 협력사업으로 추진

- 공공 시설의 벽면 녹화 우선 추진
방음벽, 옹벽, 담장, 공공건물 외벽

- 관수시설 및 쿨링포그 등 융복합 설비 도입

, 사진: 한국도시숲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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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응 중점 추진사업 제안

05. 폭염 대응을 위한 지역의 정책 방향

3.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
□ 필요성

버스 정류장 쿨링포그

- 버스중앙차선 정류장의경우 폭염시 도로 열기와
자동차 열기, 직사광선으로 인해 더위에 취약한 공간
- 기존 버스정류장 지붕 길이로는 버스 이용 승객에게
충분한 그늘 확보 어려움

□ 버스정류장 지붕 연장 설치
- 여름철 낮 시간대에 그늘을 만들어 줌
- 비오는 날 우산 이용으로 혼잡도 가중 예방 및
승하차 편의 제고

□ 기타 환경개선 사항
- 쿨링포그 설치
- 가로수 식재

수원역 버스정류장_ 사진출처 : 리텍에프이에스

버스 정류장 지붕 연장 설치

30

폭염대응 중점 추진사업 제안

05. 폭염 대응을 위한 지역의 정책 방향

4. 그늘막 설치 및 상점 차양 펼치기
횡단보도 그늘막

□ 그늘막 : 그늘이 없는 곳에서 보행자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설비.
비를 피하는 장소로도 사용 가능
※ 바람이 잘 통하는 차양은 평균 9℃ 냉각효과 발휘
(이춘석･류남형, 한국조경학회지, 2012)

§

구성요소 : 원단, 살대, 포스트, 플레이트 등

§

설치지점 : 그늘이 없는 주요 횡당보도 또는 횡단보도의 교통섬

§

설치 주안점
- 자치구가 설치관리(서울시 설치비 일부 보조)
- 자치구가 보유한 행사천막도 그늘막으로 사용 가능
(http://blog.naver.com/shadesun/220976843353)

대로변 상가 어닝

□ 대로변 상점 차양 펼치기
- 상점 등이 설치한 어닝(차양)을 이용하여 보행자에게 그늘 제공
* 바람이 잘 통하는 차양은 평균 9℃ 냉각효과 발휘
(이춘석･류남형, 한국조경학회지, 2012)
- 소나기가 내릴 때는 보행자에게 비를 피하는 장소로도 활용 가능

§

차양 펼치기 운동 전개
- 도로변 상점들에게 여름철에 어닝을 펼치도록 권장
- 버스정류장 주변, 가로수 그늘이 빈약한 도로변이 주요 대상

§

차양 보급
- 간판정비사업을 모델 삼아 차양 보급 사업추진

(http://blog.daum.net/sam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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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염대피소 확충 및 환경 개선
□ 필요성
- 취약자를 위한 “무더위 쉼터”는 운영하나 일반인을 위한 폭염대피소는 부재
- 취약자도 다른 연령, 비좁은 공간, 눈치 등을 이유로 “무더위 쉼터” 이용 기피경우가 많음
- 일반인이 많이 찾는 음식점/카페, 쇼핑몰, 상가 등은 비용을 지불해야 이용 가능

□ 일반인 폭염대피소로 적합한 곳
- 공공기관 : 정부청사, 시청, 구청, 동사무소, 정부투자 출연기관 등
- 다중이용시설 : 지하철역사, 터미널, 은행, 도서관, 박물관 등

□ 확보 주안점
-

마음 편히 출입하고 쉬 수 있도록 외부에 안내 표지판 부착
내부의 일정공간을 쉴 수 있도록 지정하고 밝은 표정으로 안내
폭염특보 발령기간에 유료박물관은 입장료 할인 추진 등
서울시에서 해당시설에 협조 요청

공공부문 무더위쉼터 확대
옥외 무더위 쉼터 조성
• 공원이나 공공장소에 천막 등을 설치
• 쿨링포그 등으로 냉각기능 강화

공공기관 무더위 쉼터 확대
• 서울시 산하기관 무더위 쉼터 확대
(보건소, 소방서 등)
• 서울시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참여 확대
• 지구대 무더위 쉼터 참여 요청(경찰청)

민간부문 무더위쉼터 확대
경로당 중심의 무더위 쉼터
• 무더위쉼터의 72%가 경로당
• 경로당의 특성상 노인 이외의 계층 이용 불편
• 아파트 옥외 무더위 쉼터 조성(쿨링포그 등 지원)

종교시설 등의 참여 요청
• 종교시설 무더위 쉼터 사례가 매우 적음
• 생활권 종교시설에 무더위 쉼터 운영 요청

카페 등 상업시설의 참여 요청
• 참여 상가주변 폭염기간 주차 단속 완화
• 자긍심고취 : 감사장, 시장 구청장과 사진 찍기 등
• 종량제 봉투 지원, 서울시 로고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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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녀노소 양산 쓰기 캠페인
□ 양산은 자외선 차단과 체감온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음
□ 양산은 여성용 제품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남녀노소 양산쓰기 캠페인 추진

