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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seeks to evaluate the vulnerability assessment of the human health sector for PM10, which

is reflected i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related disease mortality rates for PM10 in Busan over the period

of 2006-2010. 

Methods: According to the vulnerability concept suggested by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vulnerability to PM10 is comprised of the categories of exposure, sensitivity, and adaptive capacity. The

indexes of the exposure and sensitivity categories indicate positive effects, while the adaptive capacity index

indicates a negative effect on vulnerability to PM10. Variables of each category were standardized by the re-

scaling method, and each regional relative vulnerability was computed through the vulnerability index

calculation formula.

Results: The regions with a high exposure index are Jung-Gu (transportation region) and Saha-Gu (industrial

region). Major factors determining the exposure index are the PM10 concentration, days of PM10 ≥ 50 ,μg/m3, and

PM10 emissions. The regions that show a high sensitivity index are urban and rural regions; these commonly

have a high mortality rate for related disease and vulnerable populations. The regions that have a high adaptive

capacity index are Jung-Gu, Gangseo-Gu, and Busanjin-Gu, all of which have a high level of economic/welfare/

health care factors. The high-vulnerability synthesis of the exposure, sensitivity, and adaptive capacity indexes

show that Dong-Gu and Seo-Gu have a risk for PM10 potential effects and a low adaptive capacity.

Conclusions: This study presents the vulnerability index to PM10 through a relative comparison using quantitative

evaluation to draw regional priorities. Therefore, it provides basic data to reflect environmental health influences in

favor of an adaptive policy limiting damage to human health caused by vulnerability to PM10. 

Keywords: Adaptation, Climate chang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Health vulnerability assess-

ment, PM10 

I. 서 론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는 기후변화로 인한 대표적인 건강위험요인으로 오

존층 감소, 폭염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역시 중요한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1) 특히 국내의 경우 미세먼

지(PM10)의 일/연 평균 농도는 기준치(각각 100 μg/m3,

50 μg/m3)를 전국 240개소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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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94.6%, 46.7% 에서 초과하여 대기환경기준 달성

률이 가장 낮았다(2010년 기준).2) 미세먼지의 입자

크기는 매우 작고 비표면적이 커 호흡 시 체내에 흡

입되기 쉽고 각종 유해성분을 함유하여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 질환, 암과 전체 사망률, 천식이나 알레르

기 비염 유병률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어린

이나 노약자,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환경노출 민감 집단에 더욱 악영향을 미친다.3-19) 

미세먼지의 인체영향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

되고 있으며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감소를 위해 정

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기질 관리나 환경보

건 분야의 적응정책 수립 및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구체적으로 지역별, 부문별 범위와 우선순위를 도출

하여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취약성 평가가 우

선시 되어야 한다.20,21)

 일반적으로 취약성(vulnerability)이란 다양한 분야

에서 적용되고 있으나, 기후변화 연구 분야에서 가

장 대표적인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에서는 “한 시스템이 기후변화의 악영

향에 쉽게 영향을 받거나 대처하지 못하는 정도”로

정의하며, 그 요소는 시스템이 자극에 노출(접촉)되

는 정도를 나타내는 노출(exposure), 자극에 의해 시

스템이 영향을 받는 정도를 나타내는 민감도

(sensitivity)와 시스템이 자극에 의한 영향에 대해 적

응할 수 있는 잠재력 또는 능력을 의미하는 적응능

력(adaptive capacity)으로 정의한다.22) 

취약성 평가는 국내외에서 다수 진행되었는데, 국

외에서는 기후변화 분야 뿐만 아니라 식생환경 및

식·음료 등 다양한 분야의 취약성 연구가 수행되

었으나,23-25) 국내에서는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분석

위주의 취약성 평가에 연구가 집중되었다.20,21) 국내

미세먼지에 대한 취약성 평가 역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의 일부로 국립환경과학원(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12)에서 전국적으로(시단

위) 연구한 바 있다. 하지만 도시별 지리적/지역 환

경이 상세히 고려되지 못하였으며 입력자료 및 평과

결과의 해상도 문제 등이 있어 취약성의 해석 및 비

교에 한계가 있었다.26) p본 연구는 미세먼지 취약성

에 대한 고해상도(구/군 단위) 결과를 제시하여 지자

체의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

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정량적으로 취

약성 평가를 실시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취약성 평가요소인 노출 지수, 민감도 지수, 적응능

