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N V I T A T I O N

폭염-건강(영향) 대응 포럼
주 제 효과적인 폭염-건강 영향평가 및 대응 방안?

일

시

2016. 6. 9(목) 14:00~17:30

장

소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10층 대강당

주최·주관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후

원 기상청/국립기상과학원, 부산광역시,

APEC기후센터

폭염-건강(영향) 대응 포럼

초청의 글
올 들어 폭염주의보가 지난해에 비해 일주일이나 앞당겨 발표되었습니다. 인도
에는 연일 46℃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고 51℃를 기록하며 400여명
의 열사병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5월 하순으로 접어드는 시점에 한 여름 이상
의 더위와 폭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은 바다를 끼고 있어 폭염

주의보 기준(33℃)에 미치지 못함에도 온열질환자가 다른 도시에 비해 많이 발
생하는 등 폭염에 취약하여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합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인간의 건강은 물론 우리 생활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
으므로, 그에 따른 적응 및 대응대책을 다학제간 연구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폭염 - 건강(영향) 평가 및 기술 개발로 효과적인 폭염대응
대책 수립은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 지구의 기후
산업을 선점함으로써 산업적인 이득과 젊은이의 취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과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가 공동
으로 “폭염 - 건강(영향) 대응 포럼”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을 부
탁드리며, 심도 있는 토론으로 산․학․관 모두가 폭염-건강 영향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원장 이화운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소장 박종길

폭염-건강(영향) 대응 포럼

세부일정
내용

시간

(사회: 정우식 교수/인제대학교)

개회식
14:00~14:30

 환영사 (차인준 총장/인제대학교)
 축사 Ⅰ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부산광역시)
 축사 Ⅱ (남재철 차장/기상청)
 기념촬영
휴식

14:30~14:40

(좌장: 이순환 교수/부산대학교)

주제발표

 폭염피해 현황과 대응 방안 (이종설 실장/국립재난안전연구원)

14:40~16:00

 인지온도 기반 폭염 발생 진단 및 예측 (김백조 과장/국립기상과학원)
 폭염대응 건강영향 평가 및 기술 개발 (박종길 교수/인제대학교)
 고온환경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된 열환경 정보 (김유근 교수/부산대학교)
휴식

16:00~16:20

패널토의
16:20~17:30

17:30~

(좌장: 오재호 교수/부경대학교)

<토론주제> 효과적인 폭염-건강 영향평가 및 대응 방안은?
김양호 교수(울산대학교 의대)

나득균 과장(기상청)

김형진 본부장(APEC기후센터)

기미경 팀장(질병관리본부)

윤삼석 팀장(부산광역시)

김성헌 과장(부산지방기상청)

마무리 및 폐회

폭염-건강(영향) 대응 포럼

오시는 길

상수도사업본부

주

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양정2동 273-20번지)

버 스 노 선

110-1, 131, 179, 86, 87, 99, 141

도시철도노선

1호선 양정역 (9번 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