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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oT 빅데이터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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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배경

• 2021년 여름, 짧은 장마 후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서울 기준 평년보다 폭염이 7일 더 발생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폭염 취약집단은 폭염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사망 위험

이 높으며, 기후변화로 증가세인 폭염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이들의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

- eg. 미국 이민 노동자들은 시민권자들에 비해 폭염으로 인한 사망확률이 3배 더 높음(CDC)

- 고령층과아동은신체적으로 고온에 취약, 저소득가구는냉방시설이 갖춰지지 않거나 열효율이 낮은 주거환경

등으로 인하여 폭염에 대한 적응능력이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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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은 건강 불평등 차원에서 중요한 도시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기후변화 시대에 증가하는 폭염에 대비하여 폭염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노후화된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

Image : https://www.theguardian.com

분석 배경

주거환경개선우선지역선정폭염취약지역진단기온의시공간트렌드분석 폭염취약요인분석

• 하지만 정부 예산은 한정적이므로 폭염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나 계층을 시작으로 하는 순차적 개선이 현실적 해결방안

→ 우선적으로 개선할 지역 선별을 위해 폭염취약 지역 진단이 선행되어야 함

서울시 폭염의 트렌드와 폭염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폭염 취약성 지도를 작성함으로써

폭염 취약지역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우선 주거환경 개선지역을 선정
분석목표

https://ajph.aphapublications.org/doi/10.2105/AJPH.2017.30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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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인사이트 리포트 2호

이번 6호 리포트

선행 분석 검토

• 시간적 범위: 2020년 여름철 특정 조건 만족하는 폭염일 1일

• 자료: S·DoT 센서 850개의 시간대별 기온 자료

• 방법: 공간분석 (기온 분포 및 지점 간 기온 편차 분석, 핫콜드스팟 분석)

• 시간적 범위: 2021년 여름 3개월 (6~8월)

• 자료: S·DoT 센서 1,100개의 시간대별 기온, 습도 자료

• 방법:  시공간분석 (시간 트렌드와 공간 분포를 모두 고려한 패턴 마이닝 분석)

N = 1100

1. 체감온도와 폭염

<Trend of extreme heat>

Image: https://pro.arcgis.com

<Space-Time analysis>

N = 850

시간적 범위 확대
자료 해상도 증가

분석방법 변경

<Hotspot analysis>

<24 hours Temperature>

※ S·DoT 관련하여 2호에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음

https://data.si.re.kr/node/55616


폭염 및 체감온도의 정의

•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날로 정의됨

- 기존에는 일 최고기온이폭염의 기준이었으나, 2020년 5월부터 일 최고체감온도가기준이 됨

- 폭염이 2일이상지속될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상청에서는 폭염주의보를발효함

※ 참고: 기온이 33℃를넘어가면도시·농촌 구분없이 열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함(김도우외, 2014). 즉 폭염 기준은 사람의 체열 조절능력이 고려된 것임

• 체감온도란 인간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여름철 체감온도는 통상 일 최고 체감온도를 의미

- 정주 공간에서 사람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일반 기온에 비해 사람의 건강 및 삶의 질과 특히 밀접하게 관련

- 같은 기온이라도 습할 때 더 덥다고 느끼는 것을 고려하면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 특보는 보다 실질적인 기준으로 변경된 것임

• S·DoT에서 측정된 시간대별 기온 중 일 최고기온을 추출하고 해당 시간대의 습도를 결합해 체감온도를 계산하여 분석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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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의 정의: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날

S·DoT 도시데이터 센서는 기온과 상대습도를 동시에 측정하므로 체감온도 기반 폭염 분석에 자료로 적합

S·DoT 측정센서 (13)

Input Data

• 기온(℃)
• 상대습도(%)

체감온도 = -0.2442 + 0.55399Tw + 0.45535Ta – 0.0022Tw2 + 0.00278TwTa + 3.5 

Tw = TaATAN[0.151977(RH + 8.313659)1/2] + ATAN(Ta + RH) – ATAN(RH – 1.67633) + 

0.00391838RH3/2ATAN(0.023101RH) – 4.686035 

(RH = 상대습도(%))

• Ta = 기온, Tw = 습구온도(Stull의 추정식 이용)

출처: 기상청

※ 체감온도 산출식 (여름철, 5~9월) 

