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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w a days, frequency of abnormally high temperatures like heat wave by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is 
increasing constantly and the number of patient with heat related illness are jumping rapidly. In this study, we chose the 
case day for the heat wave in Busan area(Busan and Yangsan), 2013 which it was the most hottest year during 21th 
century. And then, we analysed the weather condition using automatic synoptic observing system(ASOS) data. Also, 
four indices, heat index(HI), wet bulb globe temperature(WBGT), Man-ENvironment heat EXchange model(MENEX)’s 
results like Physiological subjective temperature(PST), Physiological strain(PhS), were calculated to evaluate the 
thermal comfort and stress quantitatively. However, thermal comfort was different as the each station and thermal 
comfort index during same time. Busan’s thermal indices (HI: hot, WBGT: sweltering, PST: very hot, PhS: very hot) 
indicated relatively higher than Yansan’s (HI: very hot, WBGT: sweltering, PST: very hot, PhS: sweltering). It shows 
that Busan near coast is relatively more comfortable than Yangsan located in in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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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2013년 하절기는 평년보다 발달한 북태평양 고기

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18.5일의 평균 폭염일수를 

기록하여(KMA, 2014a), 엘니뇨로 인해 기상관측 역

사상 기록적인 고온현상이 나타난 1994년의 여름 이

후 21세기 들어 가장 무더운 여름이었다. 한반도 남부 

연안에 위치한 부산도 예외는 아니어서 2013년 하절

기 부산의 폭염일수는 13일, 열대야는 30일이 발생하

여 과거보다 발생빈도가 크게 증가하였다(KMA, 

2014b). IPCC 5차 보고서에서 제시한 대표농도경로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RCP) 시나리

오에 따른 미래 지역규모 기후예측결과는 21세기 후반 

부산의 하계일 수가 지금보다 더 길어지고 이상고온현

상의 발생빈도가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

며(KMA, 2012), Park 등(2009)은 기후변화로 부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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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한반도 남부지방은 이미 아열대로 전이되었다

고 주장하였다. 과거 부산은 연안에 위치하여 내륙에 비

해 폭염과 같은 고온현상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인식

되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지

속적인 도시의 개발과 팽창은 부산을 비롯한 인근 지역

의 고온환경 취약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2013년 

하절기에 부산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60명으로 

그중 3명이 사망한(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KCDC, 2014) 것은 그런 가설을 더욱 뒷받

침한다. 

이처럼 주위환경이 점차 온난화되는 것은 기온이 변

해도 심부 온도를 37 내외로 유지해야 하는 신체가 받

는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WorkSafeBC, 

2007; Wendt 등, 2007). 온열질환은 이 같은 열 스트레

스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미국냉난방공조

기술학회(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Con. Engineers; ASHARE)가 정의한 열쾌적 

상태(ASHARE, 2010)가 아닌 환경에 노출 시 발생 가

능성이 높아진다(Wendt 등, 2007). 따라서 열쾌적 또는 

열환경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고온기상으로 인

한 온열질환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

는 데 있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열쾌적 평가에는 열쾌

적 지수가 활용될 수 있다. 열쾌적 지수는 주로 유럽 등 

국외의 주요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며, 국내

에서는 건축 및 조경분야를 중심으로 실외보다는 실내

의 열환경을 평가하는 데 활용되었다(Jeon 등, 2009). 

기상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열쾌적 지수는 

열지수(Heat Index; HI), 불쾌지수(Discomfort Index; 

DI), 체감온도(Wind Chill Index; WCI), 습구흑구온도

(Wet bulb globe temperature; WBGT) 등이 있다. 하지

만 이 지수들은 신체열수지를 고려하지 않고 기온, 습

도, 바람 등의 기상요소만을 고려하는 경험적 혹은 주관

적인 지표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상요소가 신체에 미치는 열적 영향을 더 정

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요소가 아닌 열과 관련

된 모든 변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주위 환경과 신

체의 생리적 열교환 과정을 고려하는 신체열수지 방정

식에 기초한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Fanger, 1982; 

Hoppe, 1999; Byon 등, 2008).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기

후변화로 열적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는 부산지역을 대

상으로 2013년의 여름철 폭염사례를 선정하고 기존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열쾌적 지수인 HI와 WBGT와 함

께 신체열수지 방정식을 기초로 개발된 MENEX(Man 

ENvironment EXchange model) 생명기상모델을 활용

하여 사례기간의 열쾌적성을 비교 및 평가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2.1. 자료 및 사례일 선정