인도 우자인 시내 풍경 : 남녀 구분 없이 양산 사용
서울 시내 풍경 : 여성들만 양산 사용

사진출처 http://www.campuscine21.com/?p=43468

사진출처 http://www.hindust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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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약계층 주거 및 근무환경개선
□ 취약계층 근무환경 개선
- 대형건물도 야간･휴일에는 냉방을 하지 않으므로 경비원 등 야간･휴일 근무자는 고온의 열환경에 노출
- 해당 시간대 근무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나 지침을 마련할 필요
- 냉방시설이 없는 아파트 경비실 등의 근무환경 개선 지원

□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
- 쿨루프, 환기, 단열 등 건물성능 개선과 냉방기기 및 전기요금 지원
- 겨울철 연탄 지원과 유사하게 여름철 얼음 지원
□ 기타
- 아동 대상 시설 관리
대피시설안내
단수지역 비상급수체계 유지

유치원 초등･중등･고등 학생 건강관리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쪽방촌 냉방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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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클린 로드 설치 및 도로물청소 강화
□ 크린 로드 시스템 : 도로면에 물을 분사하여 노면의 먼지를 제거하고
동시에 지표면의 냉각효과도 발휘

클린 클린로드 우선설치지점

□ 구성요소 : 저류조, 펌프스테이션, 클린로드설비, 클린로드제어장치,
관측장비, 전광판
□ 설치사례 : 대구시 도심 관통도로 약 10km
포항시 중앙로 830m
□ 설치지점
- 우선 설치지점 : 도심지역 대로
- 설치 권장지역 :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수의 확보가
가능한 지역

□ 설치 주안점
- 수돗물이외의 청소수 확보 또는
수돗물 사용료 감면

포항시 중앙로 클린로드 도로냉각 효과

(레인보우스케이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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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클린 로드 설치 및 도로물청소 강화
□ 청소차량에 의한 도로물청소 필요성
- 도로면에 물을 분사하여 노면의 먼지를 제거하고 동시에 지표면의 냉각효과도 발휘
- 냉각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물 살수 필요
- 그러나 용수확보 난으로 청소차량에 의한 도로물청소 축소 예상

□ 청소차량에 의한 도로물청소 강화방안
- 폭염특보기간(미세먼지특보 포함)에는 소화전 무상사용 허용
*미국 뉴욕시 폭염시에 소화전 사용 허용(세계도시동향, 2016.9.5.)
-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수를 청소용수로 사용
*이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수용수 수질기준 만족 필요
- 하수처리수의 하천유지용수 공급관로에 급수전을 설치하여 도로물청소용수 확보

□ 확보 주안점
- 충분한 청소용수를 가까운 곳에서 확보
구분

총대장균
군수
(개/100
㎖)

탁도
(NTU)

생물화학
적산소
요구량
(BOD)
(㎎/L)

중랑물재생센터 하천유지용수 공급관로 현황
색도
(도)

총질소
(T-N)
(㎎/L)

총인
(T-P)
(㎎/L)

중랑시설
고도처리수
(2016년 평균)

14.2

1

1.35

4

9.61

0.033

친수용수 기준*

불검출

2이하

3이하

10이하

10이하

0.5이하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

-

-

10이하

20이하

0.5이하

*물 재이용촉진법 / **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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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T 기술과 긴밀한 공동체 형성으로 안전 확보
□ 필요성
- 온열질환 발생 시 신속하게 발견하여 구조해야 함
- 농촌이나 산간지역에서는 온열질환 발생 시 발견이 어려움

□ 지역의 긴밀한 공동체 형성
- 폭염 등 온열질환자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웃간의 안부 묻기 생활화 켐페인
- 농촌 및 산간지역에서는 마을회관 이용 권장 및 마을회관 등에 냉방 지원
- IT 기술 개발 : 취락지역으로부터 먼곳에 장시간 움직임이 없을 경우 이웃과 관계기관에 경보
- IT기술 접목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도록 지역차원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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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열환경 개선 전략 마련
□ 열을 방출하지 않을 것, 저장하지 않을 것, 받지 않을 것
- 자동차･냉방기기･건물 등에서 나오는 열(인공배열)을 최소화
- 지면에 저장된 열은 기온상승의 주요 원인이므로, 녹지확대･물순환 촉진 등으로 열 축적 방지
- 사람은 물론 건물이나 시설도 되도록 열을 받지 않도록 차양, 보수성 포장, 쿨링포그 등을 활용

열을 방출하지 않을 것
․ 에너지 사용을 줄여 인공배열을
최소화
․ 냉방기기 이용과 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인공배열을 감소
․ 건물의 단열･차열 시공으로
에너지효율을 향상
․ 공조기기의 배열을 이용하여 물을
수증기로 변환시켜 기온상승을 완화

열을 저장하지 않을 것
․ 녹지확대, 물순환 촉진, 물과 지면
개선 등으로 열을 축적
하지 않을 것
․ 수성 포장, 차열성 포장, 고반사성
도료 등을 활용하여 축열을 예방
․ 벽면녹화, 옥상녹화, 운동장 잔디
식재, 연못 확대 등으로 축열을 예방
․ 식물과 물을 이용하여 도시의
열기를 수증기로 변환