1. 체감온도와 폭염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94060


체감온도와 기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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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느끼는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높기도 혹은 낮기도 하며 ’21년 여름의 경우 그 차는 최대 3.4℃ 까지도 관찰

습도는 체온조절과 관계가 있으므로 폭염 취약성은 체감온도로 분석됨이 더 타당

1. 체감온도와 폭염

• 정온동물인 포유류는 땀을 배출하여 몸을 냉각시킴으로써 더운 날 체온이 37℃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습

도는 이러한 인체의 냉각을 방해하는 요인임 (MIT Technology review)

• 2021년 여름의 체감온도와 기온의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체감온도가 기온보다 높아지기도 혹은 낮아지기도 하

는 등 일정하지 않음

• 즉, 폭염은 체감온도로 분석되어야 하며 최근 변경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 역시 이러한 시각이 반영되어 있

다고 할 수 있음

→ 느끼는 것보다 더 높게 측정

체감온도 < 기온

→ 느끼는 것보다 더 낮게 측정

체감온도 > 기온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21/07/10/1028172/climate-change-human-body-extreme-heat-survival/


서울시 주요 주거 공간에 대한 폭염의 탐색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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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주거공간에 대한 일 최고 체감온도를 이용, 폭염 심각도에 대한 지역간 차이를 탐색적으로 분석

탐색 목적: 서울시 주거 지역 간 폭염의 빈도(Frequency), 지속기간(Duration), 강도(Intensity)의 차이 확인

탐색적 분석 대상: 서울시 25개 주거 지점

※ 분석지점 라벨링은 가나다순

주거13: 마포구 연남동 소재 (주택가) 주거02: 강동구 명일2동 소재 (아파트단지)

토지유형별 24시간 동안의 기온변화

• 왜 폭염의 빈도, 지속기간, 강도를 살펴보았나?

- 기존 연구들은 건강 관리 및 폭염에 대한 대비책 수립에 있어 폭염의빈도와강도를중요한 요소로 꼽음

- 폭염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단순한 더위를 넘어 재해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기간도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고려대상에 포함

• 왜 주거공간에초점을 맞추었나?

- 지난해 폭염날의 기온을 24시간 동안 관찰한 결과, 약 9시~15시를 제외하고는 상업공간, 주거공간, 개

방공간, 산지공간별로 기온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 토지유형별 기온특성이 각기 다름을 확인하였음

- 따라서 ‘주거공간’으로 분류된 곳에 설치된 S·DoT 25개지점에대한체감온도로분석을 한정

1. 체감온도와 폭염



서울시 주요 주거 공간에 대한 폭염의 탐색적 분석: 빈도

• 기상 상황에 따라 폭염 빈도는 주거 지역 간에도 매우 다양

- 더위가 평년 수준이었던 6월에는지역에 따라 1~7일의 폭염이 관측됨

- 짧은 장마로 인해 무더웠던 7월에는25개 측정지점 모두에서 20일이상의폭염이 발생함

- 소나기가 잦았던 8월에는폭염 빈도가 최소 7일(주거03-강북)에서 최다 19일(주거13-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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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름, 폭염 최고 빈도는 53일(주거13-마포), 최소 빈도는 28일(주거03-강북)로 25일 차이

1. 체감온도와 폭염

6월

7월

8월



서울시 주요 주거 공간에 대한 폭염의 탐색적 분석: 강도

• 올여름 폭염이 가장 강했던 지점은 주거22-은평으로 최고 폭염 강도 약 7.2°C를 기록(7월 23일, 체감온도 약 40.2℃)

• 최고 강도가 가장 낮은 곳(주거03-강북)은 강도가 3.7℃로 폭염 강도의 지역간 차이는 매우 큼

11

2021년 여름, 최고 강도가 가장 높은 지점(주거22-은평)의 체감온도는 40.2℃

각 측정지점별 최고 폭염 강도 비교 시, 지역 간 폭염 강도차는 최대 3.5℃

1. 체감온도와 폭염



서울시 주요 주거 공간에 대한 폭염의 탐색적 분석: 지속기간, 시종일

• 올해 서울의 첫 폭염 시작일은 6월 9일, 가장 늦은 종

료일은 8월 28일

- 연속으로 2일 이상 폭염이 처음 지속된 날은 6월 12일(주거15-서초,

주거24-중구,주거13-마포),마지막 관측된 날은 8월20일(주거13-마포)

