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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7월 부산지역의 폭염으로 인한 일 사망률 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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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impact of the hot summer weather on daily mortality in Busan. Daily total all-caused 
mortality in the entire population in Busan has been examined during 1991-2005. The daily deaths were standardized 
to account for the long-term trend in mortality and their seasonal and weekly cycles. We found the net increase (about 
8.2%) of excess deaths during the extraordinary heat wave period in July of 1994. It corresponds to the excess deaths 
of 109.5 during the month. The abnormality of temperature extremes in July of 1994 and their impacts on human 
health were also investigated. Unusual heat wave appeared in the first ten days in July of 1994. The excess deaths 
are likely to be attributable to the record-breaking heat waves. The result suggests that unusual early heat waves would 
be dangerous, even for inhabitants who live in an acclimated region to the heat waves such as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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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폭염 및 열대야를 비롯한 이

상 고온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폭염 (heat 
waves)은 특히 노년층에서 많은 사망자를 유발하고, 
냉방기의 가동률의 증가 등을 통해 순간최대 전력 사

용 기록을 갱신하기도 하며, 지상 오존 농도의 상승과 

광화학 스모그의 발생 등 대기오염 현상과도 깊은 연

관성을 가지는 등 사회적, 경제적 및 환경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bi et al., 2004, 

Kim et al., 2006; Kunkel et al., 1999). 1995년에 미국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폭염이나 2003년 유럽지역에서 

발생한 기록적 폭염은 그 피해의 심각성을 잘 보여 주

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Ferranti and Viterbo, 
2006; Stott et al., 2004; UNEP, 2004). 우리나라에서

도 1994년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까지 기록적인 폭염

이 발생하여 서울에서만 일 평균사망자 (약 103명)에 

비해 약 70명 이상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기
상연구소, 2006; 김지영 등, 2006; 이대근, 2006). 
Meehl and Tebaldi (200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1세

기 후반에 전 지구적으로 폭염의 빈도, 강도 및 지속시

간이 현재 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이

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폭염에 따른 초과사망 (excess deaths)이 최대로 나

타나는 시점은 시간의 지연효과 (time lag effect)를 가

지고 나타나기도 하는데 선행 연구결과에 따르면, 폭
염이 발생한 이후 최대 사망자수가 나타나는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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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특성에 따라 1일 또는 수일로 각각 다르게 나타

나기도 한다. 이러한 시간지연 효과는 각 지역별 기후 

특성 및 거주민의 기후적응도 (acclimation)와 매우 밀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m et al., 
2006; Kysely, 2004).

기상연구소 (2006)는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났던 1994년 7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당시의 국내 6대 도시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
주)를 대상으로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일 최고기온

의 극값을 경신하였던 6대 도시 중 가장 고위도에 위치

한 서울에서만 약 80명의 일 최고 초과사망자수가 나

타난 바 있고, 비교적 고위도에 위치한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지역에서는 초과

사망자수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결과를 보

였다. 또한 최근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서울, 
대전, 부산을 대상으로 조사된 평균기온의 증가에 대

한 100만 명당 전연령사망률 증가폭의 기울기는 부산

에서 0.09, 대전 0.4, 서울 0.5로 나타났으며, 고령자층

의 경우는 더욱 취약하였고 그 상승폭이 고위도로 갈

수록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i et al., 
2007).

이는 동일한 고온 환경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거주

자의 기후적응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기온과 일 사망자

수 사이의 임계온도 (threshold temperature: 일 사망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기온값)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경우, 일최고 기온을 기준으

로 한 임계온도는 Boston 30oC, Atlanta 32oC, Denver 
34oC 등 역시 고위도로 갈수록 임계기온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Kalkstein, 2003), 유럽의 경우

에도 네덜란드 전체 16.5oC, 그리스 아테네의 경우 

22oC로 나타남으로서 지역에 따른 기후적응능력의 양

상이 달라지는 형태를 나타내었다 (Maud et al, 2001; 
Pavlos et al, 2001). 이를 볼 때 위도에 따른 지역별 기

후적응능력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 면적은 기후대가 달라

질 만큼은 넓지 않으나, 국내 6대 도시를 대상으로 한 

기상과 사망률과의 선행연구 및 지역적 기후적응도 조

사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기온에 따른 사망률 증

가 추이가 위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Michelozzi et al., 2004).
본 연구는 한반도 지역의 폭염이 일 사망률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주로 인간의 

생명기상학적인 (human biometeorology) 관점에 중

심을 두고 수행하였으며, 특히 새롭게 정의된 초과사

망자 산출 기법을 통하여 부산 지역에서의 폭염으로 

인한 보건 피해를 연구하였다.