열을 받지 않을 것
․ 차양이나 쿨링포그 등을 설치하여
열기를 낮출 것
․ 차양･녹화로 햇빛을 막을 것
․ 보수성 포장, 차열성 포장, 반사성
도료 등으로 도로나 벽면의 온도를
낮출 것
․ 쿨링포그, 도로물청소 등으로
주변의 기온을 낮출 것
․ 사람이 모이는 곳에 시원한 공간을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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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을 중심으로 정책 전환 필요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사업은 정부사업과 연계
- 기후변화 완화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권한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야 함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사업은 그 효과가 전세계에 희석되어 지역 주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적음을 고려
-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오도록 사업을 설계하여야 함
(예, 운동기구와 연계한 태양광 차양, 운동장 관람석이나 산책로의 태양광 지붕 등)

□ 기후변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응 정책을 강화
- 기성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지속적로 추진하되, 정부의 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며,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인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음)
- 도시의 열환경 개선과 같은 적응 정책은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를 동시에 구현하는 효과도 있음
- 기후변화 적응사업은 그 효과 지역주민에게 집중되는 특성이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적응 사업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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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기후변화 소확행 릴레이 세미나
- 지역 차원의 폭염대응 과제-

도시 가로수의
올바른 사용법

2020. 4. 최
16.
진 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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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사람들을 놀라게 한 사진!
5천년 역사를 가졌다는 우리나라 도시에는
왜 이런 거리가 하나도 없을까요? 이곳은
브라질의 세계적인 생태도시 꾸리찌바에
있는 ‘아베니다 프레지젠치 제툴리우
바르가스(Avenida Presidente Getúlio
Vargas)’입니다. 두 차례나 대통령을 지낸
제툴리우 바르가스의 이름을 딴 거리로 아주
잘 조성된 녹색 회랑이죠. 이 안에는 도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이후를 위한 ‘녹색회복’을
준비하며 이런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도시
안에 축적되어야 세계가 주목하는
‘바이오필릭 시티(Biophilic Cities)’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출처: 박용남선생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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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공원이 아닌 도로 가로수.. (전선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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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s Most Beautiful Street is a Tree-Filled Oasis in the
Heart of Porto Alegre, Brazil
출처: https://inhabitat.com/

1930년대 가로수 식재, 2005 년 쇼핑몰 건설로 훼손 될 위험에 처했으나,
주민들의 항의로 시장이 이 가로수길을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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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필릭 시티 (Biophilic Cities)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출처: https://inhabitat.com/ 5

우리 가로수는 왜 이럴까요?

6

도시 가로수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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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가지치기에 관한 문제 제기
 가로수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풍치를 주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더운 여름에는

그늘을 주어 시원하게 하며, 자동차 통행이 잦은 도로에서는 소음을 줄이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주는 등 도시에 꼭 필요한
그린인프라이다.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는 끊임없는 민원과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이다.
도시환경의 필요로 도입된 나무인데, 상가 간판을 가린다며, 전선을 보호한다며,
너무 크게 자라 쓰러질 우려가 있다며, 꽃가루 알레르기를 유발한다며, 열매가
떨어지고 냄새가 불쾌하다며, 벌레가 생긴다는 이유로, 강전지가 경제적이라는

이유로 매년 과도한 가지치기가 반복되고 있어 수목의 건강성과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다.
 가로수뿐만 아니라 학교, 상가,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 생활권 도시 나무 전체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하다. 도시 나무를 함부로 자르지 않고 잘
관리한다면 도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훨씬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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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가로수와 시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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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문제’로의 확장
개발주의 체제
(헤게모니/멘탈리티)

지속불가능한
도시화

가로수

잘못 관행화된
행정

잘못 제도화된
법제

잠든 시민
(형식적 민주주의)

‘(도시)숲’의 디폴트값으로서 가로수

101

과도한 가지치기로 망가진 가로수 현황과 이를
걱정하는 시민의 마음을 조직하는 아카이빙 프로젝트

- 2020년 약 450명 가입
- 제보 238건

- 공유 및 토론 112건
- 직접 항의와 민원접수 운동
- 각종 콘텐츠 DB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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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 시청앞 플라타너스 가로수 제거반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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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 시청앞 플라타너스 가로수 제거반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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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로수 가지치기 시민제보 추진
 과도한 가지치기 피해실태에 대한 전국적인 맵핑으로
도시 가로수 보호 법제도 및 정책 개선 공론화 촉구

- 2021년 6월 현재 약 950명 가입

- 네이처링과 페이스북을 통한 제보
- 약 800여 건의 제보
- 시민제보 DB 구축,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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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 수준’, ‘무자비한’ 가지치기 이슈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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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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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1.