• 각 주거 지역 간에도 폭염 시작일과 종료일의 차이는

매우 컸음

- 가장 이른 폭염 시작일은 6월 9일, 가장 늦은 폭염 시작일은 7월

8일로 시작일의 지역간 차는 최대 약 한 달

- 폭염이 가장 먼저 끝난 지점은 주거03-강북(8월 9일), 가장 늦게

끝난 지점은 주거24-중구로(8월28일), 두 지역간 차이는 약 19일

• 폭염의 최장 지속기간이 가장 짧은 곳은 12일, 가장

긴 곳은 32일로 두 지역은 20일 차이

- 올여름 폭염 지속기간이 가장 길었던 곳은 주거12-동작으로,

7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최장32일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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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라 폭염 시작일은 최대 약 30일 차이, 폭염의 최장 지속기간은 지역 간 최대 20일까지 차이 발생

가장 빠른 폭염
(6/9)

가장 늦은 폭염
(8/28)

1. 체감온도와 폭염



서울시 주요 주거 공간에 대한 폭염의 탐색적 분석: 빈도-지속기간-강도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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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은 최고 강도가 높거나 최장 지속기간이 긴 지점에서 발생횟수도 많았음

• 올여름 폭염 강도가 가장 강했던 곳(주거22-은평)과 폭염 기간이 가장 길게 지속되었던 곳(주거12-동작)은 폭염 빈도도 높았음

빈도 (일)

• 폭염의 빈도는 최고 강도 및 최장

지속기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 빈도와 최고 강도, 최장 지속기간 간

상관계수는 각각 0.573, 0.413이었음

1. 체감온도와 폭염



서울시 주요 주거 공간에 대한 폭염의 탐색적 분석: 지점 간 폭염 패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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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지속기간이 긴 지역의 특징: 체감온도가 느리게 하락함에 따라 폭염이 끊이지 않고 지속

폭염 강도가 강한 지역 특징: 체감온도가 오를 때 급상승하며 높은 강도를 기록

• 상대습도 차이만으로도 체감온도 차이가 발생하기도 함

- 7월 23일 일 최고기온이 39.8°C인주거22-은평 지점의 상대

습도는 54%였고체감온도가 40°C였음

- 같은 날, 주거12-동작의 일 최고기온은 39.6°C 로 주거22-은

평의기온과유사했지만, 습도가36%로 상대적으로낮아체감

온도가 37.8°C였음

39.6 °C

39.8°C

일 최고기온

2.4°C
차이

상대습도

36 %

54 %

37.8 °C

40.2 °C

일 최고 체감온도

(최장 지속기간이 가장 긴 지점) (최고 강도가 가장 강한 지점) (평균 강도 및 지속기간이 모두 중앙에 근접한 지점)

주거12-동작 →

→주거22-은평

2021. 7. 23

1. 체감온도와 폭염

폭염 33°C

7. 21

느린 하강

빠른 상승

7. 21

폭염 유지
최고 강도 기록



• 3차원 시공간 데이터 개념 및 분석 과정

• 3차원 시공간 데이터의 시각화 및 클러스터링 결과

• High와 Low 클러스터 간 체감온도와 폭염일수 차이 비교

2. 여름철 체감온도의 시공간분석



3차원 시공간 데이터 개념 및 분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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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Time cube 데이터는 하나의 파일에 시간 및 공간 정보를 모두 포함

3차원 시공간 데이터를 이용하면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고려한 클러스터링 분석이 가능

