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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to analyze data of climate change impacts on social infrastructure using
text-mining methodology, and to visualize the spatial information by integrating those with regional data
layers.
First of all, the study identified that the following social infrastructure; power, oil and resource

management, transport and urban, environment, and water supply infrastructures, were affected by five
kinds of climate factors (heat wave, cold wave, heavy rain, heavy snow, strong wind). Climate change
impacts on social infrastructure were then analyzed and visualized by regions. The analysis resulted that
transport and urban infrastructures among all kinds of infrastructure were highly impacted by climate
change, and the most severe factors of the climate impacts on social infrastructure were heavy rain and
heavy snow. In addition, it found out that social infrastructure located in Seoul and Gangwon-do region
were relatively largely affected by climate chang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that atypical data in media
was used to analyze climate change impacts on social infrastructure and the results were translated into
spatial information data to analyze and visualize the climate change impacts by regions.
Key Words : climate change impact, social infrastructure, text-mining, spatial information, climate

change adaptation

요약 : 본 연구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데이터들을 추출 및

분석하고, 이들을 행정구역 공간정보와 연계하여 분석·표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전력시설, 교통·도시기반

시설, 유류·자원관리시설, 환경시설, 용수공급시설의 사회기반시설 중 다섯 가지(폭염, 한파, 호우, 대설,

강풍) 기후 요소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시설을 파악하고, 각 시설별로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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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후변화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관찰 및 전망

되며, 기후변화 영향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전혀 다르

게 나타나기도 한다. IPCC(2014)에서는 기후변화에 대

한 적응이 위치 및 상황 특정적이므로 지역별 일관된 기

후변화 적응 방안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지방정부 또는 도시 단위 등과 같은 국가 하

부 단위(sub-national level)에서 자체적으로 기후변화 적

응을 추진해 나가는 추세이다.

국내 정부 관계기관에서는 지자체의 자발적 기후변

화 적응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오고 있다.

기상청에서는 한반도 기후 시나리오 기반으로 광역시

도, 시군구, 읍면동 단위의 기후변화 경향과 미래 전망

에대한상세분석을제공하고있다. ME andNIER(2012)

에서는 기후 시나리오를 활용한 지역별 기후변화 취약

성 지도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가기후변화적응

센터에서는 기후 시나리오와 경제사회학적 측면의 정

보들을 연계하여 지역별 취약성 평가 결과를 온라인상

으로제공해주고있다(VESTAP, https://vestap.kei.re.kr/).

이러한 정보들은 모두 공간정보와 연계하여 제공하여

지자체에서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추진의 과학적 근거 기반을 마련

하기 위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공간정보를 분석하는 것

이 더욱 중요해졌다. 반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공간

정보와의 연계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Kim et al., 2014).

우리나라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시설의 피해가 급

격히 증가해 왔다. 21세기 초(2004~2013년)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는 20세기 초(1916~1925년) 대비 약 12배

증가하여 평균 8,329.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NEMA, 2013). 특히, 자연재해로 인한 공공시설의 피해

가가장눈에띄게증가하였다. 20세기초공공시설에대

한 재산피해는 전체 재산피해액의 3.7%(평균 25.5억 원)

정도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반면, 기후변화 현상이

심해지는 21세기 초반에는 공공시설 피해액은 전체 재

산피해액의 약 65.0%(평균 5,146.9억 원)으로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하였다(NEMA, 2013). 공공시설에 대한 피

해는 한 세기 만에 재산피해액 측면에서 약 212배, 비중

측면에서는 약 17배 상당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기후변

화로 인한 공공시설의 피해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

부에서는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공

공기관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촉구하

고 있다(ME ROK Press, 2016).