17

대형 가로수 벌목, 나무의 생명과 장소성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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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가지치기 수난

*출처: 한겨레신문(2013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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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둑 잘린 나무를 당연시하는 우리 내면의 황폐함

*출처: 한겨레신문(2013년 4월 19일)

나무 자르기의 일상화는 생명감수성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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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가지치기로 위험에 처한 가로수

 줄기 부패의 가속화로 쓰러질 위험!
잘린 면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회복하지 못하고

균이 스며들어 점차 나무 속까지 까맣게 썩게
된다. 나무 속이 흙 같이 부스러지기 때문에 갑
자기 쓰러질 수도 있어 위험하게 된다.
 보도블럭 정비시 뿌리 절단으로 뿌리의 부
패와 지지기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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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가지치기가 관행화된 이유
 나무와 숲은 좋지만 내집-내가게 앞에 나무가 크게 자라면
불편하다는 탐욕, 토건개발에서 만연된 생명존중 미흡
 많이 잘라도 잘 자란다고 믿는 나무생리에 대한 무지
(공무원 및 기술자들 책임도 큼)
 허술한 법규와 전정지침, 훈련되지 못한 비전문적 작업자,
잘못된 품셈 기준(강전정이 약전정보다 높은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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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관련 서울 시민의 민원(2013~2017)
간판가림
전선경합
표지판가림
일조권
열매악취

나무를 잘라
주세요!

vs
나무를 자르지 마세요!

병충해
도복위험

보행불편

94%

6%

→ 피해해결을 호소하는 민원해소를 위해 지자체에서 강전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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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민원 시민공감도 설문조사 (2019년, 825명)
과도한 가지치기로 가로수 미관 및 기능 저하 우려
공감도 64% > 비공감도 13%

상가 간판을 가리지 않게 가지치기 필요

공감도 35% vs 비공감도 37%
(보통 23%)

→ 민원통계에는 없지만, 가로수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시민의 마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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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가지치기 금지정책과 캠페인(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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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가지치기 금지정책과 캠페인(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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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가지치기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

1. 미국국가표준협회(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수목관리 표준(A300 Tree Care Standards)의 첫 번째 파트인 가지치기(Part 1
Pruning)에 가지치기 시 25% 이상

나뭇잎을 제거하지 말라고 명시

2. 국제수목관리학회 (ISA, International Society of Arboriculture)
수목관리 가이드라인(Arborists Certification Study Guide)에서 어린나무는

수관의 25%까지, 성목은 25%이하로 가지치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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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권’ 으로서 시민과 상생방안 마련
사람과 나무가 공존하는 '고양 나무권리선언문‘ (2019년)
 제1조｜나무는 한 생명으로서 존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제2조｜나무는 오랫동안 살아온 곳에 머무를 주거권이 있습니다.
 제3조｜나무는 고유한 특성과 성장 방식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제4조｜숲은 나무가 모여 만든 가장 고귀한 공동체이며 생명의 모태입니다.

 제5조｜나무는 인위적인 위협이나 과도한 착취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제6조｜사람과 나무는 벗이 되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제7조｜나무의 권리는 제도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 법제도적 ‘나무권’ 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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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비한 가지치기 근절을 위한 해결과제 제안>
1. 국내 실정에 맞는 바른 가지치기 안내서 제작·배포
2. 과도한 가지치기를 근절하는 법규 마련
3. 전문 기술자·관리자 양성 및 합리적인 용역대가 산정
4. 건강한 가로수를 위한 사전 예방적 관리
5. UTC에 기반한 가로수·도시숲 관리시스템 구축

6. 가로수·도시숲의 민관 공동관리 시스템 강화
29

1. 국내 실정에 맞는 바른 가지치기 안내서 제작·배포
▸ 강전지(Topping)의 문제점 제시
- 목적대로 나무 크기 억제 불가, 건강 및 생육 악화, 수형 및 경관 훼손,

안전사고 및 위험목 발생 우려, 지속적인 관리비용 발생

▸ 국제적 기준(국제수목관리학회)에 맞춘 가지치기 적용기준 마련
- 성숙한 나무의 살아있는 가지는 자르지 않는 것을 원칙
- 나뭇가지의 25% 이상 제거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

▸ 배전선로 가로수의 현명한 대응 기준 마련
- 중성선 상부까지 남도록 전지, 지중화, 완전 절연 케이블 설치

▸ 가지치기 기법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소개
- 구조전정, 클리닝, 복원전정, 축소전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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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도한 가지치기를 근절하는 법규 마련
<법률 제·개정>
▸ (필요성) 산림청 규정과 지자체 시행규칙에 강제규정이 없어 권고·

의무 조항에 대한 법적 구속력 한계
- 산림청 규정에 가지치기 시 주의해야 할 수종(벚나무류, 단풍나무 등), 수
형을 잃기가 쉽기 때문에 전정을 않는 수종(느티나무, 칠엽수)이 명시
- 지자체 시행규칙에 가지치기는 약전지 위주로 실시하여야 하고, 수종별
고유 수형을 유지하여 자연스런 상태가 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 마포구 조례에는 가로수, 공공기관이 조성한 수목, 폭 20m이상인 도로 경
계부 사유지 나무에 임의적인 강한 가지치기(수관의 3분의1이상을 가지치
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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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도한 가지치기를 근절하는 법규 마련
<법률 제·개정>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생활숲(마을숲, 경관숲, 학교숲), 가로수에 강한 가지치기를 승인하지 않는
원칙 명시
- 임의적인 과도한 가지치기 행위에 관한 처벌조항 명시 (제26조 벌칙)