2. 여름철 체감온도의 시공간 분석

변환 시공간 패턴
클러스터링

serial date temperature_maxhumidity sensible_temperature

0 OC3CL2000122021-06-01 27.5 47 27.31361

1 OC3CL2000122021-06-02 33.1 31 30.89693

2 OC3CL2000122021-06-03 24.9 70 26.62881

3 OC3CL2000122021-06-04 28.1 29 26.00513

4 OC3CL2000122021-06-05 29.9 41 29.0403

5 OC3CL2000122021-06-06 29.9 46 29.54909

6 OC3CL2000122021-06-07 24.7 53 25.10502

7 OC3CL2000122021-06-08 30.8 40 29.79676

8 OC3CL2000122021-06-09 35.8 30 33.28508

9 OC3CL2000122021-06-10 33.3 35 31.59956

10 OC3CL2000122021-06-11 27.8 61 28.83107

11 OC3CL2000122021-06-12 34.6 36 32.96126

12 OC3CL2000122021-06-13 35.8 38 34.36207

13 OC3CL2000122021-06-14 33.7 40 32.58327

14 OC3CL2000122021-06-15 26.2 71 28.01737

15 OC3CL2000122021-06-16 31.4 39 30.26114

16 OC3CL2000122021-06-17 26.6 53 26.96809

17 OC3CL2000122021-06-18 24 83 26.65616

18 OC3CL2000122021-06-19 32.7 37 31.27224

19 OC3CL2000122021-06-20 34.4 40 33.25791

20 OC3CL2000122021-06-21 32.8 34 31.00155

21 OC3CL2000122021-06-22 31.5 41 30.57791

22 OC3CL2000122021-06-23 30.4 48 30.23312

23 OC3CL2000122021-06-24 32.5 40 31.42859

• 분석범위: 2021년 6월 1일 ~ 8월 31일 (여름철)

• 분석자료 : S·DoT 센서 데이터 1,100개로부터 얻은 일 최고 체감온도

S·DoT 시계열 데이터
(체감온도)

S·DoT 위치 데이터

결과물 (2차원)

시계열적으로 유사한
값을 가지는 공간들이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임

분석 절차

Image : https://pro.arcgis.com

Data 형태: 하나의 파일에 시공간정보가 모두 포함



▶ 3차원 시공간 패턴 클러스터링 분석 결과, 같은 서울일지라도 지역간

상대적으로 기온이 더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이 존재했음

3차원 시공간 데이터의 시각화 및 클러스터링 결과

◀ 3차원 시공간 데이터의 시각화를 통해 2021년

서울의 폭염은 대체적으로 7월 20일~8월 10일

사이에 집중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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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서울의 폭염은 주로 7월 20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 집중

시공간 패턴 클러스터링 결과 High, Middle-High, Middle-Low, Low 4개의 클러스터가 도출

7/20 
~ 8/10

6.1

8.31

폭염
↓

<2021년 여름 체감온도의 3차원 시각화 결과>

<3차원 시공간 패턴 클러스터링 결과>

- 헥사곤을 1km, 클러스터의 개수를 4개로 했을 때 각 클러스터 간 특성이 가장 잘

분리되었으며, 각 클러스터별 평균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클러스터에 라벨링을 함

(각각 High, Middle-High,Middle-Low, Low클러스터)

- High 클러스터 지역은 원효· 청파· 공덕, 독산· 구로, 연남· 서교, 창동, 창신· 숭인동

등 일대로, 서울의 다른 곳 보다2021년 여름에 상대적으로기온이 더 높았던 곳임

H

60

M-H M-L L

162 154 70

2. 여름철 체감온도의 시공간 분석



High와 Low 클러스터 간 체감온도와 폭염일수 차이 비교

• 2021년 여름의 High와 Low

클러스터 간 체감온도 차 최대

치는 2.7 ℃ (7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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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름 기준, High와 Low 클러스터 간 체감온도 차는 최대 2.7℃까지도 발생

High 클러스터는 Low 클러스터보다 체감온도가 평균 1.7℃ 높았고 폭염은 21일 더 빈발

최고 체감온도(℃) 최저 체감온도(℃) 폭염일수(일)

1.7 ℃ 1.8 ℃ 21일

구분

• 29℃ 이상에서 1℃ 증가할수록

- 열 질환 사망률 15.9% 증가

- 뇌졸증 사망자 1.3% 증가

- 정신관련 사망률 현저히 증가

• 폭염기준인33℃가 넘어가면서부터

열로인한사망률이도시·농촌구분없이

급격히증가

※ 1℃ 차이와 33℃의 의미

                                           

       

    

           

          

   

                           

          

  

  

  

  

  

  

  

 
 
  
 
  

 
 
  

 
 
  
 
 
 
  
  
  

 
 
 
  
 
 
 
 
  
  
  