상기와 같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부족한 편

이다. 국외의 자료에는 시설별 기후변화 영향을 유형별

로 정리·소개한 자료는 다수 존재하며(Boyle et al., 2013;

EUCommission, 2013; ATSE, 2008; JointMinistries, 2015),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을 비용적 측면으로 환산

하여 보여주는 연구들이 그간 진행되었다 (Schweikert et

al., 2014a; Schweikert et al., 2014b; Nemry and Demirel,

2012; Cutter et al., 2014). 국내에서는 지역별 사회기반시

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분석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Myeong et al., 2009; Myeong and Yi, 2009; Myeong et al.,

2010), 일부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연구가 진행되었

다는 한계점이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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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영향은 시설의 위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어,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을 지역 중심으로 비교 분석 및 시각화 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기반시설 중 교통·도시기반시

설이 기후변화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은 주로 호우와 대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의 공간정보를 분석 및 표출한 결과, 강원도와 서

울 지역에 위치한 사회기반시설들이 기후변화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텍

스트마이닝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비정형화된 정보를 추출 및 처리하여 분석하고, 이

를 공간정보로 표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하기위해기후변화영향분석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관련 데이터 구축이 되어오지 않아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공

간정보의 분석이 어려웠던 이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

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 및 관리가 대

체로 미흡하며, 또한 이를 공간정보의 측면에서 기록해

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사회기반

시설 기후변화 영향 분석을 위해 요구되는 체계적 정보

들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텍스트마이닝 등을 통한 비정

형화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시도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연구 시 텍스트마이닝

이 활용되기도 하였다(Kang et al., 2016). 기존의 축적된

자료의 미진함에 대하여,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활용하

여 국내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 분석을 위한 초기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회기반

시설과 기후변화 영향의 상관관계를 분석·고찰하고자

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를 지역별로 시각화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자하였다. (1) 사회기반시설별 기후변화 영향

분석, (2) 기후 요소 중심의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영

향 분석, (3)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 빈도에 대한

지역별 분석 및 시각화를 통해 관련 공간정보의 표출을

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분석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였다. 사회기반시설별 과거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한 정보 수집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과거 정보가 수집·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정형화된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특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

화 영향 발생은 경제·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발생시

키기 때문에 미디어 뉴스자료에 보도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양적인 측면에서 사회기반시설과 기후변화

영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미디어 뉴스자료를

기반으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수행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을 위한 기본 데이터원으로 미디어 뉴

스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미디어 뉴스자료는

Table 1과 같이 미디어 자료 대상 및 범위를 설정하였다.

미디어 뉴스자료를 종합하여 보여주는 네이버 뉴스

미디어 사이트를 주요 자료 수집의 대상 범위로 선정하

였으며, 1980~2015년 동안의 주요 언론사 뉴스자료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1) 자료 수집을

위해 가장 먼저 네이버 사이트 내 키워드 검색 기능을

통해 네이버 자체 자연어 처리 기능을 활용한 1차 자료

추출 및 수집을 하였으며, 1차로 수집된 자료들을 기반

으로 기후변화 영향 분석 목적에 맞는 정보를 추출 및

가공 처리하였다. 키워드 검색 기반의 자료 수집 시 사

회기반시설의 세부시설 범위와 5가지 기후영향 요소를

검색 키워드로 활용하였다(단, 공항 시설에 대한 기후

영향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정보는 조사의 범

위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목적에 맞게 추출 및 가공된 정보를 사용하여 시

설별, 기후요소별 기후변화 영향과의 관계를 빈도 중심

으로 분석·고찰하였다. 또한 광역시·도 단위의 공간정

보 레이어에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영향 데이터를

통합하여 시설별 레이어를 만들었으며, 각 사회기반시

설별 레이어에서 기후요소별 기후변화 영향 발생의 정

보들에 대한 레이어들을 세분화하였다. 이렇게 공간적

으로 표출된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 레이어들을

조합하여 공간적 분석 및 표출하였다.

공간정보 표출을 위해 광역시·도 단위의 행정구역

을 기준으로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의 빈도를 표

출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공간적 지도는 2017년 3월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공간정보시스템 기반 기술연구

소(GIS Developer)2)에서 제공하는 광역시·도 행정구역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의 공간정보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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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riteria of text-mining research

Division Content
Media Naver News (http://news.naver.com/)

Search period 1980-01-01~2015-07-31
Search scope Title and the text of news

Press General newspapers, broadcasting/ communication pres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s of Naver News)
Search keyword in combination of each keyword from detailed social infrastructure and climate factors



자료를 사용하였다. 지역별 기후변화 영향의 자료는 텍

스트마이닝을 통해 추출된 1980-2015년 자료를 사용하

였으며, 기후요소를 고려한 사회기반시설별 기후변화

영향 정보의 레이어들을 구축 및 통합하여 사회기반시

설 기후변화 영향의 공간정보를 분석하였다.