Fig. 1은 부산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 분포해 있는 

주요 기상관측지점의 위치를 나타낸 것으로 종관기상

관측시스템(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ASOS)은 부산(159), 김해(253), 양산(257) 등 3개 지점

이 있으며, 자동기상관측시스템(Automatic Weather 

System; AWS)은 15개 지점이 분포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부산지역의 2013년 폭염사례를 선정하고 열쾌적 

지수의 입력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상청의 폭염특보 

발표 기준과 비교적 기상관측 요소가 많고 결측이 없는 

부산과 양산의 ASOS 자료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변수

는 기온, 상대습도, 풍속, 운량, 기압 자료이며, 양산지

점은 운량을 관측하지 않으므로 부산의 관측값을 활용

하였다. 현재 기상청은 6월에서 9월 중,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 

35 이상일 때 폭염경보를 발령한다. 본 연구에서는 

폭염주의보의 기준인 33 를 초과한 날을 폭염 발생일

로 분류하였다. 

또한, 폭염 및 열대야와 같은 고온환경에 의해 실제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날을 사례일로 선정하기 위해 질

병관리본부의 2013년 온열질환 감시체계 결과를 분석

하였다(KCDC, 2013). Fig. 2는 2013년 부산에서 발생

한 하절기 주별 온열질환자 수와 기온값을 도식화한 것

으로 6월 2일을 시작으로 6주부터 온열질환자 수가 차

츰 증가하여 10주(8월 4일 ~ 8월 10일)와 11주(8월 11

일 ~ 8월 18일)에 온열질환자 수가 급증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간 부산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총 

31명으로 그중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8월 11일

에 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8월 11일을 

전후로 10일과 11일에 폭염이 나타났으며 열대야는 11

일부터 12일까지 지속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

산지역에서 고온현상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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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 showing the Automatic Weather System(AWS) (Blue triangle) and Automatic  Synoptic Observing System ASOS) 

observed by Korea Meteorology Administration(KMA) over the Busan Metropolitan area(BMA). 

Fig. 2. Weekly variations of patients with heat related illness(gray bar), mean temperature(solid line with circle), mean 
maximum temperature(dotted line with square) and mean minimum temperature(dash-dotted line with triangle) in 
Busan during 14 weeks (2 Jun ~ 7 Sep,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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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 index ( ) Category Possible heat disorders for people in high risk groups

27 ~ 32 Caution Fatigue possible with prolonged exposure and/or physical activity

32 ~ 41 Extreme caution
Sunstroke, muscle cramps, and/or heat exhaustion possible with prolonged 

exposure and/or physical activity

41 ~ 54 Danger
Sunstroke, muscle cramps, and/or heat exhaustion likely. Heatstroke possible 

with prolonged exposure and/or physical activity

54 Extreme danger Heat stroke or sunstroke likely

Table 1. Details of the main symptoms for heat index(HI) category (NOAA, 2005)

WBGT ( ) Recommended sporting activity

< 18 Unlimited

18 ~ 23 Keep alert for possible increases in the index and for sympotoms of heat stress

23 ~ 28 Active exercise for unacclimatized persons should be curtailed

28 ~ 30 Active exercise for all but the well-acclimated should be curtailed

> 30 All training should be stopped

Table 2. Wet-bulb globe temperature (WBGT) index guidance for outdoor activities (Raven, 1991)

염 및 열대야가 동시에 발생한 2013년 8월 9일에서 

2013년 8월 13일까지를 사례기간으로 선정하였다.

2.2 열쾌적 지수

선정된 사례기간의 열쾌적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

관적 경험지표인 HI와 WBGT와 함께 신체열수지 방정

식에 기초한 생명기상모델 MENEX의 주요 결과물을 

활용하였다.

HI는 미국 해양기상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에서 개발된 지수이며 고온다

습한 환경에서 기온과 습도에 따라 사람이 실제 느끼는 

더위를 나타낸 것으로 Table 1과 같이 HI값에 따른 위

험 정도를 분류하고 있다. HI는 같은 기온이라도 습도

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기온이 27 , 습

도는 40 % 이상인 경우에만 의미를 지닌다. HI는 그늘

지고 약한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 개발되어, 일사에 직접 

노출되거나 건조한 바람이 불 때, 실제 HI값은 식 (1)의 

계산값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othfusz, 1990).

