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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tremely hot weathers may cause major weather-related deaths in the summertime. Influences of heat waves on daily 
mortalities in 6 major cities of South Korea were investigated. Daily deaths at Seoul were exponentially increased with 
the daily maximum temperature. However, there were regional differences of the temperature dependence on the mortality 
because of an acclimation effect of inhabitants. The threshold temperature (with respect to daily maximum temperature) 
at Seoul was found to be about 31oC provided that it is determined by a two-phase regression model. The meteorological 
causes of recordable hot summer in late July of 1994 and their impacts on human health were also investigated. Strong 
surface heating caused by strong insolation under conditions with clear sky and dry surface due to prolonged drought 
was likely to b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extreme hot weather in 1994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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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웰빙에 대한 세계적 열풍과 더불어 기상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되고 있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4; Kalkstein et al., 1996; 
Campbell-Lendrum et al., 2002; Tan et al., 2004). 특
히, 지구온난화에 따른 미래 기후변화의 잠재적 영향

이나 도시화로 인한 도시열섬효과의 증가 등은 기상과 

기후가 인류의 보건에 장차 더욱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을 예고하고 있다 (Changnon et al., 1996; Kunkel et 
al., 1999; Davis et al., 2002).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기
상과 기후가 보건에 미치는 영향은 기상과 기후 특성이 

지역과 계절에 따라 각기 다르고, 기상과 기후 조건에 

따른 인체의 생리학적 반응 (physiological reaction) 또
한 인종, 성별, 연령, 및 기후적응도 (acclimation) 등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기상 (또는 기후)과 보건 사

이의 관련 메커니즘은 지역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다

양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alkstein 
and Valimont, 1987; Kalkstein and Davis, 1989; 
Kalkstein and Greene, 1997; Campbell-Lendrum et 
al., 2002; Ebi et al., 2004; Kim et al., 2006a and b). 

여러 가지 형태의 기상 또는 기후 현상 (예를들어, 
혹한, 가뭄, 태풍, 호우, 강풍, 황사 등) 중 여름철의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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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적 고온 현상 (즉, 폭염 혹은 열파)은 온대⋅한대 지

역에서 일 사망률의 증가와 많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Kalkstein, 1991; Kalkstein et al., 1996; 
Pascal et al., 2006; WHO, 2003; Kysely and Huth, 
2004). 그 대표적 사례로 2003년 유럽지역에서 발생한 

여름철 폭염을 들 수 있는데 (Stott et al., 2004; UNEP, 
2004), 프랑스의 경우 2003년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의 이상 고온 기간동안 약 15,000명 정도의 초과 사망

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된 바 있으며, 2003년 여름은 

프랑스의 관측 역사상 가장 무더웠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Pascal et al., 2006). 또한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여름철 3개월 동안 약 1094명이 초과 사망하였고 

(23%의 사망자수 증가), 영국 잉글랜드에서는 8월 11
일 하루 동안 370명이 폭염으로 초과 사망하는 등 

(42% 사망자 수 증가)의 인명 피해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Michelozzi et al., 2004). 미국에서는 1995년 시

카고 폭염 때 700명이 초과 사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또한 2006년 7월 하순에도 미국 중남부 및 유럽

일대에서의 기록적인 폭염사례와 그에 따른 인명피해

가 계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폭염은 다른 자연재해와는 달리 시설물에 의한 파괴는 

없지만 많은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등 폭로 (exposure) 
대상이 광범위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구온난화 등 

전지구적 기후 변화에 대한 기후예측모델 결과에 따르

면, 폭염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의 강도와 빈도는 지속

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열파 (heat wave)에 대한 표준화된 정의는 아직 없

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온이 어느 임계 기온 (threshold 
temperature)을 넘는 한정된 기간을 말한다 (Robinson, 
2000). 이 임계 기온은 지역에 따라 값이 변한다. 실제

로, 열파에 대한 인간의 취약성은 국지 기후에 따라 다

르며, 특히 온대⋅한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열대지

역에 사는 사람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
례로 생물학적 임계 기온은 스페인의 Andalusai에서 

41oC정도로 높고 Belgium에서는 27.5oC정도로 그 범

위가 매우 넓다. 지중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에 따르면 프랑스의 Marseille에서는 일평균 기온이 

25.9oC, 프랑스의 Avignon에서는 28.2oC를 초과할 때 

열파로 인식하고 있다 (Pascal et al., 2006).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 인체에는 그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 직접적인 영향으