3) 연구의 범위

사회기반시설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기후변화 영향

을 받음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특성 및 기능에 따라

시설을 분류하였다. 사회기반시설은 시설의 주요 기능

에 따라 전력시설, 유류·자원관리시설, 교통·도시기반

시설, 환경시설, 용수공급시설로 크게 분류하였다. 이

는 환경부의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지침 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의 주체 대상 분류를 따

른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주로 폭염, 한파, 호우, 대설, 강풍

의 5가지 기후 요소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범위를 설

정하였다. 과거 기후변화 영향은 주로 호우, 대설, 그리

고 강풍의 기후 요소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기후변화 전

망 시나리오에 따라 온도와 관련된 폭염과 한파의 영향

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의 5가

지 기후 요소를 기후변화의 영향의 주요 기후 요소로 선

정하여 연구·분석하였다.

사회기반시설별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 시 지역적 특

성에 의한 차이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연구 결과의 행

정 및 정책에의 활용목적을 고려하여 전국 광역시·도

수준의 행정구역 기준에 따라 지역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사회기반시설, 기후 요소, 지역 범위는

Table 2과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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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of research.

Table 2.  Scope of research

Subject of Research
Divisions of Research Scope 

Division Specific Division

Social infrastructure

Power infrastructure Thermoelectric power, Nuclear power, Water power,
Combined cycle power, Solar power, Wind power

Oil and resource management infrastructure Oil, Natural gas, LNG, Mineral resource, Coal
Transport and urban infrastructure Road, Airport, Railway, Port
Environment infrastructure Sewage treatment plant, National Park, Landfill

Water supply infrastructure Reservoir, Dam, Waterworks, Rural water, Irrigation
canal

Climate factor Climate factors with (possible) impacts 
in past or future

Heat wave(HW), Cold wave(CW), Heavy rain(HR),
Heavy snow(HS), Strong wind(SW)

Region the whole country Administrative district at the levels of metropolitan, 
do and si



2. 사회기반시설과 기후변화 영향간의

상관관계

키워드 검색 기반의 목적에 맞는 정보를 추출·정리한

결과 총 1,306건의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 사례를

수집하였다. 전력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사례는 총

92건, 교통·도시기반시설의 경우 총 999건, 유류·자원관

리시설의경우총 8건, 환경시설의경우총 123건, 그리고

용수공급시설의 경우 총 84건의 사례들을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는 Table 3과 같이 정리되었다. 1980-2014년 기

간 동안 수집된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의 빈도는

0.76 상당의 높은 양적 상관관계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2015년 데이터는 7월까지만 수집되어 상관관

계 분석 시 제외).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의 공간정보 표출

–777–

Table 3.  Frequency of climate change impacts on infrastructure analyzed by text-mining (1981-2015)

Social Infrastructure
Climate factor

Total
(%) 
of each
infra

(%) 
of total
infraHW CW HR HS SW

Power
infrastructure

Thermoelectric power 4 5 5 0 13 27 29.3 2.1
Nuclear power 8 2 7 1 12 30 32.6 2.3
Combined cycle power 2 3 0 0 3 8 8.7 0.6
Water power 0 0 15 0 0 15 16.3 1.1
Solar power 1 0 2 0 0 3 3.3 0.2
Wind power 1 0 2 0 6 9 9.8 0.7

Sub-total 16 10 31 1 34 92 
– 7.0

(%) 17.4 10.9 33.7 1.1 37.0 100.0 

Transport and
urban

infrastructure

Road 26 71 186 334 140 757 75.8 58.0
Port 0 0 14 10 14 38 3.8 2.9
Railway 11 9 121 23 14 178 17.8 13.6
Airport 2 5 3 11 5 26 2.6 2.0