    ×  ×
  ××   ×

 ×××
 ××××

 

(1)

여기서 는 기온( ), 는 상대습도(%)이다.

Yaglou와 Minard(1957)에 의해 처음 제안된 WBGT

는 1989년 작업자의 열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척도로 국

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 

-zation; ISO)에 의해 ISO 7243(ISO, 1989)으로 표준화

되었다. 현재는 유럽과 일본에서 열사병 예방을 위해 활

용되고 있으며 Table 2와 같이 WBGT값에 따른 행동지

침을 제시하고 있다. WBGT는 태양직사광선의 존재 여

부와 실내와 실외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르며 식 (2)는 

일사가 존재하는 실외에서, 식 (3)은 일사가 없는 실외

나 실내의 열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데 사용한다.

       

(Outdoor with sunshine) (2)

     

(Indoor or outdoor without sunshine) (3)

여기서 는 습구온도( ), 는 흑구온도( ), 

는 건구온도( )이다.

위 식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WBGT를 도출하기 위

해서는 습구온도, 흑구온도, 건구온도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흑구온도를 관측하는 경우가 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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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al sensation,
stressa, alert descriptionsb

Index

PST ( ) PhS HI ( ) WBGT ( )

Frosty, Extreme cold straina < -36 > 8.0

Very cold, Great cold straina -36 ~ -16 4.0 ~ 8.0

Cold, Moderate cold straina -16 ~ 4 1.5 ~ 4.0

Cool, slight straina 4 ~ 14

Comfortable, Thermoneutrala No dangerb 14 ~ 24 0.75 ~ 1.5 < 18

Warm, Slight straina, Cautionb 24 ~ 34 27 ~ 32 18 ~ 24

Hot, Moderate hot straina, Extreme cautionb 34 ~ 44 0.25 ~ 0.75 32 ~ 41 24 ~ 28

Very hot, Great hot straina, Dangerb 44 ~ 54 0.0 ~ 0.25 41 ~ 54 28 ~ 30

Sweltering, Extreme hot straina, Extreme dangerb > 54 < 0.0 > 54 > 30

Table 3. Reclassification of Thermal sensation for PST, stress for PhSa and alert descriptions for HI and WBGTb

므로 흑구온도 관측값이 없을 때는 흑구온도를 추정하

여 사용하는 방법(Tonouchi와 Ono, 2011)과 WBGT 지

수를 직접 추정하는 방법(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ACSM, 1984)을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식 

(4)와 같이 WBGT 지수를 직접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

하였다. 

   ×   ×  

(4)

  


× ×EXP×


  

(5)

여기서 는 기온( ), 는 수증기압(), 는 

상대습도(%)이다.

신체열수지를 고려한 열쾌적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한 MENEX는 주위 환경에 대한 신체의 열적 변화

를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생명기상모델로 생기후, 

열생리학, 조경, 도시계획 등에 응용할 수 있다. MENEX

는 기본적으로 식 (6)의 열수지 방정식을 기초로 한다. 

                              (6)

여기서 S는 축열(), 은 신진대사(), 

는 사람의 복사평형(), 는 대류로 인한 열교

환(), 는 증발로 인한 열손실(), 는 

호흡으로 인한 열손실(), 는 전도로 인한 열교

환이다.

MENEX는 기온, 풍속, 상대습도, 기압, 지표기온, 태

양고도, 운량 등의 기상자료와 평균피부온도, 피부습윤

도, 신진대사, 의류 절연, 피복의 반사도, 행동속도 등의 

생리적 자료를 입력 자료로 사용한다. 이중 평균피부온

도와 피부습윤도, 의류 절연은 경험식을 사용하며, 신진

대사는 ISO 8996(ISO, 2004)에 의해 정의된 값을 사용

한다. 본 연구에서는 Jendritzky 등(2002)과 Blazejcyzk 

(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값으로, 일상생활에서 활동

을 가정하여 성인이 4 km/h의 속도로 걸을 때 발생하는 

신진대사인 135 W/m2를 사용하였다. 또한, 태양의 고

도와 운량을 활용하여 신체에 흡수되는 태양복사에너

지를 추정하였다(Blazejczyk, 2005).