2. 자료 및 분석방법

2.1 기상자료 및 사망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일별 기상관측 자료는 기상청의 기

후자료 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부산 관측소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에서 관측된 기온 자료를 사용

하였다. 일 사망자 자료는 통계청에서 1년 단위로 작성․

발간하는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의 일별 사망원

인통계 자료를 이용하였다 (http://www.nso.go.kr). 우리

나라의 6대 광역시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에 대한 연구결과 (기상연구소, 2006)를 바탕으로, 서
울지역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 (김지영 등, 2006)에 

대한 지역적 비교로서 지역적 기후적응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부산은 한국의 남동쪽에 위치한 연안도시

이며, 도시화가 진행된 국내 제2의 대도시이다.

2.2 초과사망자 산출 방법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망자수를 살펴보면 사망자

수가 발생하는 시간별 대상 연령군이 다르고 공간적 

발생규모 측면에서도 비교적 큰 차이가 있으므로, 사
회적 환경변화 또는 인구규모 변동을 사망자료 내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

를 연령별로 표준화 한 후 분석에 사용한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04; 기상연구소, 2006). 본 연구에서는 

15년간의 일별 사망자료 내의 연 별 변화, 계절 변화, 
주간 변화의 가중치(weighting factor)를 구하여 매일의 

일 사망 자료에 적용하여 일 별 기대사망자를 정의하여 

일별 사망자 자료를 표준화 하였다 (Kysely, 2004). 각각

의 가중치는 전 기간 평균 사망자에 대한 해당 연, 누적 

일 (julian day), 그리고 요일의 사망자의 비를 구하여 산

출하였다. 1991년에서 2005년까지 부산의 총 일별 사

망자수 (all-caused deaths)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초과

사망자수는 관측된 사망자수 (observed deaths)와 기

대 사망자수 (expected deaths 또는 baseline deaths)간
의 차이로부터 구해진다. 기대 사망자수는 연 별 변동 

(annual variation), 계절 변동 (seasonal variation),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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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ach figure shows trend of (a) annual, (b) seasonal,
(c) weekly weighting factors. Weighting factor was com-
puted from daily deaths in 1991-2005 (at Busan).

일별 변동 (weekly variation)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각 변동 원인별 가중치를 구하고 구해진 가중치로부터 

아래의 식 (1) 과 같이 각 날들의 일별 기대 사망자수를 

구할 수 있다.

     
  ×  ×   ×   

(1)

여기서, Mn은 전체 기간의 일 평균 사망자수를 나타내

며, Mo (d)는 계절별 변동 요인을 설명하기 위한 가중

치 (본 연구에서는 7일 이동평균한 자료를 사용함), W 
(y, d)는 관측된 사망자수의 요일별 변동을 설명하기 

위한 가중치, Y (y)는 사망률의 연별 변동을 설명하기 

위한 가중치를 의미한다 (Guest et al., 1999; Smoyer 
et al., 2000; Whitman et al., 1997; Kysely, 2004).

초과사망자수를 산출하는 구체적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기대사망자수로부터 구해진 각 년도별, 각 일별, 
각 요일별의 가중치를 전 연구기간의 사망자수의 일평

균 (Mn)에 곱한다. 예를 들어, 1991년 1월 1일 수요일

의 경우 15년 전체의 일 평균 사망자수 103.566 (Mn)
에 연도별 가중치의 1991년의 값 0.986 (y), 일별 가중

치의 1월 1일의 값 1.089 (d), 요일별 가중치의 수요일

의 값 1.001 (y,d)을 곱하면 기대사망자수 (111.345)가 

산출된다. 여기에서 1991년 1월 1일의 관측된 사망자

수와 기대사망자수의 차이가 초과사망자수가 된다. 
단, 일별 가중치에서 1월 1일의 값을 구할 때, 12월 29
일에서 1월4일 간의 7일 이동평균 (7 day moving- 
average)을 구하여 그날의 일별 가중치를 산출한다.