Sub-total 39 85 324 378 173 999 
– 76.5

(%) 3.9 8.5 32.4 37.8 17.3 100.0 

Oil and resource
management
infrastructure

Oil 0 0 1 1 1 3 37.5 0.2
Natural gas 0 0 0 0 0 0 0.0 0.0
LNG 0 1 2 0 1 4 50.0 0.3
Mineral resource 0 0 0 0 0 0 0.0 0.0
Coal 0 0 0 0 1 1 12.5 0.1

Sub-total 0 1 3 1 3 8 
– 0.6

(%) 0.0 12.5 37.5 12.5 37.5 100.0 

Environment
infrastructure

Sewage treatment plant 0 0 15 0 0 15 12.2 1.1
National park 1 2 46 31 21 101 82.1 7.7
Landfill 0 0 5 1 1 7 5.7 0.5

Sub-total 1 2 66 32 22 123 
– 9.4

(%) 0.8 1.6 53.7 26.0 17.9 100.0 

Water supply
infrastructure

Reservoir 4 2 25 0 2 33 39.3 2.5
Dam 0 0 8 0 0 8 9.5 0.6
Waterworks 2 17 16 0 2 37 44.0 2.8
Rural water 0 0 1 0 0 1 1.2 0.1
Irrigation canal 0 0 5 0 0 5 6.0 0.4

sub-total 6 19 55 0 4 84 
– 6.4

(%) 7.1 22.6 65.5 0.0 4.8 100.0 
Total 62 117 479 412 236 1,306 – 100.0



추출·정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별

기후변화 영향과의 양적 상관관계 분석하였다(단, 유

류·자원관리시설의 경우 수집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유류·자원관리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분석은 진행하지 않았다).

1) 사회기반시설 중심의 기후변화 영향 분석

텍스트마이닝기법을활용해수집된사회기반시설기

후변화 영향의 정보를 토대로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환경시설(0.78), 교통·도시기반시설(0.72), 전력시설(0.67),

용수공급시설(0.64) 순으로높은양적상관관계를보였다.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환경시설, 교통·도시기반시설에

받는 기후변화 영향의 빈도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텍스트마이닝기법을 활용한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을 빈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교통·도시기반시설

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980~

2015년 동안 발생한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 중

77% 상당이교통·도시기반시설과관련하여발생하였다.

1980~2015년 동안 발생한 사회기반시설 분류별 기후변

화 영향의 빈도수는 Fig. 2와 같다.

동 기간 각 사회기반시설 분류별 기후변화 영향이 높

게 나타난 세부시설을 조사한 결과, 전력시설 중에서 원

자력(32.6%)과 화력(29.3%)에 관련된 시설에 대한 기후

변화의 영향이 가장 높았으며, 교통·도시기반시설 중에

서는 도로 시설(75.8%)의 기후변화 영향 빈도가 가장 높

게 나타났다. 환경시설 중 국립공원(82.1%)이, 그리고

용수공급시설 중에서는 상수도시설(44.0%)과 저수지

(39.3%) 관련 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기반시설의 세부시설 중

에서 도로(58%)와 관련된 기후변화 영향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철도(13.6%), 국립공원(7.7%) 순

으로 그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기후변화 영향의 빈도

가 높은 비중으로 확인된 교통·도시기반시설, 특히 도

로와 철도 관련 시설의 기후변화의 영향 빈도가 높게 나

타났다.

2) 기후요소 중심의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 분석

텍스트마이닝기법을 활용해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

로 기후요소 중심으로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의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대설(0.91), 한파(0.87), 호우

(0.85), 강풍(0.79), 폭염(0.73) 순으로 높은 양적 상관관계

를 보였다.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폭설, 한파 등과 연관

된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의 빈도가 유의미한 수

준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은 호우와 대설

에 의한 기후변화 영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980~

2015년 동안 발생한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 정보

총 1,306건 중 36.7%는 호우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전체

의 31.5%는 대설에 의해 발생하였다. 기후 요소별 발생

한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의 비중은 Fig. 3와 같다.

전력시설(92건), 교통·도시기반시설(999건), 환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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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the frequency of climate change impacts by infrastructure.