MENEX는 신체가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체의 열 인식 상태와 생리학적 열 

스트레스 등급 등을 지수로 생산한다. MENEX는 주위

환경에 사람이 적응하기 전 주관적으로 느끼는 온도인 

Subjective temperature(STI, ), 적응 후 느끼는 온도

인 Physiological subjective temperature(PST, ), 저온

과 고온환경에서 신체가 적응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를 나타내는 Physiological strain(PhS, 무차원), 신체의 

체온조절시스템이 적응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나

타내는 Heat load in man(HL, 무차원), ISO 7933(ISO, 

2004)에 따라 신체의 적응 전·후의 탈수위험 정도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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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Weather charts of the surface pressure level at 00 UTC during 4 days: (a) 10 Aug, (b) 11 August, (c) 12 August (d) 13 
August, provid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KMA).

타내는 Dehydration risk(DhR, g/h), 저온과 고온환경에

서 신체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

하는 Overcooling risk(OcR, min), Overheating risk(OhR, 

min) 등을 최종결과물로 산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

결과물 중 PST와 PhS를 열쾌적성 평가 지수로 활용하

였다.

평가 지수로써 활용한 HI, WBGT, PST, PhS는 열쾌

적성을 분류하는 기준이 동일하지 않아 같은 기상상태

에서 각 지수가 갖는 열쾌적 상태를 비교하기가 어렵다

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Table 3과 같이 열쾌적성을 평

가하는 기준을 PST의 9단계(Frosty ~ Sweltering)에 적

용하여 재분류하였다. 

3. 결과

3.1 폭염사례일의 기상분석

Fig. 3은 폭염사례일의 지상일기도로서 폭염사례 기

간 동안 한반도 남부지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발달로 

인해 지속적으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이 지속

되었다. 850 hPa의 하층대기에서도 한반도에 폭넓게 분

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온난기류가 지속적으로 한반

도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Fig. 4) 남부지역

은 폭염 및 열대야가 발생하기 좋은 종관상태를 유지하

고 있었다.

Fig. 5는 폭염사례 기간의 기온, 상대습도, 풍속의 시

계열 변화로써 기온의 경우, 부산은 23.5 에서 33.0 

의 범위에 있었으며 평균기온은 28.6 였다. 최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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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Weather charts of the 850 hPa level at 00 UTC during 4 days: (a) 10 Aug, (b) 11 August, (c) 12 August (d) 13 August, 

provid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KMA).

온은 8월 평년값(1981 ~ 2010, 23.4 )과 큰 차이가 없

었으나 최고기온(29.4 )과 평균기온(25.9 )은 평년

보다 약 3.0~4.0 가량 높게 나타났다. 폭염과 열대야

가 나타난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28.0 이상

의 높은 최저기온을 유지하면서 주간의 높은 열 스트레

스가 야간에도 해소되지 않는 특징을 보였다. 양산의 기

온은 25.1 에서 37.7 의 범위로 평균기온은 30.8 

였다. 또한, 부산보다 최저 및 최고기온이 2.0~4.0 가

량 높게 관측되었으며 일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

히, 사례기간 동안 최고기온이 폭염주의보 기준을 넘어 

전체 기간에 대해 폭염이 발생하였으며, 13일을 제외한 

날에 열대야가 발생하였다. 상대습도는 부산이 47.0~ 

89.0 %, 양산은 33.0~76.0 %의 범위를 나태나고 평균

상대습도는 각각 64.0 %와 57.6 %로 부산이 양산에 비

해 약 6.4 % 높게 나타났다. 양산의 상대습도 일변화는 

뚜렷하나 부산의 상대습도 일변화는 상대적으로 명확

하지 않아 연안에 위치한 부산의 지리적 특성이 반영되

었음을 알 수 있다. 풍속은 10일 새벽 부산에서 관측된 

강한 풍속을 제외하면 주간에 강하고 야간에 약해지는 

일반적인 일변화 분포를 보였다. 풍속의 범위는 부산이 

0.38~6.00 m/s, 양산이 0.30~6.00 m/s로 두 지역이 유사

했다. 하지만 평균풍속은 부산이 3.08 m/s로 2.39 m/s로 

나타난 양산에 비해 높게 관측되었다. 이는 연안에 위치

한 부산보다 내륙에 위치한 양산이 높은 지형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11일에는 종

관분석에서처럼 한반도에서 강한 세력을 유지한 북태

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비교적 안정화되면서 

두 지점에서 모두 풍속이 사례기간 중 가장 약하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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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imely variation of (a)temperature at 2-meter, (b)relative humidity and (c)wind speed in Busan(black solid line) and 

Yangsan(blue dashed line), during 5 days (9 ~ 13 August, 2013).