폭염기준

• High와 Low 클러스터 간 체감온도 차: 2.7℃

※ Low 클러스터만 폭염 기준에 미달

2021.7.2

체
감

온
도

(℃
)

<클러스터별 평균 일 최고 체감온도>

                                           

       

    

           

          

   

                           

          

  

  

  

  

  

  

  

 
 
  
 
  

 
 
  

 
 
  
 
 
 
  
  
  

 
 
 
  
 
 
 
 
  
  
  

- High 클러스터 34.9℃, Low 클러

스터 32.2℃였음

- 이날, 모든 클러스터가 폭염 기준

(33℃)을 충족, Low 클러스터만 폭

염 기준 미달

• High와 Low 클러스터 간에는 온도차가 평균 약 1.7℃, 폭염일수는 21일 차이

평균 체감온도(℃)

<각 클러스터별 일 최고 체감온도에 대한 기초통계>

※ 일 최고 체감온도의 클러스터별 평균, 최고, 최저치임

33.0

32.5

32.0

31.3

38.2

37.9

37.3

36.5

High

Middle-High

Middle-Low

Low

26.1

25.6

25.0

24.3

50

38

33 

29
(김도우 외, 2014) 

※참조: 이원경(2016), 강시혁(2016), Liu et al.(2021)

1.7 ℃ 

2. 여름철 체감온도의 시공간 분석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9406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04642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167527316314322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160412021001586


• 폭염 취약 지역 추출을 위한 취약 요인들의 공간분포 확인

• 취약 요인 밀집지역 분석

• 서울시 도시공간의 폭염 취약성 지도 도출

• 주거 환경 우선 개선지역의 선정 및 검토

3. 서울시 도시공간의 폭염 취약성 분석



폭염 취약 지역 추출을 위한 취약 요인들의 공간분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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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취약 요인을 크게 인구학적·주택 관련·경제적 요인 세가지로 정의하고 각 요인별 취약 변수를 선정함

3. 서울시 도시공간의 폭염 취약성 분석

Data: SGIS (2020)  

고령인구 유소년인구

주택 노후도 주택유형

Data: KCB 생활금융(가구판) 집계구별
1분위 가구의 신용통계정보 (2020.12)  

저소득가구
• 낮은 소득으로 냉방가전을 갖추지 못했거나 냉방가전

사용시 전기료 부담 등으로 폭염 대응 능력이 부족한 집단

- 저소득가구 : 집계구별 소득1분위에해당하는 가구 수

• 신체적으로 체온 조절 능력이 미흡하여 열에 더 취약하거

나, 폭염 시 낮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인구집단을 선정

- 고령인구: 집계구별 만 65세이상인구 수

- 유소년인구: 집계구별 만 14세이하인구 수

인
구
학
적
요
인

주
택
관
련
요
인

경
제
적

요
인

• 건축된 지 오래되었으면서 에너지 효율이 낮은 주택유형인

경우 폭염 시 열에 취약

- 노후주택:집계구별 1989년이전에지어진 주택 수

- 주택유형:집계구별 다세대·단독·연립주택,영업용건물내 주택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

Data: SGIS (2020)  

Data: SGIS (2020)  

Data: SGIS (2020)  



취약 요인 밀집지역 분석

• 3개 요인에 대해 핫스팟 지역을 추출함으로써 취약요인 밀집지역 산출

21

취약성 요인별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핫스팟 분석 실시하여 각 요인별 밀집지역을 도출

Hotspot

고령인구 유소년인구

주택 노후도 주택유형

저소득가구

성북
은평

구로

노원

강남

광진

양천

도봉

노원

중구

용산

성북

구로

관악

광진

종로

• 핫스팟 분석(hotspot analysis)은 공간
패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군집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분석 방법임

• 단순 강도를 나타내는 히트맵(heat map)과
달리 공간적 자기상관의 개념을 포함

• 지도에 나타나는 붉은색(핫스팟)은 높은
값들의 군집이고, 파란색(콜드스팟)은 낮은
값들의 군집임

※ 핫스팟 분석이란?