설(123건), 용수공급시설(84건)별 전체 및 세부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의 주요 기후 요소를 아래와 같이 분

석하였다.

(1) 전력시설 기후변화 영향의 주요 기후 요소

전력시설은 주로 강풍과 호우와 관련된 기후변화 영

향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전력시설에 대한 기

후변화 영향 중 37.0% 상당이 강풍과 관련되었으며,

33.7% 상당이 호우와 관련되어 발생하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력과 관련된 세부시설의 특성에 따라 강풍과 호우

외 다른 기후 요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도 한다. 복

합발전과 관련된 기후변화 영향(8건)은 전체 기후변화

영향 중 각 37.5% 상당 한파와 강풍과 관련되어 발생하

였다. 다섯 가지 주요 기후 요소 중 화력(27건), 원자력

(30건), 풍력(9건) 발전과 관련된 시설은 강풍과 관련하

여 가장 많은 기후변화 영향이 발생하였으며(각각

48.1%, 40.0%, 66.7%), 수력(15건)과 태양광(3건)과 관련

된 시설은 호우와 관련된 기후변화 영향을 가장 많이 받

아왔다. 전력 분야 세부 시설별 기후변화 영향 발생의

주요 기후 요소는 Fig. 4. (a)와 같은 비중으로 나타난다.

(2) 교통·도시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의 주요 

기후 요소

교통·도시기반시설은 대설과 호우와 관련된 기후변

화 영향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교통·도시

기반시설에 발생한 전체 기후변화 영향 중 37.8% 상당

이 대설과 관련되었으며, 32.4% 상당 호우와 관련되어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의 공간정보 표출

–779–

Fig. 3.  Ratio of climate factors that have impacted on
infrastructure.

                  (c) Environment Infrastructure                                                       (d) Water Supply Infrastructure

Fig. 4.  Climate factor analysis of detailed social infrastructure.

                        (a) Power Infrastructure                                                       (b) Transport and Urban Infrastructure



발생하였다.

교통·도시와 관련된 세부 시설의 특성에 따라 기후

변화 영향의 주요 기후 요소의 비중은 서로 다르게 나

타난다. 관련 세부시설 중 도로(757건)와 공항(26건)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은 대설과 관련되어 가장 많이 발생

하였으며(각각 44.1%, 42.3%), 철도(178건)와 항만(38건)

의 경우 호우와 관련되어 가장 많은 기후변화 영향이 발

생하였다(각각 68.0%, 36.8%). 각 세부시설에 대해 발생

한 기후변화 영향의 주요 기후 요소 비중은 Fig. 4. (b)와

같다.

(3) 환경시설 기후변화 영향의 주요 기후 요소

공원, 하수처리장, 매립지 등과 같은 환경시설은 주

로 호우와 관련된 기후변화의 영향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시설에 발생한 전체 기후변화 영향 중

53.7% 상당은 호우와 관련되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환경과 관련된 세부 시설들도 비중은 다르더라도 모

두 호우에 의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각 세부시설

별 발생한 전체 기후변화 영향 중 하수처리장(15건)의

경우 100%, 국립공원(101건)의 경우 45.5%, 매립지(7건)

의 경우는 71.4% 상당이 호우와 관련되어 발생하였다.

환경 세부시설별 기후변화 영향 발생의 주요 기후 요소

는 Fig. 4. (c)와 같은 비중으로 나타난다.

(4) 용수공급시설 기후변화 영향의 주요 기후 요소

용수공급과 관련된 시설은 호우(65.5%)에 의한 영향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용수공급과 관련된 세부

시설의 대부분 또한 호우에 의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

았지만, 상수도의 경우 시설 특성에 따라 한파의 영향

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각 세부시설별 호우와 관련되어 발생한 기후변화 영

향의 비중은 저수지(33건)의 경우 75.8%, 댐(8건)의 경우

100%, 상수도(37건)의 경우 43.2%, 농어촌용수로 및 용

수로(각 1건, 5건)의 경우 100% 상당 차지한다. 용수공

급 분야의 세부시설에 따라 기후 요소별 기후변화 영향

의 발생 정도는 Fig. 4. (d)와 같다.