난 것으로 생각된다.

3.2 폭염사례일의 열쾌적성 평가

폭염사례일의 기상분석을 통해 부산지역은 사례기

간 동안 폭염 및 열대야에 인한 고온환경 상태가 지속되

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기상상태에서 신체가 

받는 스트레스를 본 연구에서는 3장에서 설명하였던 

HI, WBGT, PST, PhS를 통해 열쾌적성을 평가하였다.

Fig. 6은 사례기간의 HI의 시계열분석 및 일별 각 위

험단계의 발생빈도를 분석한 것으로 HI의 변화경향은 

Fig. 5의 기온변화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다른 기상요소보다 기온에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 사례

기간 동안 부산의 평균 HI는 30.8 로 Warm(HI 분류

기준: Caution, 27.0~32.0 ), 양산은 33.3 로 Hot(HI 

분류기준: Extreme caution, 32.0~41.0 )에 해당하였

고 최고 HI는 부산이 36.5 , 양산은 43.4 로 각각 

Hot과 Very hot(HI 분류기준: Danger, 41.0~54.0 )으

로 나타났다. 특히, 위험단계별 발생빈도 분석에서 부산

은 Hot이 유지되어 Table 1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신

체활동 시 일사병, 열경련, 열피폐의 가능성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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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은 부산보다 HI값이 높아 Hot

이 총 120시간 중 54시간이었으며 Very hot은 5시간이 

나타났다. 이 중 10일에 4시간 동안 유지되면서 온열질

환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WBGT는 부산 평균이 29.9 로 Very hot(WBGT 

분류기준: Danger, 28.0 ~ 30.0 )이었으나 Sweltering 

(WBGT 분류기준: Extreme danger, 30.0 )에 가까

워 HI보다 더 높은 단계를 보였다. 사례기간 동안 부산

은 Sweltering이 120시간 중 62시간 관측되었으며, 11

일에는 19시간 동안 Sweltering이 나타났다. 양산의 평

균 WBGT는 31.2 로 Sweltering의 높은 단계가 나타

났다. 또한, 전체기간 중 Sweltering이 74시간 발생하였

으며 9일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WBGT 또한 HI

처럼 습도보다 기온의 변화에 민감하여 기온의 일변화

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Kim(2008)의 연구에 의하면 

WBGT는 습도보다 기온의 변화에 더 민감하여 기온과 

습도가 동일한 조건에서는 풍속이 강할수록 WBGT가 

감소한다고 하였으며 그러한 경향은 본 연구에서도 동

일하게 나타났다(Fig. 7).

사례기간 동안 부산의 평균 PST는 31.9 로 Warm

이었고 Sweltering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양산은 

34.9 로 Hot이었으며 9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Sweltering이 발생하여 신체가 주간동안 실외에서 느끼

는 최고 PST는 양산이 부산보다 약 5.0 가량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11일 오후 2시에는 PST가 감소하는 현

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운량이 증가하여 일사량이 감소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여 PST는 운량의 영향

을 크게 받는 것으로 보인다. 양산은 운량을 관측하지 

않아 부산의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시계열 변화가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 실제 운량이 입력될 경우 

PST값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Fig. 8).

PhS의 경우(Fig. 9), 부산의 평균은 0.41로 Hot(PhS 

분류기준: Moderate hot strain, 0.25 ~ 0.75)에 해당하였

으며, 양산은 0.23으로 Very hot(PhS 분류기준: Great 

hot strain, 0.0 ~ 0.25)이었다. PhS가 0.75 이하인 고온

환경의 경우 신체는 말초 혈류량의 증가, 혈압의 감소, 

심장박동수의 증가, 수분배출에 인한 탈수, 피부온도의 

증가 등 신체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Blazejczyk, 2005), 두 지역 모두 열 스트레스가 높았을 

것이다. 또한, PST처럼 사례기간동안 부산의 PhS는 

Sweltering(PhS 분류기준: Extreme hot strain, 0.0)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례기간 중 11일에 24시간 중 14시