력 지수를 산출하여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고 최종적

으로 부산지역의 미세먼지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II.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 연구범위 및 자료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한반도 남동단에 위치한 부

산광역시로 15개 구와 1개 군의 행정구역으로 구분

된다. 지형적으로 복잡한 골을 따라 도시역이 존재

하며 연안역을 따라 다수의 공단지역을 비롯한 선박

등 다수의 배출원이 존재한다(Fig. 1).2,27)

미세먼지 농도(49 μg/m3, 2010년 기준)는 전국 광

역권 대도시 평균 미세먼지 농도(48 μg/m3, 2010년

Fig. 1. (a) The constituent regions and the PM10 monitoring

sites (blue dots), and (b) spatial distributions of the

industrial area and the traffic area in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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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와 유사한 수준이며 취약성 지표의 변수 산정

을 위해 이용된 자료는 취약성 관련 다수의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Table 1에 제시하였다. 먼저 도시대

기 측정망에서 베타선 흡수법에 의해 측정된 1시간

평균자료인 미세먼지(PM10) 농도측정자료를 사용하

였으며, 관측지점이 없는 행정구역은 ArcGIS를 이

용하여 보간법(interpolation) 중 Inverse Distance

Weighting(IDW) 방법을 통해 산출된 농도값을 적용

하였다. 기상자료는 기상청에서 제공한 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ASOS) 및 Automatic

Weather System(AWS)의 1시간 평균자료인 기상자

료를 사용하였으며 미세먼지의 배출량 자료는 대기

정책지원시스템(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의 격자별 배출량을 사용하여33) 행정구역별

Table 1. Variables and research papers associated with exposure, sensitivity, and adaptive capacity category for PM10

health vulnerability assessment.

Category Variables Research paper

Exposure

Daily maximum temperature (oC)
Bae et al. (2013)3), Lee et al. (2011)19), Yoo et al. (2012)20), NIER 

(2012, 2013)26,28)

Daily wind speed (m/s) NIER (2011,2012,2013)2,26,28)

Daily precipitation (mm/day) NIER (2010, 2012, 2013)2,26,28), Lee et al. (2012)29)

PM10 concentration (μg/m3) NIER (2012, 2013)26,28), Lee et al. (2012)29), Choi et al. (2009)30)

PM10 emissions (ton/km2) KEI (2008)20), NIER (2012, 2013)26,28), Yoo et al. (2012)31)

24hour PM10 concentration 50 μg/m3 (days)WHO (2004)1), KEI (2008)20), Lee et al. (2012)29), Choi et al. (2009)30) 

Sensitivity

Population ≥65years of age (population)
Lee et al. (2003)17), Lee et al. (2011)19), KEI (2008)20), Go (2009)21), 

NIER (2012,2013)26,28), Yoo et al. (2012)31), Hwang and Byun (2011)32)

Population ≤13 (population)
KEI (2008)20), Go (2009)21), NIER (2012,2013)26,28), Lee et al. 

(2012)29), Yoo et al. (2012)31), Hwang and Byun (2011)32)

Elder who lives alone (population) NIER (2012,2013)26,28), Yoo et al. (2012)31)

Recipient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opulation)
KEI (2008)20), Go (2011)21), NIER (2012, 2013)26,28)

Population density (people/km2) 
KEI (2008)20), Go (2009)21), NIER (2012,2013)26,28), Lee et al. 

(2012)29), Yoo et al. (2012)31), Hwang and Byun (2011)32)

The number of registered vehicles (num) KEI (2008)20), Go (2009)21), NIER (2012,2013)26,28), Yoo et al. (2012)31)

Ischemic heart disease mortality rate (%)

Pope et al. (2002)5), Ha et al. (2011)9), Park (2003)14), Dockery and 

Pope (1994)15), Shin (2007)16), NIER (2012, 2013)26,28)

Cerebrovascular disease mortality rate (%)

Respiratory tuberculosis mortality rate (%)

Chronic Lower Respiratory disease 

mortality rate (%)

Adaptive

capacity

GRDP (million won)
KEI (2008)20), Go (2008)21), NIER (2012,2013)26,28), Lee et al. 