3. 사회기반시설별 기후변화 영향의

공간정보 표출

1) 전력시설의 지역별 기후변화 영향

전력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은 전라남도(19.8%),

충청남도(15.4%), 강원도(15.4%)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염의 영향에 대해서 전라남도 지역이

가장 높게 받았으며, 한파에 의한 영향은 인천, 전라남

도 및 충청남도 지역, 호우에 의한 영향은 강원도, 대설

에 의한 영향은 전라남도, 그리고 강풍에 의한 영향은

전라남도와 충청남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전력시

설과 관련된 기후요소별 공간정보 레이어들을 통합 및

개별 분석한 지도는 Fig. 5. (a)와 같다.

2) 교통·도시기반시설의 지역별 기후변화 영향

교통·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은 서울특

별시(16.7%), 강원도(13.0%), 경기도(11.0%)에서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폭염에 의한 교통·도시기반시

설의 기후변화 영향은 충청북도에서 가장 취약하지만,

한파, 호우, 대설, 강풍에 의한 기후변화 영향은 사회기

반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것

으로 나타났다. 교통·도시기반시설과 관련된 기후요소

별 공간정보 레이어들을 통합 및 개별 분석한 지도는

Fig. 5. (b)와 같다.

3) 환경시설의 지역별 기후변화 영향

환경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은 강원도(34.1%), 경

상남도(24.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후 요소 중

특히 호우에 의해 경상남도(23.9%) 지역에 위치한 환경

시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며, 대설에 의한 영향은

강원도(65.6%), 강풍에 의한 영향은 경상남도(42.9%)에

서 특히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환경시설과 관련

된 기후요소별 공간정보 레이어들을 통합 및 개별 분석

한 지도는 Fig. 5. (c)와 같다.

4) 용수공급시설의 지역별 기후변화 영향

용수공급시설은 경기도(19.0%), 서울특별시(14.3%),

충청북도(10.7%) 지역에서 기후변화 영향에 가장 취약

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후 요소 중 폭염에 의한 기후변화

영향은 충청북도(33.3%) 지역이 가장 많이 받으며,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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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ransport and Urban Infrastructure

Fig. 5.  Regional comparison of climate change impact frequency of social infrastructure by climate factor.

(a) Power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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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Water Supply Infrastructure

Fig. 5.  Continued

(c) Environment Infrastructure



에 의한 영향은 서울(31.6%), 호우에 의한 영향은 경기도

(23.6%), 그리고 강풍에 의한 영향은 경상남도(75.0%)에

서 가장 많이 받는다. 대설에 의한 기후변화 영향은 확

인되지 않았다. 용수공급시설과 관련된 기후요소별 공

간정보 레이어들을 통합 및 개별 분석한 지도는 Fig. 5.

(d)와 같다.

5) 사회기반시설의 지역별 기후변화 영향

전력시설, 교통·도시기반시설, 환경시설, 용수공급

시설별 구축된 기후변화 영향 레이어들을 통합하여 전

반적인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영향을 지역별 비교·

분석하였다. 행정구역별로 각 지역별 사회기반시설의

밀도와 기후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사회기반

시설 기후변화 영향을 받으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사

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을 많이 받아온 지역이 확인

된다. 각 시설별 레이어들을 통합하여 종합 사회기반시

설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전력시설(92건), 교

통·도시기반시설(999건), 환경시설(123건), 용수공급시

설(84건)별 기후변화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과 각

기후 요소별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은 Fig. 5에 나타내었다. 전반적 사회기반시설의 기

후변화 영향의 지역별 비교그림은 Fig. 6와 같다. 전반

적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강원도(14.8%), 서울(13.9%),

경기도(9.9%) 지역의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영향 빈

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국적으로 사회기반

시설 중 교통·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이 전

반적으로 높게 발생하였으며, 특히 서울과 강원도 지역

에서 가장 높게 발생하였다.