3. 결과

3.1 부산의 사망률 특성 및 여름철 월 평균 기온 분포

1991년에서 2005년까지의 각 연도별 가중치 (일 평

균 사망자는 약 48명임)의 경향을 Fig. 1a에 나타내었

다. 연 별 변동경향을 보면 부산에서는 1992년부터 지

속적으로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Fig. 1b에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의 15년간  평균한 일별 사망자수의 계절적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겨울에 사망자가 많

고 여름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등 일반적인 일 사망자수

의 계절적 변동 추이의 전형적인 형태를 잘 나타내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Fig. 1c에서는 각 요일별 가중치를 

나타낸 것으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월요일에 가장 높은 사망자수를 나타내고 있다.
Fig. 2는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여름철 일평균, 

최고, 최저 기온의 월평균 값의 시계열을 6월, 7월, 8월

에 대해 각각 나타낸 것으로서, Fig. 2a는 일 최고기온, 
Fig. 2b는 일 평균기온, Fig. 2c는 일 최저기온의 월 별 

경향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15년간 6월의 기온값은 

큰 변동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으며 7, 8월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7, 8월의 값은 각 년도별 기상특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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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Yearly variation of monthly mean of daily (a) max-
imum, (b) mean, (c) minimum temperatures at Busan
(1991-2005). In the figure, empty circle indicate monthly
mean temperature in June, gray circle indicate monthly
mean temperature in July, black circle indicate monthly
mean temperature in August, respectively.

Fig. 3. Daily variation of daily maximum temperatures at 
Busan during the 15 years (1991-2005). Empty circles and 
vertical bars indicate 14-year (except 1994) mean and stand-
ard deviation on each day. The black circles indicate daily 
maximum temperature in summer of 1994.

변화하고 있다. 7, 8월을 통틀어 기온값이 연구기간 내

에서 가장 높았던 1994년의 경우, 7월의 기온값이 (최
고, 평균, 최저 기온 모두) 8월과 비슷할 정도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여러 관측

소들에서도 7월의 일 최고기온의 극값을 갱신하였다 

(기상청, 1994).
이와 같이 Fig. 2에서 나타난 1994년 여름철의 일 

최고기온 경향의 특이성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기 위하

여 Fig. 3에서는 1994년을 제외한 14년의 여름철의 각 

일별 평균과 표준편차 및 1994년 여름철의 일별 최고

기온을 각각 동시에 나타내었다. 1994년을 제외한 해

의 일 최고기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6월 하

순부터 기온 값이 서서히 상승하여 7월 하순이 되어서

야 가장 무더운 날씨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1994년 여름철에는 이와 같은 평균적 변화와는 

달리, 일 최고기온 값이 7월 상순 (7월 1일 28.8oC, 7월 

2일 30.1oC)부터 30도 이상의 무더위를 나타내기 시작

하였다. 부산지역의 1971년부터 2000년까지의 평년

값을 조사해보면, 일반적으로 8월 상순에 일 최고기온

은 29oC 이상을 나타내며, 8월 하순이 되면 28oC의 값

으로 내려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Fig. 3에

서 보여주고 있는 14년간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변화 

그림에서 나타난 결과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1994년 부산에는 평년 이상의, 그리고 약 20일 이상의 

때 이른 무더위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1994년 여름철 부산 지역에서는, 7월 상

순부터 다른 해와는 달리 거의 20일 이상이나 빠른 일 

최고기온 30oC 이상의 매우 이른 폭염이 시작되었으

며, 이는 평년의 분포와는 다른, 매우 특이한 사례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남동쪽 해안에 위치하여, 여름

철의 무더위와 고온다습한 기후에 잘 적응이 되어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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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tour map of monthly sum of standardized excess 
deaths at Busan. The highest peak of excess deaths among
summer periods is shown in July 1994.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 지역 거주민들이 이러한 때 이

른 폭염 현상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보였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에 관한 결과는 다음 절에서 기술하고 

있다.
인체가 실제로 받는 열적 스트레스는 낮 시간의 일 

최고기온 뿐 만이 아니라 야간까지 일 최저기온의 강

도 및 지속성이 누적적으로 작용하는 열대야 현상 

(tropical nights), 습도, 바람, 일사 등 다양한 요인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