(2012)29), Hwang and Byun (2011)32)

Self-reliance ratio of local finance 

(population)

KEI (2008)20), Go (2011)21), NIER (2012,2013)26,28), Lee et al. 

(2012)29), Hwang and Byun (2011)32)

Beneficiaries of health insurance 

(population)
KEI (2008)20), NIER (2012,2013)26,28), Lee et al. (2012)29)

Labor number of public health center 

(population)

KEI (2008)20), Go (2011)21), NIER (2012,2013)26,28), Lee et al. 

(2012)29)

The number of hospital (num/population)
KEI (2008)20), Go (2011)21), NIER (2012,2013)26,28), Lee et al. 

(2012)29), Yoo et al. (2012)31)

Healthcare personnel in hospital 

(population)

Go (2011)21), NIER (2012,2013)26,28), Lee et al. (2012)29), Yoo et al.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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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축하였다. 사회ㆍ인구ㆍ보건ㆍ경제ㆍ질병사망률

통계자료는 통계청 (http://kostat.go.kr)34)과 부산시청

통계 (http://busanlibrary.busan.go.kr)35),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36)에서 취득하여 사용하였다. 대상기간

은 모든 자료 생성기간 및 수집자료의 특성, 가용여

부 등을 고려하여 2006~2010년의 5년간으로 선정하

였다. 참고로 매년 구축되지 않는 통계자료(13세 이

하 인구자료)는 2010년 자료를 대표로 이용하였다. 

 

2. 취약성 평가 방법

취약성 평가는 기본적 방법론은 유사하나 평가 시

사용된 통계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다. 국립환경과학

원(2012, 2013) 26,28)은 건강 취약성 평가에서 대용변

수들의 표준화 방법은 Re-scaling 방법을, 가중치설정

방법은 델파이 조사 또는 퍼지이론을 통해 도출하였

다. Pandey and Jha (2012)37)은 전반적인 기후변화 취

약성 평가 시 대용변수 표준화 방법은 Re-scaling을

이용하였으며 가중치 설정은 하지 않은 반면 Parkins

and MacKendrick (2007)38)은 식생에 대한 취약성 평

가 시 household survey 방법으로 취약성을 도출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Re-scaling 방법과 주성분분석을 적

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표별 대응변수는 정량적 자료의 취득이 가

능한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와 건강과 관련된 변수를

선정 및 수집하여 각 지표별로 분류하였다 (Table

1). 먼저 노출 지표는 미세먼지에 대한 직접적인 영

향을 나타내며, 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주는 지역

외부적 요소이다. 노출 지표의 대응변수로 미세먼지

농도와 양의 관계를 나타내는 일 최고기온(oC)과 미

세먼지 농도와 음의 관계에 있는 일평균 풍속(m/s),

일 강수량(mm/일)의 기상요소와 미세먼지 농도(μg/

m3)와 미세먼지 배출량(ton/km2), 미세먼지발생일수

를 선정하였다. 여기서 미세먼지 발생일은 WHO에

서 제시한 미세먼지 환경기준치1) 50 μg/m3(24시간

평균)이상인 날로,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건강 취약

성 측면에서 인간의 건강에 대한 장기적인 적응 대

책을 권고하기 위해 제시된 기준이기 때문이다. 

민감도 지표는 미세먼지에 의한 영향을 받는 민감

한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세

먼지 영향으로 인한 지역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지

역 내부적 요소로서, 65세 이상 인구비율, 13세 이

하 인구비율, 독거노인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인구밀도, 차량등록대수와 미세먼지와 관련 있는 심

혈관계 질환인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률, 뇌혈관질환

사망률과 호흡기계 질환인 호흡기결핵 사망률, 만성

하기도질환 사망률을 민감도 변수로 선정하였다. 

적응능력 지표는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잠재적 피

해를 완화 및 대처하는 정도로 사회가 미세먼지 영

향으로부터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

는 지역 내부적 요소이다. 대응변수로 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와 재정자립도, 건강보험

적용 인구비율, 보건소인력 비율, 의료기관수와 의료

종사자 비율을 선정하였다. 