▸ 나무보호법, 나무복지법 등 제정
- 공원·학교 등 공공기관 나무, 공동주택·상가 등 사유지 나무 적용대상 확대
- 과도한 가지치기 및 무분별한 벌목을 규제하고, 공적관리 지향을 위해 행정
기관의 지원·협력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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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 기술자·관리자 양성 및 합리적인 용역대가 산정
▸ 가지치기 전문기술 교육, 인증, 자격제도 운영
- 전문적으로 숙련된 기술자만 가지를 자를 수 있도록 제도화
- 가지치기 매뉴얼 교육훈련, 수목관리사 자격제도 운영, 사업자 인증

▸ 사업 관리자를 위한 교육훈련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 악성민원 대응 방법, 현장 기술자 대응 방법 교육
- 수형관리 전문가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강전정·약전정 품셈기준 개정 및 합리적인 예산 편성
- 매뉴얼에 기반하여 실제 투입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품셈 개정
- 지자체·한전·산림청의 관련 집행예산 검토, 질적 관리를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방식 효율화 검토
33

4. 건강한 가로수를 위한 사전 예방적 관리
▸ 위험목 제거 등 땜질 처방이 아닌 위험에 처한 원인 규명
- 가로수 관리이력 DB 구축, 정기적인 수목 진단 및 평가

▸ 기존 수목의 잦은 강전정과 뿌리훼손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
- 복원전정, 띠녹지 확대, 적지적수 정책

▸ 가로수 토양 및 식재기반 개선
- 토양요구량 충족, 마운딩 금지, 자갈포설 금지, 방근대 설치, 꽉 쪼이는 보호
덮개 정비
34

5. UTC (Urban Tree Canopy)에 기반한 가로수·도시숲
관리시스템 구축
▸ 나무 심기의 성과에서 나무 관리 혜택의 성과가 더 중요해진 시대
- 얼마나 많은 나무에서 얼마나 풍요로운 나무로 관리목표 전환
- 선진국에서는 Urban Tree Canopy, 수목의 수관층 면적 및 부피의 총량

지표 사용

▸ 개별 나무의 규격과 더불어 수관투영면적을 조사하여 맵핑
- 나무의 엽량과 수관을 최대한 늘려가는 게 목표
- 영국 런던 도시숲 정책은 현재 UTC 21.9%에서 30%로 높이는 목표 설정

▸ 가로수·도시숲의 생태계서비스 계량화 가능 (i-Tree 활용 등)
35

London Tree Canopy Cover
출처: https://apps.london.gov.uk/canopycover/?fbclid=IwAR0zaPB918wELTLy03dDMZJypvcDv
0CwqMuvyq-lpCSOMNcT-_uyReRM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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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로수·도시숲의 민관 공동관리 시스템 강화
▸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에 주민의견 수렴 활성화
- 가로수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및 바꿔심기, 가지치기 등 위원회 승인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

▸ 가로수 관리 민관협치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 나무와 상생하는 나무권리선언 추진, 시민인식 캠페인 추진
- 시민에게 가로수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시민참여형 실행계획 수립
- 가로수 조사 및 모니터링, 청소 및 유지관리, 이름표 달기, 가드닝, 가지치기
참여, 인문콘텐츠 구축 등의 협력사업 추진

▸ 상가·학교·아파트 나무의 공적관리 지원시스템 활성화
- 수목 건강 진단·평가 활동 지원,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바람직한 가지치기 작업 및 수목관리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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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소확행 릴레이 세미나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반영한
도시기상정보 서비스
이채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기환경연구센터
prpr.chaeyeon@gmail.com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환경에서의 재해위험 요소

01 연구배경

▪ 홍수, 대기질 악화, 해수면 상승, 극심한 폭염 및 한파 스트레스, 에너지 및 물의 지속가능성, 공중보건 문제

▪ 인구가 집중되는 도시에서 재해위험의 피해 요소 증가가 예상
WMO Cg-17 Resolution 9.8 : Establishing WMO Cross-cutting Urban Focus

2025 년에 75 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들의 위치를 보여주는 세계지도
(derived from statistics in UN DESA Population Division, 2012)

[IPCC AR5 WGII, Fig. 8-2]
2

복합재해영향의 노출정도를 예측하는 정보제공이 필요

01 연구배경

▪ 아시아지역에서 높은 인구분포가 나타나며 복합재해의 위험영향 노출도가 높음

▪ 복합재해영향(잠재적인 영향)기반 예측과 경고시스템 필요 (WMO, 2015)
▪ 통합된 도시기상, 수자원, 환경 및 기후 서비스 우선 (WMO CAS16)

(출처: United Nations, 2012)