로는 탈수증세 (dehydration)를 동반한 열경련 (heat 

cramps)와 열탈진 (heat exhaustion)등이 있으며 심할 경

우에는 열사병 (heat strokes)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

다. 열사병은 고온에 노출된 후 24시간 이내에 나타날 수 

있다. 높은 기온은 또한 심장혈관질환 (cardiovascular 
disease)이나 호흡기질환 (respiratory disease) 등 만성

질환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고온에 따라 초과사망이 

최대로 나타나는 시점은 시간의 지체를 가지고 나타나

기도 하는데 선행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열파가 발생

한 이후 최대 사망자수가 나타나는 시점은 지역적 특

성에 따라 1일 또는 수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Kysely, 2004).
고온현상에 따른 초과사망자의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의 16개 지방자치단체, 캐나다 

토론토, 이탈리아의 9개 시, 중국 상해 등에서는 고온

건강 감시경보 시스템 (Heat Health Watch Warning 
System, 이하 HHWWS)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김지영, 2006; Sheridan and Kalkstein, 2004; Tan et 
al., 2004; Pascal et al., 2006). 중국과 일본 등 한반도 

주변 국가에서 폭염이 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사례가 이미 학계에 보고된 바 있다 (Sun et al., 1994; 
Nakai et al., 1999; Tan et al., 2004). 우리나라에서도 

고온현상이 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최근들

어 일부 수행된 바가 있다 (환경부, 2003; 기상연구소, 
2005; 최광용 등 2005; 이대근, 2006). 이 연구는 한반

도 지역의 기후와 한국인에 적합한 HHWWS를 개발

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한반도 지역의 고온 현상

이 일 사망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규명하기 위

하여 주로 기상학적인 관점에 중심을 두고 수행하였

다. 특히, 이전에 수행된 바가 없는 서울에 대한 임계온

도의 결정과 한반도 지역에 폭염을 유발하는 기상학적 

원인에 대한 분석을 새롭게 수행하였다.   

2. 자료

일 사망자 자료는 통계청에서 1년 단위로 작성․발간

하는 1991년부터 2004년까지 14년간의 사망원인 통

계 자료를 이용하였다. 사망원인 통계 화일 설계에는 

사망자 개개인의 나이, 성별, 지역 (시군구로 지역 구분), 
사망원인은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의 권고에 따른 국제사인분류 기준, 즉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 Revision 
10 (2003)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 특히, 1998년부터 

2003까지 6년간은 사망 원인별 (질병, 교통사고,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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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Yearly variation of annual mean of daily deaths with population (men and women) change at Seoul during the past
13 years (1992-2004).

추락사, 익사, 타살, 기타, 미상 등의 8종으로 분류되

며, 질병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함)로 구분된 코드의 

이용이 부가적으로 가능하다 (http://www.nso.go.kr). 
우리나라의 6대 광역시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를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10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밀집된 서울을 중심으로 하계 고온

에 따른 일 사망률 (all-caused deaths or mortality)의 

변화를 자세히 분석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기상관측 

자료는 기상청의 기후자료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각 

지점 별 기온 (일최고, 최저, 평균 기온 등), 습도, 바람, 
운량 등이다.

3. 결과

3.1 사망자 수의 연별 및 월별 변화 특징

우리나라의 최대 도시인 서울은 1992년에 약 1,094 
만명 (남성: 550 만명, 여성: 544 만명)이 거주하였고, 
2004년까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4년에는 

약 1,017 만명 (남성: 507 만명, 여성: 510 만명)이 거

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서울의 일 사망률의 

연 평균치는 1992년부터 2004년까지 13년의 기간동

안 약 100명에서 106명 사이에서 분포하였으며, 해마

다 각기 다른 값을 보였다. 특히, 1994년에는 105.3명, 
2000년에는 106.0명, 2002년에는 105.5명 등으로 1992
년의 100.5명 등 다른 해에 비해 연평균 일사망자 수가 

많았다. 사망자 수가 크게 나타나는 해에 대한 계절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연별 및 월별 사망자 수의 

분포를 Fig. 2에 제시하였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4년에는 여름철인 7월에 높은 사망자 수에 의한 기

여가 탁월하게 나타났고, 2000년과 2002년에는 겨울

철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해
에 따라서는 환절기인 봄철과 가을철에 사망자 수의 최

대치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예로, 1995년과 2001년의 

봄철 및 2000년의 가을철).