각 지표들의 대응변수들의 실제 값을 취약성 평가

식에 적용하여 연산하기 위해 표준화(Normalization)

작업이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 식 (1)과 같이 Re-

scaling을 사용하였다. 이는 지표 내 변수들의 표준

편차에 의존하지 않고 범위에 기반을 둔 변환방법으

로 표준화된 변수들은 0에서 1사이의 동일한 범위

내 값을 가지며, 서로 다른 측정단위들이 통일되어

진다.39) 

(식 1)

취약성 평가에 있어서 각 지표들의 대응변수들 간

의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할 수 있는 대응변수별 가

중치(weighting) 설정은 취약성 결과를 결정하는 중

요한 평가과정으로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기법, 델파이 조사, 사례-대조 연구 등 다양한 방법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분석 방법인 주성분

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하여

가중치를 산정하였다.20) 여기서 주성분분석이란 서

로 상관관계가 있는 여러 변수들에 포함된 정보의

손실을 가능한 작게 해서 복잡했던 구조를 좀 더 간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축약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

법으로 서로 독립적인 새로운 인공변수들을 유도하

여 해석해야 하며, 이때 새로운 인공변수의 고유 값

을 가중치로 이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분석을 통해 각 지표의 대응

변수들을 입력하여 고유값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각

대응변수들의 가중치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각 지

표의 대응변수들의 가중치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사용된 모든 변수가 지수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Re scaling–  =

Actual value Minimum value–

Maximum value Minimum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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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출, 민감도, 적응능력 지표별 대응변수를 통해

산출된 값을 각 지수(노출 지수, 민감도 지수, 적응

능력 지수)로 지칭하였으며, 이 세 지수를 입력하여

건강 취약성 지수(VI, vulnerability Index)를 산출하

였다. 여기서 건강 취약성 지수는 기후변화 취약성

의 개념적인 방향성에 따라 노출 지수(EI, Exposure

Index), 민감도 지수(SI, Sensitivity Index)와 양의 관

계를, 적응능력 지수(AI, Adaptive capacity Index)와

음의 관계를 가짐에 따라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21,28,37)

(식 2)

여기서 α, β는 γ 각 지수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나

타내며 그 값은 1로 설정하였다.

III. 노출, 민감도, 적응능력 지표 분석 결과

1. 노출 지수

미세먼지의 노출 지수는 부산지역의 서쪽에서 동

쪽으로 갈수록 적은 영향을 나타내고, 특히 공업지

역과 교통지역을 중심으로(Fig. 1(b) 참조) 미세먼

지에 대한 노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

별로 살펴보면, 중구(0.38)와 사하구(0.37)에서 노

출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부 지역인 기

장군(-0.01), 해운대구(-0.02)와 영도구(-0.05)는 노출

지수가 가장 낮은 값으로 분석되어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위험이 가장 적은 곳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의 지표별로 지역적 편차의 원인을 파악

하기 위해 각 지표들의 변수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노출 지수는 중구와 사하구 지역이 높은 반면

기장군, 해운대구, 영도구는 낮게 나타났으며 Fig. 2

와 같이 대응변수별 기여도를 제시하였다. 

높은 노출 값을 보인 중구와 사하구의 노출 대응

변수를 분석한 결과(Fig. 2(a)), 중구지역은 PM10농

도(55.7 μg/m3, 전체평균 51.3 μg/m3), 미세먼지 발생

일수(873일, 전체평균 777일), PM10배출량(1,272 ton/

km2, 전체평균 595 ton/km2)의 변수들이 높은 값을

보였다. 이는 중구의 종합적인 노출 지수에 78.3%

정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하구는 PM10농도

(61.7 μg/m3), 미세먼지 발생일 수(987일)와 일 최고기

온(19.6oC, 전체평균 19.1oC)의 각 대응변수들이 22.3%,

23.2%, 21.6%로 높은 노출 지수에 기여하였다. 

노출 지수가 낮게 나타난 지역의 대응변수 기여도

(Fig. 2(b))분석 결과, 기장군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

와 양의 상관을 나타내는 일 최고기온(19.2oC)이 비

교적 높은 값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대응변수가 전

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해운대구는 기장군과 유사

한 특징을 보였으며, 영도구는 일강수량이 노출 지

수에 대하여 44.5%의 기여율을 보여 이에 따라 노

출 지수가 낮게 나타났다. 