중앙 정부에서의 폭염피해 관련 열-건강 경보 및 대응체계

01 연구배경

▪ 지역별로 축적된 고유자료를 이용하여 열 위험을 진단하는 HHWS를 구축

▪ 국가, 지자체, 개인 단위에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HHAP가 구성
Heat-Health Action Plan, HHAP
Heat-Health Warning System, HHWS
• 기상 및 기후 예측 정보에 근거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고온 현상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
보를 필요한 곳에 조기 제공하는 것
- 온도 및 습도에 대한 날씨 예측정보
- 고온에 따른 온열질환 발병 및 사망률 등의 폭염 영향 평가
-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열 스트레스(heat stress)의 등급별 정의
- 일반인, 특정 집단, 혹은 정부 단위에 대해 이러한 위험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
• 특정지역에 적합한 HHWS를 개발
- 지역별로 축적된 고유자료를 생명기상학, 역학, 공공보건 등의 과학적, 의학적 기법 등을 이용 분석
- 특정 지역의 환경에 맞는 효과적인 위험 전달(risk communication) 방법 등을 개발해야 함

▪ HHAP 역할
- 대중에게 폭염정보 제공 및 경계심 강화
- 이해당사자에게 맞춤화된 정보 제공
- 폭염피해 회피와 경감을 위한 개인 단위에서의 행동 요령
- 지자체나 국가 단위에서 다양한 범위의 전략적 대응 방법
- 사회기반 시설의 비상 관리 계획 제공

(출처: WMO and WHO, 2015: Heatwaves and Heath:
Guidance on Warning-System Development)

4

기상청 폭염영향예보 시범운영현황 (2019년 ~ )

01 연구배경

▪ 전국, 지역별(시군 단위) 폭염영향정보 4단계 수준으로 대국민 서비스(기상청 날씨누리 5월 ~ 9월 운영)

▪ 기온에 따라 보건, 축산업, 수산양식, 농업, 산업, 교통 분야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 알림
대구 경북지역

(출처: 기상청 날씨누리)
대구지역 내 기온변동성 차이

5

도시폭염-건강영향예보 지원 시스템 시범운영현황 (2018년 ~)

01 연구배경

▪ 도시폭염-건강영향예보 지원 시스템 은 일 최고기온, 복사온도, 인지온도, 폭염 일 초과사망률 정보를 산출

▪ 서울지역 온열환경 피해 위험성에 대한 시간-공간적 예측, 건강위험 우선관리지역을 찾을 수 있음
▪ 기상청 내부망에서 운영하여 예보관들이 활용

인지온도

일 최고기온

(출처: 국립기상과학원)

6

도시의 변화에 따른 기후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에서의 대응 필요

01 연구배경

▪ 지자체별 폭염피해저감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과학적 정보 필요

▪ 열 스트레스 취약지역의 기상, 개인, 사회, 환경요인 중 상세한 기상정보를 산출
▪ 상세한 기상정보의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한 도시기상 환경의 관측, 수치모델을 활용

7

도시환경에서의 관측과 모델의 활용으로 현황을 진단, 향후를 예측

02 연구내용

▪ 태양복사에너지는 대기로 입사되면서 장파복사 또는 현열/잠열의 형태로 변환, 지표면으로 입사(Iqbal, 1983)

▪ 지표면으로 입사되는 복사에너지는 반사되어 대기로 투과되거나 대기 중에 흡수(Arya, 2001)
▪ 관측을 통해, 도시규모에서 지표면 특성별로 복사량이 다르며 이는 기온에 영향

지표면 특성별 수평/수직 관측

도시기후의 규모별 구조 (Oke, 1989)

CAS, CFD, PALM, UMEP 모델
8

관측자료를 이용한 지역별 기상현황 조사

02 연구내용

▪ 2012~2018년 여름(6~9월) 서울, 수원, 인천. 일 최고기온 30℃ 이상, 풍속이 2m/sec 미만인 날(ASOS기준)
세 지역 고온발생 사례일 빈도수

- 서울 : 총 162일, 평균기온 32.46℃, 평균풍속 1.50m/sec
- 수원 : 총 181일, 평균기온 32.23℃, 평균풍속 1.51m/sec
- 인천 : 총 55일, 평균기온 31.37℃, 평균풍속 1.59m/sec
▪ 일 최고기온은 서울과 수원이 높고, 일 최저기온은 서울과 인천이 높음

서울

인천

일 최고기온

수원

일 최저기온

9

관측자료를 이용한 지역의 기온공간 분포 조사

02 연구내용

▪ ASOS+AWS 54개소 (2012~2018년), 인천 아시안게임장 5개소 (2014~2018년)

▪ 2012~2018년 6,7,8,9월 일 최고기온과 일 최저기온 분포
일 최저기온 분포에서, 도시 중심에서 다소 높아지고, 강변 및 해변에서 더욱 높아짐

일 최고기온

일 최저기온

10

지역의 지형, 건물, 식생 등 지표면 물리적 환경 조사

02 연구내용

▪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지리정보를 이용

▪ 도시의 건물, 도로, 식생의 위치 ∙ 면적 ∙ 높이 정보를 구성하여 3차원 도시모델을 구축
Hollow depth DSM

Elevation DTM

Building density

Complete Surface R.