3.2 일 최고기온과 일 사망자 수와의 관계

기온에 따른 사망률의 증가 경향은 어떤 지역의 기

후 특성, 사회경제적 환경, 각 지역 별 거주민의 기후적

응도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Fig. 3은 1992년부터 2004년까지 일 최고 기온

과 일 사망자수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나타

난 바와 같이 기온이 높은 영역에서는 기온의 상승에 

따라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일 최고기온에 따른 사망자 수의 변화는 특정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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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aily deaths as a function of daily maximum temper-
ature at Seoul. Blue dots in the figure indicate 5% and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population.

Fig. 2. Contour map of monthly mean deaths at Seoul. The 
highest peak of death among summer months is shown in 
July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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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폭염이 심했던 1994년 등)에 따라서는 크게 다

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으로 제시하지는 않

음). 이러한 기온과 일 사망률의 관계는 서울과 인천 

등 남한의 중․북부 지역에서는 잘 나타난 반면, 부산, 
대구, 광주 등 남부 지방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한 원인은 앞서 설

명한 바와 같이 남부지방에 거주해온 사람들이 중북부 

지역의 사람들보다 고온 환경에 더 잘 적응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3.3 연령 별 사망자 수 분율

어느 연령대가 고온의 환경에 취약한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지역에 대하여 기온에 따른 사망자수의 백

분율을 각 연령 대 별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비록 일 최고기온이 22oC와 24oC일 때 60
세 이상의 사망자 백분율이 각각 64.1%와 63.2%로 다

소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일 최고기온이 약 35oC
를 넘어감에 따라 60대 이상의 사망자수의 백분율이 

62%에서부터 68%에 이르는 등 고령층에서 사망자수

의 백분율이 증가하여 나타났으며, 특히 38oC 이상에

서 80대 이상의 연령 대에서는 사망자수의 백분율이 

28.3%로 높게 나타났다. 2003년 8월에 발생한 영국 

런던의 폭염 사례 연구에서도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

였을 때는 42%의 초과 사망이 나타난 반면 75세 이상

의 연령에서는 59%의 초과 사망이 나타나는 등 국내

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고령층의 초

과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WHO, 
2003). 이와 같이 고령층에서 사망자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고령층이 청장년층 보다 고혈

압,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등을 많

이 앓고 있어 생리학적으로 폭염의 환경에 더 취약하

기 때문이다. 고령층의 폭염에 대한 취약성은 북아메

리카와 유럽 등 세계의 여타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

타나는 특징이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언급할 만한 것

은 독거노인처럼 혼자서 살거나 냉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집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폭염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폭염 발생이 있기 하루

나 이틀 전에 이들에 대한 사전 통보 및 대피 시설 (예
로, 냉방 센터 등)이 사회적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준

비될 필요가 있다.    

3.4 기온과 사망자 수의 관련성

3.4.1 폭염 유발과 관련된 종관기상 및 기후 조건

여름 철 폭염을 유발하는 종관기상 조건에 대한 이

해는 폭염의 기상학적 유발 원인뿐만 아니라 폭염의 

예측 및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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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ractional distribution of deaths by ages. This figure shows the elderly people are more vulnerable to the hot weather
or high heat stress.

Fig. 5. Yearly variation of mortality (> 65 ages) in major cities of South Korea during 1992-2004.

서 발생한 대표적인 폭염의 사례로 1994년 7월 하순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최광용 등 2005). Fig. 5는 1992년

부터 2004년까지 최근 13년 동안 서울, 부산, 인천, 대
전, 대구, 광주 등 우리나라의 주요 대도시 지역의 하계

(6, 7, 8월) 65세 이상 사망률 (65세이상 사망자 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을 나타낸 것이다. 광주를 

제외한 5대도시에서 1994년에 가장 높은 사망률이 공

통적으로 나타났다. Fig. 6a에 1994년 7월 23일과 24

일의 지상 일기도를 제시하였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 열도 남쪽 및 북태평양 상에 두개의 태풍이 

위치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에 위

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풍의 

이동 속도가 상당히 느림으로 인해 7월 24일의 기록적

인 폭염이 발생하기 수일 전부터 한반도 지역은 고기

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또한 

지표가 매우 건조한 상태여서, 강한 일사에 의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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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July 23, 1994

   
July 24, 1994

                     (b)

Precipitation Anomaly (mm)

Fig. 6. (a) Surface weather maps on July 23 and 24, 1994  (image courtesy for the Japan Meteorological Agency) and (b)
precipitation anomaly over East Asia in July 1994 (data courtesy for the US NOAA/NCEP 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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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Daily variation of daily maximum, mean, and mini-
mum temperatures with daily deaths at Seoul in July 1994. 
In the figure, red and blue lines indicate 31.4 and 25.0oC, re-
spectively and (b) daily variation of daily deaths at Seoul dur-
ing the past 13 years (1992-2004). Black circles and vertical
bars indicate 13-year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n each 
day. The red circles indicate daily deaths in summer of 1994.