2. 민감도 지수 

민감도 지수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심지역인 동

구(0.72)와 중구(0.62)를 비롯한 교외지역인 기장군

VI α EI β SI γ AI×–×+×=

Fig. 2. Variables distributions of exposure index on the

regions calculating (a) the high index and (b) the

low index in Busan during 2006~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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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7)과 강서구(0.51)에서 높았으며 북구(0.30), 사상

구(0.28)에서는 낮았다. 전반적으로 지수값이 도심에

서 교외지역으로 갈수록 낮아지다가 교외지역에서

다시 높아졌으며, 지역편차는 약 0.4로 부산지역 내

지역적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먼저 높은 민감도를 보인 동구(도심)와 기장군(교

외지역)의 민감도 변수를 분석한 결과 (Fig. 3(a), 동

구는 부산지역에서 민감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허

혈성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만성 하기도질환의 사망

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하여 높은

인구밀도와 65세 이상 노인과 독거노인과 같은 취

약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

장군은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과 호흡기계 질환 사망

률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13세 이하의 인구비율

(15%, 전체평균 12.2%)이 타 지역에 비하여 높았다.

따라서 대체로 민감도 지수가 높은 지역은 높은 고

령자비율과 높은 미세먼지 관련 질환 사망률이 나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낮은 민감도를 나타낸 북구와 사상구의 민감도 변

수 기여도를 Fig. 3(b)에 제시하였다. 북구는 부산지

역의 낙후지역에 포함되나,40) 민감도 지수는 낮게 나

타났다. 이는 민감도 지표의 대응변수 중 허혈성 심

장질환과 뇌혈관질환 사망률, 고령자 비율과 인구밀

도의 변수 값이 거의 0을 나타낸 것이 중요한 원인

으로 분석되었다. 북구의 미흡한 도시기반시설은 적

응능력(잠재적 피해를 완화 및 대처하는 능력)에 포

함되며 이후 북구의 낮은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

사상구 역시 북구와 유사하게 민감변수 값이 적었으

며, 특히 인구밀도, 고령자 비율과 독거노인 비율의

값이 0으로 산출되어 인구요소의 영향이 큰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민감도 지수가 낮은 지

역은 대부분 대응변수의 값이 비교적 낮았으며, 그

중 인구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적응능력 지수

적응능력 지수는 중구(0.65), 강서구(0.54), 부산진

구(0.52)에서 높은 값을 보여 부산지역의 적응능력

이 높게 평가된 반면, 영도구(0.17)와 북구(0.22)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대응변수 기여도를 Fig. 4에 제

시하였다. 부산지역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인 중구의 적응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 4(a)).

이는 인구당 보건소 인력(6명/만명, 전체평균 2명/만

명), 인구당 의료기관 수(30명/만명, 전체평균 12명/

만명), 인구당 의료종사자 수(219명/만명, 전체평균

108명/만명)의 보건적 적응능력 변수가 타 지역에 비

해 높아 적응능력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

석되었다. 강서구는 인구당 의료기관 수(4명/만명)와

인구당 의료종사자 수(20명/만명)가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함(낮은 보건요소)에도 불구하고 GRDP(62천억

원, 전체평균 34천억 원)와 재정자립도(32.7%, 전체

평균 24.1%)와 같은 경제요소가 타 지역에 비해 높

Fig. 3. Variables distributions of sensitivity index on the

regions calculating (a) the high index and (b) the

low index in Busan during 2006 ~ 2010 (IHD:

Ischemic heart disease mortality rate, CD:

Cerebrovascular disease mortality rate, RT:

Respiratory Tuberculosis mortality rate, CLRD:

Chronic Lower Respiratory disease mortality rate ,

NBLS: Recipient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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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준을 보여 적응능력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낮은 적응능력 지수(Fig. 4(b))를 나타낸 지역인 북

구는 인구당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높았으나, 그 외 다

른 변수들의 값이 거의 0에 가깝게 산정되어 보건요

소ㆍ경제요소가 많이 부족하였다. 영도구는 보건ㆍ복

지ㆍ경제의 적응능력 모든 요소가 낮게 나타나 전반

적인 미세먼지에 대한 적응능력의 사회적ㆍ물적 인프

라가 부산지역에서 가장 미흡한 곳으로 분석되었다. 