은평

양천

강서

강북 강북

- 인구학적요인밀집지역: 고령인구 핫스팟 지역 or유소년 인구 핫스팟 지역

- 주택관련요인밀집지역:  노후주택 핫스팟 지역 and열효율 낮은 주택유형 핫스팟 지역

- 경제적요인밀집지역: 저소득가구 핫스팟 지역

3. 서울시 도시공간의 폭염 취약성 분석



서울시 도시공간의 폭염 취약성 지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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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취약 요인 모두 성립한 지역이 폭염에 가장 취약한 지역임

• 인구학적, 주택관련, 경제

적 3가지 요인 모두에 대해

취약한 지역이 관찰됨

3개 취약요인 성립
2개 취약요인 성립

취약 밀집지역

체감온도 클러스터

도봉
노원

강북

중랑

강동

송파

강남

서초
관악

동작

금천

구로

양천 영등포

강서

서대문

은평

종로

중구
성동

광진
마포

성북

동대문

용산

- 강북구 미아동, 구로구 대림동, 성북

구 장위동, 성북구 정릉동 , 송파구

잠실동, 양천구 신월동, 용산구 보광

동, 은평구 불광동, 종로구 창신동, 

중구 광희동 등의 일부 지역이었음

(이상지역정렬은가나다순)

• 2가지 취약요인 성립지역

은 3가지 성립지역 다음

으로 폭염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음

3. 서울시 도시공간의 폭염 취약성 분석



주거 환경의 우선 개선지역 선정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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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가장 취약하면서 동시에 체감온도 또한 가장 높은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곳을 우선 지역으로 선정

광희동과 장위동 내 일부가 여름에 가장 기온이 높으면서도 폭염에 가장 취약한 지역 → 최우선 개선지역

• 2순위 개선지역은 폭염에 대한 취약성을 모두 갖추고 Middle-High 클러스터에 속하는 지역

- 종로구 창신동, 양천구 신월동, 강북구 미아동 용산구 보광동, 영등포구 대림동

- 그중 보광동에 해당하는 집계구 내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재건축 진행 중 (보광동272-3)

Image : 네이버 거리뷰, 서울시 집수리 닷컴

• 3순위 개선지역은 2개 취약요인 성립(인구학적·주택관련) 지역에 대해 High → Low  클러스터 순으로 순차적 개선

※ 재건축 관련 정보는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현황을 참조함

• 최우선 개선지역은폭염에 대한 취약성을모두 갖추고(= 3개 요인에서모두 취약) High  클러스터에 속하는 지역

- 중구광희동2가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일대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 구역임 (2020-10-27 구역지정공고)

- 성북구장위동에해당하는 집계구 내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재건축 진행 중 (장위동62-1, 삼익아파트앞)

3. 서울시 도시공간의 폭염 취약성 분석

< 중구 광희동 일대 > < 성북구 장위동 일대 >



4. 종합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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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도출 및 결론

4. 종합 결론

1. 2021년여름폭염심각도분석 결과,같은 서울일지라도환경·기온·습도차로인해지역간 폭염의 강도와지속기간에다소차이존재

3. 폭염에 취약한 요인을 3가지(인구학적·주택 관련·경제적 요소)로 살펴보고 분석한 결과, 모든 요인에 대해 취약하면서도 상대적

고온 클러스터에 속하는 지역이 존재했고 해당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 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곳으로 판단됨

4.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 취약지역 분석에 따른 주거 환경의 순차적 개선은 도시 내 폭염으로 인한 건강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온과 습도를 동시 측정하는 S·DoT은 향후 다양한 폭염 연구를 위해 유용할 것

Image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https://surc.or.kr)

- 폭염 시 습도는 체온조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 습도가 고려된 체감온도로 폭염을 분석한 결과, 지역 간 폭염 빈도 차는 25일, 폭염 지속

기간 차는 20일, 폭염 강도 차는 3.5℃ 까지 관찰

2. 서울시 체감온도에 대해 시공간을 고려해 4개 클러스터로 분류했더니 같은 여름 기간 동안에도 상대적으로 체감온도가

더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이 관찰

- 상대적으로 체감온도가 더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두 클러스터간 체감온도의 차이는 평균 1.7℃, 폭염일수는 21일 차이가 있었음

- 33℃를 기점으로 열 관련 사망률이 급증하고, 29℃ 이상에서 1℃ 증가 시마다 사망률·질병이 급격히 증가함을 고려할 때 이는 큰 차이로 간주됨

<주택 열효율 개선 전> <주택 열효율 개선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