면 가열이 폭염 유발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

로 보인다. 장마의 종료 후에 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여름철 무더위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함에 따라 나타나지만 기록적인 폭염은 그와는 다

른 기상학적 요인과 형태에 의해 나타날 수 있음을 시

사하는 결과이다. 즉, 여름철 기단 자체의 고온 다습한 

성질뿐만 아니라 태풍 등에 의한 기압계의 정체, 가뭄 

등에 의한 지표의 수분 함량 부족 (이는 지표의 수분 

증발을 통한 잠열 방출로 지표를 냉각시킬 수 있는 효

과를 크게 감소시키게 됨) 및 구름이 거의 없는 맑은 

하늘 상태에서 강한 일사에 의한 지표면의 복사 가열 

등이 기록적인 폭염 유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Ferranti and Viterbo, 2006). Fig. 6b는 한반도를 포함

한 동아시아 지역의 강수량 아노말리를 미국 해양대기

청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stration) 
산하의 기후진단센터 (Climate Diagnostics Center, 
CDC)에서 생산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그
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4년 7월은 한반도와 일본 

열도 그리고 중국의 일부 지역에 이르는 거대한 음의 

강수량 아노말리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반도의 중부와 남부 지방에서 강수량의 음의 아노말

리가 강하게 나타났다. 
Fig. 7a는 1994년 7월 한 달 동안 서울의 일 최고기

온, 일 평균기온, 일 최저기온 및 일 사망자 수의 시계

열을 나타낸 것이다.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난 7월 24
일의 다음 날인 7월 25일에 일 사망자 수가 18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고

온 현상이 발생 24시간 이내에 더위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인체가 받는 열적 스트레스는 일 최고기온뿐만 아니라 

일 최저기온의 강도 및 지속성 등이 누적적으로 작용

하며, 습도, 바람, 일사 등 다양한 요인에 의존하기 때

문에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인체

에 대한 열 수지 방정식을 기반으로 하는 생명기상모

델 (예로, 독일에서 개발된 Klima-Michel 모델) 등을 

이용한 연구의 결과가 폭염에 따른 인체의 열적 스트레

스 정도를 표현하는데 보다 적합 할 수 있다 (Jendritzky 
et al., 2000; 기상연구소, 2005; Kim et al., 2006a and b).

Fig. 7b는 1992년부터 2004년까지 13년간 서울에

서 여름철 (6, 7, 8월) 각 날의 평균 사망자수와 표준편

차, 그리고 1994년 여름철의 일 사망자 수 (적색 실선

으로 표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름철에 평균적으로 약 98명의 사망자가 나타나지만 

1994년 7월 하순과 8월 상순의 경우 일 사망자수가 급

증한 것이 뚜렷이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일 최고기온

이 가장 높았던 7월 24일 다음 날 (7월 25일)에 일 사

망자 수가 180명으로 나타나 약 80명 이상의 초과 사

망자가 나타났으며,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무

더위 기간 동안 20명 이상의 초과 사망자가 계속적으

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3.4.2 일 최고기온에 따른 사망자 수 회귀식

기온의 증가에 따른 사망자 수의 변화를 회귀 분석

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폭염이 가장 심했던 1994년의 

여름철 3개월 동안 (즉, N=92) 서울의 일 최고기온 (Fig. 
8), 일평균 기온, 일최저 기온에 대한 사망자수 변화의 

회귀식은 Y = a + b×EXP(c×Temp.)의 지수함수 형태

를 통하여 잘 표현 할 수 있었다. 여기서, Y는 사망자 

수, a, b, c는 회귀식 산정에 따른 상수 이고, Temp.는 

기온을 나타낸다. 일 최고기온 (Tmax), 일평균 기온

(Tmean), 일최저 기온 (Tmin)에 대한 회귀식은 각각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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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xponential linear regression curve between daily
deaths and maximum temperature at Seoul in the summer
months in 1994.

 
Fig. 9. Determination of threshold temperature by an use of
two-phase linear regression method. (a) Residual sum of 
squares with respect to the maximum temperature and (b) 
daily deaths as a function of the maximum temperature with
two linear regression lines at Seoul in the summer months 
of 1994.