IV. 건강 취약성 지수 평가

건강 취약성 지수(Health Vulnerability Index)는 각

지표들의 종합적인 결과로서 앞서 연구 및 분석한

노출, 민감도, 적응능력 지수들의 연산에 의해 산출

되었으며, 그 결과 건강 취약성 지수 범위의 크기는

3이며, 취약성 지수는 –1.4에서 1.7사이에 분포한다.

 

1. 건강 취약성 지수

전 대상기간(2006-2010년)동안 건강 취약성 지수

의 공간분포도를 분석한 결과(Fig. 5), 취약한 지역

은 동구(0.60)와 서구(0.57)로 분석되었다. 반면 해운

대구(-0.12)는 유일하게 건강 취약성 지수가 음의 값

으로 산정되었으며, 수영구(0.05)는 상대적으로 건강

취약성이 낮은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Fig. 6(a)는 건강 취약성이 높게 평가된 지역(취약

지역)인 동구와 서구의 각 지표(노출 지수, 민감도

지수, 적응능력 지수)들의 기여도 분석 결과이다. 동

구의 종합적인 건강 취약성 지수는 0.60으로 노출

지수 0.25와 적응능력 지수 0.38, 민감도 지수 0.73

로 나타났으며, 부산지역 내에서 취약인구비율과 미

세먼지 관련 질환사망률이 높아 민감도 지수가 높게

산출된 지역이다. 서구의 경우, 건강 취약성 지수는

0.57로 분석되었으며 노출 0.28과 민감도 0.61과 적

응능력 0.32의 지수를 나타내어 동구와 비슷한 수준

을 보였다. 특징적으로 서구는 부산지역 내 공업지

역과 교통지역에 위치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이

많으며, 미세먼지와 관련된 질환 사망률(민감도 지

수 기여율 50.3%)이 상대적으로 높은 민감한 지역

으로, 종합적 미세먼지 영향에 대하여 취약한 지역

Fig. 4. Variables distributions of adaptive capacity index

on the regions calculating (a) the high index and

(b) the low index in Busan during 2006~2010

(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Fig. 5. The spatial distribution of health vulnerability

index in Busan during 2006~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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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부산지역의 건강 취약성이 높은 지역은 미

세먼지 영향으로 인한 위험이 많이 노출되었으며, 지

역 내 경제복지보건 등 적응능력 또한 낮아 취약성

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 적응대책을 적용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건강 취약성이 낮게 평가된 지역(해운대구와 수영

구)에 대하여 각 지표의 기여도를 분석하였다(Fig.

6(b)). 가장 낮은 건강 취약성을 보인 해운대구는 부

산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하여 노출

정도(노출 지수: -0.02)가 낮은 지역에 속하며, 민감

도 지수(0.35) 또한 비교적 낮으며, 적응능력(0.44)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종합적인 취약성이 –0.10

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수영구의 건강 취약성

지수는 0.05로 부산지역 내에서 두 번째로 낮게 평

가되었으며, 노출 지수(0.08)와 민감도 지수(0.33)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을 적게 받는 지역에 속하고, 적응능력(0.35)이

다른 지역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역적 차이가

없어 취약성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종합적으로 미세먼지 노출이 높은 도심 및 공업지

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 취약성이 높게

평가되었고(Fig. 1 참조),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력이

적고 보건적ㆍ경제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지역은

취약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2. 건강 취약성 지수 변화

부산지역의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 취약성의 변화

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6년과 2010년의 취약성 지

수 산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Fig. 7은 2006년과

2010년의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 취약성을 공간분포

Fig. 6. The components distribution of the health

vulnerability index on regions calculating (a) the

high index and (b) the low index in Busan during

2006-2010. 

Fig. 7.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health vulnerability

index in Busan in (a) 2006 and (b)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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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시한 것으로, 주로 도심지역은 미세먼지에 대

한 노출이 높아 높은 취약성을 보인 반면 교외지역

은 취약성이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5년간 지역적

차이가 뚜렷이 존재하며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Fig. 8(a)은 2006년과 2010년의 지역별 건강 취약

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취약성이 높은 지

역은 2006년에는 서구(0.44), 동구(0.37)로 나타났으

며, 2010년에는 동구(0.63), 영도구(0.52)로 나타났다.