5.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중심의 텍스트마이닝기법을

사용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관련 데이터들을 공간정보

와 연계하여 지역별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을 공

간지도에 분석 및 표출하였다. 주요 사회기반시설은 전

력시설, 교통·도시기반시설, 유류·자원관리시설, 환경

시설, 용수공급시설 5개분류로나누었으며, 사회기반시

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을 일으키는 기후 요소로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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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q. 6.  Integrated regional comparison of climate change impact frequency on social infrastructure.



한파, 호우, 대설, 강풍 5개를 선정하였다. 지역은 광역

시·도 단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삼았다. 사회기반시

설 기후변화 영향이 가장 높게 나타난 사회기반시설의

분류와 지역, 그리고 사회기반시설별 기후변화 영향의

주요 기후 요소를 조사·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시

유류·자원관리시설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수집되지

않아 기후변화 영향의 정도에 대한 해석은 하지 않았다.

연구 결과, 사회기반시설 중 교통·도시기반시설이

기후변화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온 것을 알 수 있었다.

교통·도시기반시설 중에서도 특히 도로 시설이 기후변

화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다른 사회기반시설의 분

류와 비교하여 교통·도시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후변화 영향을 받았던 이유는 지역별 교통·도시기반

시설이 밀집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후변

화 노출도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2016

년 도시·군계획시설 중 교통시설이 31.8%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e-National Index, 2017). 이 외

에도 각 사회기반시설 분류의 세부시설 중에서 전력시

설은 원자력, 환경시설은 국립공원, 용수공급시설은 상

수도 시설이 기후변화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발생한 기후변화 영향의 주요

기후 요소는 호우와 대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각 사회기반시설별 기후변화 영향의 주요 기후 요소는

다르게 나타났다. 전력시설은 강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교통·도시기반시설은대설, 환경시설은호우,

그리고 용수공급시설은 호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시설별 주요 기후변화 영

향의 원인 차이는 각 사회기반시설별 시설적 특징이 서

로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별 기후변화 영향 데이터를 공간정보

와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강원도와 서울 지역에 위치

한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는 서울 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발전을 이

루어 상수도, 교통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상대적으

로 밀집하여 있으며(NGII, 2016), 강원도 지역은 산간

지역으로 인해 폭설, 폭우 등 극한기후가 자주 발생하

는 지역에 기후변화 영향이 높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Yoo et al., 2012). 전력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은

특히 전라남도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통·

도시기반시설은 서울, 환경시설은 강원도, 용수공급시

설은 경기도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기후변화 영향을 받

았다.

본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

회기반시설의 분류와, 기후변화 영향을 일으킨 주요 기

후 요소, 그리고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이 가장 높

았던 지역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각 지자체

별 보유 또는 해당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또는 대응 방안을 마

련하는데 기초자료로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각 사회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그리고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영

향 분석 결과를 활용한다면 효과적으로 자원 및 재원 등

을 분배하여 효과적으로 시설을 관리·운영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디어 뉴스 자료를 기반으로 한 사회기반시설 기후

변화 영향 분석은 실제 발생한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과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미디어 뉴스자료 포함

되어 있는 사건들은 사회와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영

향 및 피해를 발생시키는 유의미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자료들을 활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비정형화된 데이터에서 관련 정보를 추출

하여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

과, 추출된 비정형화된 정보의 처리를 통해 사회기반시

설 기후변화 영향의 데이터들을 공간정보와 연계 및 표

출하는 것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회기

반시설에 대하여 지역별 기후변화 취약 특성을 공간적

으로 표현한 자료는 추후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공공기관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에 있어 기초자료

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보다 정확한 사

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 분석을 위해서는 지역별 사

회기반시설의 위치 및 밀집도 등의 추가적 공간 정보를

연계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사회기반시설 관

련 공간정보가 보다 구체적으로 수집된다면 기후 공간

정보와의 연계를 통한 보다 과학적인 분석이 가능 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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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경향성 분석의 정확도를 고려하여 데이터 수집은 35년 기간
을 기준으로 1980년부터 언론사 뉴스자료를 수집함.

2) 공간정보시스템 기반 기술연구소(GIS Developer, http://
www.gisdeveloper.co.kr/)는 ,GIS 개발을 위한 솔루션과
위치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지오서비스에서 운영
하는 사이트로, GIS 관련 데이터 자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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