간의 Very hot이 발생하여 이 기간에 신체가 받는 열 스

트레스가 가장 컸을 것으로 보인다. 사례기간 동안 양산

의 PhS는 뚜렷한 일변화를 보였으며 오후 2시를 전후로 

극값이 나타났다. 반면 부산은 양산보다 이른 시간인 정

오를 전후로 극값이 나타났으며 오후 시간대로 갈수록 

신체의 열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가 외부환경에 적응하는 동안에 받는 열 스트레스를 의

미하는 PhS는 증발과 대류에 의한 열교환의 비율

()로 표현된다. 대류에 인한 열교환은 기온, 풍속과 

관련이 있으며, 증발로 인한 열교환은 기온, 습도, 풍속

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oppe, 1999). 부산

의 경우 10일 야간부터 28.0 이상의 높은 기온, 2.00 

m/s 이하의 약한 풍속, 70.0 % 이상의 높은 습도가 유지

되면서 신체는 대류에 의한 열손실이 적게 발생하여 수

분 배출을 통한 열손실의 의존도가 높았을 것이다. 이로 

인해 신체는 외부환경으로 열을 배출하는데 어려움으

로 겪는 등 적응과정에서 평소보다 강한 열 스트레스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2013년 폭염사례기간(8월 9일 

~ 8월 13일)에 대한 열쾌적성을 다양한 지수를 활용하

여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사례기간의 한반도 남부지

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덥고 맑은 날씨가 

지속되었으며, 부산은 10일, 양산은 전체기간 동안 폭

염이 발생하였다. 또한, 열대야는 부산은 11일에서 12일

까지 나타났으며 양산은 9일에서 12일까지 지속되었다. 

열쾌적 지수는 동일한 기간에 대해 지수 및 지점별로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부산의 경우 HI는 Hot, 

WBGT가 Sweltering, PST와 PhS는 Very hot의 발생시

간이 가장 많았으나 양산의 HI는 Very hot, WBGT는 

Sweltering, PST는 Very hot, PhS는 Sweltering의 발생

시간이 가장 많아 상대적으로 연안에 가까운 부산이 내

륙에 위치한 양산보다 열 스트레스가 적어 쾌적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점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각각

의 열쾌적 지수가 제시하고 있는 위험단계가 다르게 나

타났다. 부산의 경우 동일한 기상조건에서 HI가 Hot을 



Fig. 6. (a)Timely variation of HI in Busan(black solid line) and Yangsan(blue dashed line) during 5 days(9 ~ 13 August, 2013), 

(b)Daily durations of thermal sensation about HI in Busan and (c) Yangsan.

Fig. 7. (a)Timely variation of WBGT in Busan(black solid line) and Yangsan(blue dashed line) during 5 days(9 ~ 13 August, 

2013) (b)Daily durations of thermal sensation about WBGT in Busan and (c) Yang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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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Timely variation of PST in Busan(black solid line) and Yangsan(blue dashed line) during 5 days(9 ~ 13 August, 

2013) (b)Daily durations of thermal sensation about PST in Busan and (c) Yangsan.

Fig. 9. (a)Timely variation of PhS in Busan(black solid line) and Yangsan(blue dashed line) during 5 days(9 ~ 13 August, 

2013) (b)Daily durations of thermal sensation about PhS in Busan and (c) Yang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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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낼 때, WBGT는 Sweltering으로 위험을 나타내었

고 PST와 PhS는 Very hot을 나타낸 것은 특정 열쾌적 

지수만 활용하여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

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다소 위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또한, 다른 세 지수보다 신체가 받는 열적 부담의 특

성을 상대적으로 잘 반영하는 PhS를 고려하였을 때, 주

간의 폭염이 수일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도 중요하나 폭

염발생 후 열대야로 인해 야간 고온현상이 유지될 때 신

체가 받는 열적 스트레스는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열쾌적성을 평가할 때는 현재 현업에서 

많이 활용 중인 HI 혹은 WBGT 이외에도 PST나 PhS와 

같은 신체열수지 교환을 고려한 다양한 열쾌적 지수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 위험단계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열쾌적 지수 간의 절대적인 비교가 가능하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 지역의 특정 지점의 관측자료만

을 활용하여 열쾌적 지수에 따른 열쾌적성 평가를 수행

하였으나 향후에는 수치모델링을 통해 산출된 예측값

을 활용한다면 지역규모의 열쾌적성 예측이 가능할 것

으로 사료되며, 그 결과는 하절기 온열질환자 발생예측

과 같은 보건 및 예방의학적인 용도로도 적극 활용이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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