Fig. 8(b)는 부산지역의 건강 취약성의 5년간의 변화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취약성 지수의 뚜렷한 증가

또는 감소가 나타나는 지점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

는 부산지역 내에서도 지역적 편차가 커졌음을 의미

한다. 특히 동구는 0.37에서 0.63으로 8.9% 비율로

증가하였고 기장군은 0.24에서 –0.08로 10.3% 감소

하여, 이 두 지역이 취약성 변화가 큰 지역으로 분

석되었다. 

Fig. 9(a)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5년 동안 건강 취

약성 지수의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인 동구는 미세먼

지 관련 질환 사망률의 증가로 민감도 지수가 0.62

에서 0.74로 증가하였고, 경제요소의 감소로 적응능

력 지수가 0.46에서 0.31로 낮아졌다. 미세먼지에 대

한 내부적 위험도가 높아지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역 내 능력이 감소하여 종합적인 건강 취약성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장군(Fig. 9(b))은

2006년에 비해 2010년의 적응능력 지수(0.39에서

0.42로 3%증가)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노출 지수

(15%)와 민감도 지수(13%)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

는 지역 내 미세먼지에 대한 잠재적 영향(노출과 민

감도)의 위험이 줄어들어 종합적인 건강 취약성 감

소에 기여가 컸으며, 취약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적

응능력이 다소 향상되어 취약성 증가를 억제시킨 것

으로 분석되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2006~2010년

동안 미세먼지 대상 건강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이

를 위해 노출, 민감도, 적응능력 지표에 대한 지수

값을 생성하였으며 행정구역별 건강 취약성을 정량

Fig. 8. (a) The regional health vulnerability index and (b)

difference of its index in Busan in 2006 and 2010. Fig. 9. The components distributions of the health

vulnerability index on (a) Dong-Gu and (b)

Gijang-Gun in 2006 and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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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평가하였다. 입력자료는 미세먼지 관련 농도

및 배출량과 기상자료, 사회ㆍ인구ㆍ보건ㆍ경제ㆍ질

병사망률 통계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표준화

(re-scaling method 적용)와 주성분분석을 통해 지수

별 대응변수의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노출 지수는 주로 공업교통 지역인 중구와 사하구

로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지역에서 높게 평가되었다.

노출 지수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대응변수)은 미세

먼지 노출에 대한 직접적인 요인인 미세먼지 농도와

미세먼지 발생일 수, 미세먼지 배출량의 영향으로 높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감도 지수는 도심과 교외

지역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미세먼지 관

련 질환 사망률 및 환경노출 민감군(고령자ㆍ어린이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적응능력

지수는 중구, 강서구와 부산진구로 나타났으며 이 지

역들은 경제ㆍ복지ㆍ보건요소가 타 지역에 비해 높

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노출, 민감도, 적응능력 지표를 종합하여 산출한

건강 취약성을 행정구역별로 평가한 결과, 건강 취

약 지역은 동구와 서구로 나타났다. 이 지역들은 미세

먼지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노출이 컸으며, 높

은 미세먼지 관련 사망률과 취약 인구 비율로 잠재

적 영향의 위험이 높고, 경제 요소의 적응능력이 낮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해운대구와 수영구가 건

강 취약성 지수가 낮은 지역으로 평가되었으며 미세

먼지에 대한 영향을 적게 받아 위험도가 낮고 타 지

역에 비해 보건ㆍ경제요소의 적응능력이 높게 분석

되었다. 

본 연구에서 부산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더 심도 있는 정량적 방법으로 취약성을 평가하려

하였으며, 각 지역의 건강 취약성을 상대적인 비교

를 통해 우선순위를 도출하였고, 취약한 원인을 파

악하였다. 이는 지자체에서 각 지역의 취약성을 낮

추기 위한 적응정책 수립과 대책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또한 과거 관측ㆍ측정 데이터

나 통계자료의 지표를 이용한 취약성 분석을 실시하

였으나, 좀 더 상세하고 정확성이 높은 데이터를 활

용하여 취약성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 대기질 예측

모델 등을 이용하여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성이나 미래 취약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의 미세먼지에 대한 취약한 점을 파악하여 피

해의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환경노

출 민감군에 대한 집중적 관리와 보건적 물적ㆍ인적

인프라 강화, 취약성 및 적응ㆍ위험 노출의 인식 증

대 위한 사회적ㆍ정책적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며,

미세먼지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사전예방 시스템 구

축하거나,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집중

투자 및 지원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과 제도적 역

량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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