요하다. 인체에 대한 열 수지 방정식을 기반으로 하는 

생명기상모델 (예로, 독일에서 개발된 Klima-Michel 
모델) 등을 이용한 연구의 결과가 폭염에 따른 인체의 

열적 스트레스의 정도를 표현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며, 폭염과 한파사례와 같은 극단적 기상현상시의 연

령을 구분한 고령층, 특정 취약질병 보건피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Jendritzky et al., 2000; 
기상연구소 2006).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에서의 일 최

고기온과 일 최저기온의 월별 분포, 산출된 초과사망자

수와의 직접적인 관계만을 제시하였으나, 향후 추가적

으로 지속될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여러 기상요소들이 

적용된 예측인자 (열대야, 시간지연효과 등)들과 연령, 
질병 등 보다 더 세분된 사망자료와의 통계적인 분포 

및 관계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2 부산 지역의 초과사망자수 변동 경향

폭염이 예년에 비해 일찍 나타났던 1994년 여름 당

시, 부산 지역의 보건피해를 초과사망자수 결과를 토

대로 조사해 보았다. 우선 사망자수가 크게 나타나는 

해에 대한 계절적 요인을 파악하고, 피해양상을 전체 

기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각 연별 및 월별 초과사

망자수의 분포를 Fig. 4에 제시하였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4년에는 여름철인 7월에 높은 초과사망

자가 나타났고, 1999년과 2002년에는 겨울철에 사망

자가 많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해에 따라서

는 환절기인 봄철과 가을철에 사망자 수의 최대치가 

약하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예로, 1993년과 1995년, 
2001년의 봄철 및 1999년, 2000년의 가을철).

본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1994년의 폭염으로 인한 앞선 서울지역의 사망피해에 

대한 선행결과 (기상연구소, 2006; 김지영 등, 2006)와 

매우 유사한 연 중 사망 피해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폭염으로 인한 관측된 사망자수

의 변화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뚜

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여러 선행연

구에서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6대 도시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위도가 높은 서울, 인천 등에서

만 폭염의 피해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

으며, 부산, 대전, 광주 지역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

자 피해를 자세하게 추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위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의 제언에서 권고한 바 있는 

사망자 자료의 표준화 처리의 필요성 및 서울 외 지역

의 초과사망 산출에 대한 새로운 방법 제시 측면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3.3 부산지역 초과사망자수의 시간적 변화 및 
    기온 변화와의 관련성

Fig. 5는 부산지역에서 1991년부터 2005년까지 7
월 달의 월 초과사망자수의 합의 변동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그 값이 0 이상이면 초과사망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평년에 비해 훨씬 높은 일 최고기온이 나타

난 1994년 7월에 109명으로, 전체 연구기간 중의 초과

사망의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

로 1997년 (82명), 1996년 (62명)이 높은 초과사망자

수를 나타내었으며, 1999년 (-147명)의 경우는 기대사

망자보다 낮은 사망자수를 기록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초과사망자수의 년 별 변화에서도 일반적으

로 알려진 일 사망자수의 변화추이와 같은 V자형,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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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onthly sum of standardized excess deaths in July
at Busan (1991-2005). Figure shows the highest peak in 
1994, and secondary highest peak in 1997.

Fig. 6. Daily variations of temperature (black circle indicates
maximum temperature, empty circle indicates minimum 
temperature) anomalies and standardized daily excess 
deaths in summer of 1994.

자형의 강한 계절성을 나타내는 패턴을 보인다 (Fig. 
1b). 이것은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일 사망자료의 강한 

계절적 패턴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며, 그로부터 산출

되는 초과사망자수 역시 겨울철에는 강한 양의 초과사

망을, 여름철에는 음의 초과사망을 나타내는 것이 가

장 일반적한 경향임을 알 수 있다. 음의 초과사망이 예

상되는 여름철 7월만을 나타낸 Fig. 5에서 가장 강한 양

의 초과사망이 나타난 1994년 (109.494명) 외에도, 1991
년 (7.801명), 1992년 (23.656명), 1993년 (28.578명) 등
의 여러 해들에서 양의 초과사망자수가 나타났는데, 
그러한 해들의 경우는 1994년과 같은 극단적 폭염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가 초과사망자