Building height

Slope_DSM

Slope_DTM

Aspect_DTM

Aspect_BD

Aspect_TV

FC_Water S.

FC_Tall Vegetation

FC_Vegetated S.

FC_Unvegetated S.

FC_Building S.

지역의 물리적환경과 관측기온과의 상관성 분석

02 연구내용

▪ 수도권영역 입력자료를 이용한 서울, 수원, 인천의 중규모 기상장 산출(500m*500m 해상도)

▪ 초기입력 기상조건: 서울 32.46℃, 수원 32.23℃, 인천 31.37℃

▪ 서울, 수원, 인천의 지점의 일 최고기온, 일 최저기온과 15개 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
우묵한 깊이
(밀폐도)

건물밀도

고도

열방출

건물높이

식생높이

물 면적

경사길이 경사길이
(건물)
(지형)

초지면적

교목면적

건물면적

인공피복

중규모기상

수역으로부터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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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지표면특성에 따른 기온과 복사플럭스 연구

02 연구내용

▪ 기온에 영향을 주는 복사플럭스(상향·하향의 장파·단파)를 분석하기 위해 GIS, 기상관측, 모델을 이용

▪ 지표면유형별(LCZ, local climate zone) 영역선정
중랑

가좌

노원

안양

강동

구로

뚝섬

여의

부천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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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지표면특성에 따른 기온과 복사플럭스 연구

02 연구내용

▪ 10개 영역의 물리적환경을 LCZ으로 유형화

▪ 영역 1~6은 불투수지역인 E유형, 7~10은 자연지역인 D유형으로 구분
▪ E유형 중 건물의 층수와 밀도에 따라 1~4, 9로 분류
name

Lat

Lon

elev BHmean LCZ

name

Lat

Lon

elev BHmean L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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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지표면특성에 따른 기온과 복사플럭스 연구

02 연구내용

▪ 지표면특성 복사플럭스 분석을 위해 Net radiometer 관측자료를 이용

▪기온, 기압, 습도, 풍향, 풍속, 강우량 등의 기상변수와 KIPP&ZONEN CNR4 net radiometer 센서의 3차원
복사에너지를 관측

15

도시의 지표면특성에 따른 기온과 복사플럭스 연구

02 연구내용

▪ 건물과 식생 캐노피가 포함된 SVF를 산출 → 건물의 높이와 밀도에 따라 그 값이 다르게 나타남

▪ 지표면에서의 SVF를 계산하기 위해 옥상면적의 값은 제외함. 빨간 점표시는 관측지점
SVF (sky view factor): 천개지수
0.28

0.19

0.24

0.50

0.20

0.95

0.28

0.49

0.71

0.11

(출처: Yi et al., 2017)
High : 1
Low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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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지표면특성에 따른 기온과 SVF와의 관계

02 연구내용

▪ 건물에 의한 SVF가 0.5이하인 지역은 주로 불투수 건물지역, LCZ (1~4)E유형

▪ 건물에 의한 SVF가 0.5이상인 지역은 자연피복지역, LCZ G, D 유형
▪ LCZ E유형에서도 가장 높은 기온을 나타내는 곳은 LCZ 3E유형 → 저층 고밀도 주거지역

0.19
1E

2E

0.50

3E
일 평균기온

4E

9D

GD

일 최저기온

17

도시의 지표면특성에 따른 복사플럭스의 비교

02 연구내용

▪ 지표면 방출을 나타내는 관측된 상향장파복사플럭스

→ 건물지역 중랑에서 최대 580 W/m2, 자연지역 부천에서 최대 480 W/m2 로 나타남
▪ 상향 및 하향 장파복사에너지를 더한 순장파복사량
→ 건물지역 LCZ E 유형에서는 92.8~117.7 W/m2 , 자연지역 LCZ G, D 유형에서는 78.1~86.2 W/m2

중랑

부천

Jungnang

1000
SW_up_OBS
SW_down_OBS
LW_up_OBS
LW_down_OBS
SW_up_MOD
SW_down_MOD
LW_up_MOD
LW_down_MOD

800

400

하향장파

2

상향장파

600

SW_up_OBS
SW_down_OBS
LW_up_OBS
LW_down_OBS
SW_up_MOD
SW_down_MOD
LW_up_MOD
LW_down_MOD

하향단파

Radiation(W/m )

2

Radiation (W/m )

800

Bucheon

1000

600

하향단파

상향장파

400

하향장파
200

200

상향단파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Time (LST)

상향단파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0.11
16 17 18 19 20 21 22 23 24

Time(L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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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지표면특성에 따른 평균복사온도의 비교

02 연구내용

▪ 일사량이 가장 많은 1300LST~1600LST

식생지역을 제외하고 평균복사온도는 40~50도. 건물지역보다 오픈스페이스에서 더 높은 값이 나타남
▪ 야간 복사냉각 및 장파복사의 방출이 나타나는 0300LST~0600LST
주간 복사량이 높았던 NOWO은 야간에 현저하게 낮아짐. 오픈스페이스에서의 열 입사방출 특성을 보여줌
LCZ E(1~3)에서 야간 평균복사온도가 높음 → 방출되는 열이 트랩핑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개방된 교통지역
(운전면허시험장, 철도기지 )