  

Daily Deaths = 95.7 +     
6.2063*10-5*exp(0.3628*Tmax)                         (1)

Daily Deaths = 94.9 + 
4.9587*10-5*exp(0.4322*Tmean)                       (2)

Daily Deaths = 93.6 + 
0.0007*10-5*exp(0.3928*Tmin)                          (3)

위 식 (1), (2), (3)에 대한 상관계수의 제곱 (r2)은 각각 

0.45, 0.57, 0.47로 나타나, 일평균 기온과 일 사망자 

수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폭염으로 인한 열적 스트레스의 강도가 기온의 다양한 

형태 (즉, 최고기온, 평균기온, 최저기온 등)에 따라 다

르며, 또한 이들의 지속시간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

을 시사한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대도시 지역에 대한 

결과는 인천의 경우 서울과 비슷한 관계를 보였으나 

기타 도시에 대해서는 기온에 따른 사망자 수의 증가

가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림으로 제시하지는 

않음). 이는 각 지역의 기후적 특성이 다를 뿐 아니라 

서울이나 인천 보다 남쪽에 (상대적으로 저위도 쪽) 위
치해 있고, 지역 거주민의 기후 적응도 (또는 순응도)
가 각기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4.3 임계온도

기온의 증가에 따라 사망자 수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온도를 일반적으로 임계 온도 (threshold tem-
perature)라고 한다 (Kysely, 2002). 임계온도는 동일지

역에서도 결정 방법에 따라 약간 씩 다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으로 임계온도를 결정하기 위하

여 이중-위상 회귀 모델 (two-phase regression model)을 

사용 하였다 (Lund and Reeves, 2002). Fig. 9a는 일 

최고기온에 따른 최소자승근의 잔차 합의 변화를 나타

낸 것으로서 이 잔차 합이 가장 작을 때를 임계온도로 

간주할 수 있다. Fig.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 최고기온

에 대한 사망률의 변화는 약 31oC를 기준으로 두개의 

회귀 직선에 의하여 가장 잘 구분 될 수 있었다. 따라

서, 서울에서 일 최고기온을 기준으로 한 임계온도는 

31oC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서울의 임계온도 값

은 서울의 여름철 일최고 기온의 일별 평년 값 중 최고

치인 31.4oC와 매우 근접한 값으로서, 기후학적 적응도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일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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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을 기준으로 한 임계온도는 Boston 30oC, Atlanta 
32oC, Dallas 40oC, Denver 34oC, Phoenix 44oC 등으

로 조사되었다 (Kalkstein, 2003). 

4. 결론 및 토의

1992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나라의 6대도시에 대

한 기온 등 일기상 자료와 일사망자 자료를 분석하여 

한반도 지역에서 여름철 폭염이 일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여름철의 일 최고기온에 따른 사

망자수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서울 등 중부지방에 사

는 거주민이 대구와 부산 등 남부지방의 거주민 보다 

고온의 환경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지

역 별로 기후 및 거주민의 기후적응도가 다르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 최고기온이 임계 값을 넘

을 때 기온의 증가에 따라 일 사망자수는 급격하게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위상 회귀 모델을 사용

하여 결정한 서울의 기온 임계값은 약 31oC로 나타났

다. 일반적으로 사망률은 겨울에 높고 여름에 낮은 분

포를 보이지만 1994년의 여름의 경우 예외적인 이상 

고온 현상으로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고령

자들이 고온의 환경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의 경우 기상 관측사상 일 최고기온이 38.4oC로 가장 

높았던 7월 24일의 하루 뒤에 약 80명 이상의 초과 사

망자가 나타나기도 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

의 정도가 뚜렷이 나타났다. 또한 1994년 7월 하순에 

발생한 기록적 폭염의 기상학적 원인은 1) 일본열도 

남쪽에 위치한 태풍의 정체로 인한 고기압의 영향 하

에서 강한 일사에 의한 지표 복사 가열의 누적, 2) 가뭄

에 따른 지표의 수분 부족과 그에 따른 잠열 방출에 의

한 지표 냉각 효과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으

로 보인다. 이는,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 등 단순한 여

름철의 종관기상학적 요인보다 태풍 이동경로의 정체

와 가뭄의 지속 등 지역기후적인 원인에 의하여 기록

적인 폭염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종류의 기상재해 중 많은 사망자를 내는 기상재

해인 여름철 폭염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한반도 

지역에서 폭염을 유발하는 여름철 기단 (offensive air 
mass)의 객관적인 분류, 폭염의 강도와 지속성에 대한 

기후학적인 분석, 폭염 발생 후 최대 사망자 수가 나타

나는 시간 지연 현상, 지역 별 기후 특성과 기후적응도

에 따른 폭염 피해 정도의 지역 별 차이 등에 대한 기상

학적 및 예방의학적인 차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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