수를 산출시 고려하게 되는 년별 (Annual) 경향의 가

중치 외에도, 계절별 (Seasonal), 주간별 (Weekly) 변
화를 동시에 고려한 결과를 그대로 나타내었기 때문이

며, 그 발생자수 또한 1994년에 비해 매우 경미하여 초

과사망 사례로 구분하기에는 그 의미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의 비교를 위해 겨울철의 경우를 조사해 

보면 영하 10oC 이하의 강한 한파 사례로 알려진 1999
년 겨울의 사례를 제외하면 겨울철이라 하더라도 더 

많은 년도에서 음의 초과사망자수를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다 (Fig. 4). 본 연구에서 최초로 차용한 초과사망

자수를 적용할 시, 여름과 겨울을 포함한 15년의 모든 

전 기간에서 극단적인 강한 초과사망이 나타난 시기만

을 조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일별 기온의 변화에 따른 일별 초과 사망자 수의 변

화를 살펴보았다. Fig. 6에서는 폭염이 존재하였던 

1994년의 6월에서 8월까지의 일 최고기온, 일 최저기

온과 평년값의 아노말리와 일별 초과사망자수를 동시

에 나타낸 그림이다. 일별 기온의 아노말리는 6월 하순

까지는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7월 상순이 시작되면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 최고기

온 아노말리의 경우는 일 최저기온보다 더욱 크게 나타

남으로써 실제적 폭염이 서울보다 더 빠르게 시작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별 초과사망자수의 경우도, 
기온 아노말리의 경향과 유사하게 6월 하순까지는 강한 

양의 아노말리는 보이지 않다가 (양과 음의 아노말리가 

교차하여 나타남), 7월이 시작되면서 양의 아노말리의 

최대치를 나타내었으며 (7월 2일 17명), 양의 아노말리

가 나타난 기간 또한 가장 길게 나타났다. 1994년 7월 한 

달, 총 31일에서 8일을 제외한 모든 7월의 한 달 내에서 

양의 아노말리만을 나타내어 극심한 무더위에 의한 초

과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및 토의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여름철 폭염에 덜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 지역에서의 일별 기상 자료와 일 

사망자 자료를 분석하여 폭염이 일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일 사망자 자료는 사망자의 시간

적 변동 원인별가중치를 사용하여 새로운 초과사망 산

정방법을 적용하였고, 선행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부산지역의 초과사망을 산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혀

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1991년에서 2005년까지의 부산지역의 연도별, 계

절별, 요일별 사망자 분포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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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는 1992년 이후부터 사망자수의 지속적 증가추

세를 보였고 계절적 변동 추이와 요일별 사망자 변

화는 선행연구와 비슷하게 겨울에 높고 여름에 낮으

며, 월요일에 가장 높은 사망자 분포를 각각 보였다.
2) 연별, 계절별 및 요일 별 사망자수 변화에 대한 가중

치를 사용하여 일사망자를 표준화함으로써 부산지

역의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초과사망자를 산출하였

다. 그 결과 1994년 7월의 폭염으로 인해 부산 시에

서 약 109명의 초과사망 (폭염기간 동안 8.2%의 초

과 사망률 기록)이 나타났다.
3) 1994년 여름철에 나타난 부산 지역의 이와 같은 초

과 사망의 원인은 예년과 달리 일 최고기온이 7월 

상순부터 30도 이상을 나타내면서 약 20일 정도 빨

리 폭염이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

은 사실은 폭염이 평년보다 일찍 발생하였을 때 더 

많은 인명피해를 나타낼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

와 일치한다. 또한, 고온의 기후환경에 잘 적응이 되

어있는 것으로 알려진 부산 지역 거주민에 대해서

도 폭염으로 인한 초과사망피해가 나타났음이 이 

연구를 통하여 새롭게 밝혀졌다.

본 연구는 폭염이 일 사망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주로 생명기상학적인 관점에 

중심을 두고 수행하였으며, 특히 새롭게 도입된 초과

사망자 산출 기법을 통하여 이전에 명확하게 수행된 

바가 없는 부산 지역에서의 폭염으로 인한 보건 피해

를 규명하였다. 부산을 제외한 다른 대도시 지역에 대

하여 연구를 확대한다면 우리나라의 지역별 폭염에 대

한 취약특성과 각 지역 거주민의 기후적응도 특성파악

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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