야간 03시~06시

오후 13시~16시

건물지역
높아짐

주간에 높았던 복사온도가
야간에 낮아짐. 야간
열방출이 큼

건물지역
그림자로 인해 평균복사온도 다소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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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폭염 및 열섬 완화를 위한 기온저감 효과 분석

03 활용사례

▪ 청주산업단지에 그린루프, 쿨루프, 클린로드, 쿨링포그, 장기미집행공원 숲 조성 시나리오 적용

▪ 도시기후분석모델(PALM)에 적용하여 결과 비교
▪ 2018년 8월 13일. 청주 ASOS 평균기온 : 31.9 ℃ / 최고기온 : 37.1 ℃ / 최저기온 : 26.7 ℃

건물 옥상면의 피복을
변화시킴으로써,
표면온도저감 →
실내온도 및
건물에너지 변화

그린루프와는 다르게
주변의 수목밀도가 높고
일사의 차단으로 인하여
지표면에서의 가열이
약함

클린로드는 30분이 지난 후에는 기온이 1.3℃ 상승
쿨링포그는 기온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만 열쾌적지수 UTCI를 한 단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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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폭염 및 열섬 완화를 위한 기온저감 효과 분석

03 활용사례

▪ 각 시나리오 적용으로, 기준 면적당 변화된 기온(낮 12시~15시)과 도시폭염 대응 활동 제안

녹지면적 및 수목밀도 확보하여 식생 활력도 증가, 동서방향 도로의 중앙 및 가변 수목 식재로 노면온도 감소
지붕의 조건 및 형태에 따라 쿨루프 및 그린루프로 표면온도 감소, 인구이동이 많은곳 쿨링포그
시나리오

계산내용

0.28

표면온도 (℃)

0.19

적용면 평균 기온차 [℃]

그린루프

적용면적 [m2]
면 평균 기온차 [℃]
적용면 평균 기온차 [℃]

쿨루프

적용면적 [m2]
면 평균 기온차 [℃]
0.24
적용면 평균 기온차 [℃]

클린로드

0.50

1,596,400.00

1,596,400.00

-1.26

-0.04

-17.85

-0.47

1,596,400.00

1,596,400.00

-4.24
0.20

-0.11

122,000.00

122,000.00

-0.31

-0.015

적용면 평균 기온차 [℃]

-1.32×10-5

-5.53×10-5

적용면적 [m2]

12,800.00

12,800.00

면 평균 기온차 [℃]

-2.51×10-9

-1.05×10-8

-13.61

-1.85

396,400.00

396,400.00

-0.80

-0.11

적용면적 [m2]

적용면적 [m2]
면 평균 기온차 [℃]

0.11

0.28

-0.17

-0.81

적용면 평균 기온차 [℃]
도시 숲

-5.29

-17.17

면 평균 기온차 [℃]

쿨링포그

2m 고도기온 (℃)

0.49

(출처: 충북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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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선정을 위한 수치모의실험

03 활용사례

▪ WRF_CHEM과 PALM을 연계하여 농도의 수평 및 연직의 시계열 변화
▪ 배출량자료(CAPSS) 적용하여 상세 바람과 미세먼지(PM10과 PM2.5) 모의 → 바람정체로 인한 고농도지역
PM10

PM2.5

연직단면

22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선정을 위한 수치모의실험

03 활용사례

▪ 바람의 이동 및 정체에 따라,

분지지형 및 건물밀집지역에서 고농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나타남
PM10

PM2.5

[µg m-3]
지면 위 25m 24시간 누적평균(2018.11.03 19:00 – 11.04 19:00) 농도

Z= 25m

Z=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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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상의 단기적 대응을 위한 실시간 예보 시스템

04 향후과제

FORECAST 상세기상 실시간 예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물규모 보행자높이 기상예측정보 (기온, 습도, 풍속, 복사온도) 제공 → 시민. 도시관리 및 정보운영 담당자

기상조건

3차원 도시지 표면

시간별 그림자정보

도로별 복사량

수직/수평적 지표특성

지역유형화 및 폭염 강도 분석

도시운영 및 관리의 장기적 대응을 위한 미기후환경 정보

04 향후과제

QUALITY of LIFE 일반적인 도시 미기후 정보
도시 열섬 및 통풍 개선 및 관리. 도시기후정책을 위한 도시 별 기후지도 제공 → 시민자치활동. 도시계획. 정책. 영향평가 개선에 활용
도시규모별 기후정보지도

도시정책(옥상녹화, 벽면녹화, 가로수)적용 효과분석

도시기후영향평가 : 청계천 복원 및 녹지 축조성 사례

열섬 완화 및 오염물질 분산위한 바람 길 조사

IoT기반 스마트 도시기상기후정보로의 개발

리빙랩구성및운영

04 향후과제

기후변화 소확행

릴레이 세미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