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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폭염은 비정상적인 고온 현상이 여러 날 지속 되면서 일사병, 열사병, 호흡기 질환 등 온열 질환을 유도하고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하는 심각한 자연재해이나 이와 같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에서는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로당, 주민센터, 보건소, 마을회관, 은행, 도서관 등과 같은 시
설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여 전국에 약 46,000여 개소의 무더위 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계속적인 추가 지정을 통해
전체 무더위 쉼터 개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무더위 쉼터의 위치, 수용인원, 운영시간, 시설 정보 등과 같은 단
순 정보들만 제공되고 있고 이에 대한 홍보 또한 부족하여 무더위 쉼터에 대한 활용도는 많이 떨어지고 있다. 폭염 피
해는 고온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수 있는 야외작업장, 농촌지역 취약계층 등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고, 고령 인구가
많거나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피해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사회 소외계층 등과
같은 폭염 취약계층의 경우 폭염의 피해에 상대적으로 크게 노출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무더위 쉼터를 이
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무더위 쉼터 정보를 GIS 맵 기반으로 구축하고, 실제 폭염 노출 누적시간을 고려한 폭염
위험 지역 분석 정보, 고령 인구 및 폭염 취약계층 분포 정보 등을 연계하여 이를 가시화함으로써 무더위 쉼터 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고,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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