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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지구적 기온 상승에 따라 여름철 폭염의 발생빈

도가 높아지고, 강도가 커지며, 지속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21세기에 대부분의 육상지역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Meehl et al., 2000; 
Chase et al., 2006; IPCC, 2007; 김지영 등 2007). 지
속적인 가뭄 등에 동반된 장기간의 폭염은 다양한 사

회경제적 피해를 야기 시킨다(Fink et al., 2003; Ebi et 
al., 2004; 김지영 등 2006). 특히, 폭염 발생 시 닭이나 

오리 등 조류의 집단 폐사, 정전 등 전력공급 문제 야

기, 산불의 발생, 광화학 스모그로 인한 대기오염 악화 

등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Changnon et 
al., 1996). 국내외의 다양한 폭염 사례를 통해 널리 알

려진 바와 같이 폭염은 인류의 보건에도 심각한 영향

을 미치고 있다(Curriero et al., 2002; Ebi et al., 2004; 
Kysely and Kim, 2009; 이대근 등, 2007).

폭염은 인체 내의 생리적 변화와 연관되어 있기 때

문에 인간의 유병률(morbidity) 및 사망률(mortality)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게 된다(Kysely et al., 
2009). 하지만, 비록 같은 강도의 폭염일지라도 폭염에 

따른 피해 정도는 각 도시별 기후 특성에 따른 주민의 

폭염에 대한 적응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Kim et 
al., 2006; Baccini et al., 2008; De Freitas and Grigorieva, 
2009). 실제로 미국에서의 연구결과에 따르면(Kalkstein, 
2003),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임계기온(일 최고기온의 

증가에 따라 사망률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온도)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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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라 서로 달라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보스톤은 

30℃, 아틀란타는 32℃, 달라스는 40℃, 덴버는 34℃, 
미국 남서부의 사막지역인 피닉스는 44℃ 등으로 최

고 14도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

에 따른 주민의 기후에 대한 적응 정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열적 기후 순응도(heat acclimatization)
를 사용한다. 여러 가지 문헌조사에 따르면, 열적 기후 

순응(또는 순응도)는 “열 손상으로부터 생리학적 스트

레인(심박동수, 체온 등)을 줄이고, 물리적 활동능력을 

개선시키며, 생명유지에 필요한 기관(뇌, 간, 신장, 근
육 등)의 쾌적성을 개선시키고 보호하려는 생물학적 

적응(adaptation)”으로 정의된다(U.S. Army, 2003; 
Encyclopedia of Entomology, 2004). 특히, 실험실에

서 이루어지는 급격한 실험환경 변화에 따른 순응도

(acclimation)와 자연환경에서 장기간의 환경변화에 

따른 기후 순응도(acclimatization)는 서로 개념적 차

이가 있다(Wyndham et al., 1954 and 1960; Cleland 
et al. 1969; Li et al., 1995; Mathew et al., 2000).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폭염의 발생(Kim et al., 2007; 김지연과 이승호, 2007) 
및 그에 따른 초과 사망자 연구(Kysely and Kim, 
2009; 최광용 등, 2005; 김지영 등, 2006; 이대근 등, 
2007; 박종길 등, 2008b) 뿐만 아니라 각 지역 별 주민

의 폭염에 따른 기후 순응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연구는 폭염에 대비한 기상 예보 및 특보 시스템

의 개발과 개선(기상청, 2006; 박종길 등, 2008a), 고온

-건강 경보시스템의 개발(Kalkstein et al., 2008; Kim 
et al., 2008)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지
금까지 폭염에 대한 지역 별 기후 순응도를 조사한 연

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 연구는 1991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의 6개 대도

시(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 대한 일 사망

률과 기온관측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각 도시 별 주민

의 폭염에 대한 기후 순응도 특성을 밝히고자 수행 하

였다. 
 
2. 폭염의 정의, 자료 및 연구방법

2.1 폭염의 정의

폭염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

으며, 연구자에 따라 사용되는 정의가 서로 다르며, 폭
염을 나타내는 열적지수도 연구자 마다 각각 다르다

(Kalkstein et al., 2003; Ebi et al., 2009). 기온 측정값

(일 평균 기온 또는 일 최고기온) 자체를 사용하는 경

우도 있고, 기온과 습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열지수

(Heat Index)나 Apparent Temperature를 사용하는 경

우도 있다(최광용 등, 2005; Kim et al., 2006; Baccini 
et al., 2008). 또한 일본과 독일에서는 바람과 일사의 

효과를 함께 고려한 흑구습구온도(Wet Bulb Globe 
Temperature)나 인지온도(Perceive Temperature)를 각

각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어느 날의 

일 최고기온이 임계온도(즉, 기온의 증가에 따라 초과

사망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일 최고기온값)를 초과한 

경우를 폭염 발생일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실제로 

인체에 미치는 열 스트레스를 산정하고 분석할 때 습

도에 의한 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

가 많으나, 일기예보 현업에서 폭염의 강도와 지속기

간을 예측할 때 습도(이슬점온도 또는 상대습도)를 정

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기상청 

유근기 예보관 개인교신). 따라서, 현업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연구를 하기위해서는 기온 자료를 중심으로 분

석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2.2 자료 및 연구방법

이 연구에 사용된 주요 대도시의 일 별 사망자 수 자

료는 통계청에서 발간한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5
년 동안의 사망원인 별 통계 자료를 사용하였다(통계

청, 2006). 사망원인 별 통계 화일에는 사망자의 나이, 
성별, 지역이 구분되어 있다. 사망원인은 세계보건기

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의 권고에 

따른 국제사인분류 기준, 즉 국제 질병 구분(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Revision 10, 2003년 발간)
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 일 별 사망자 자료는 모든 원인

에 의한 사망자(all-cause mortality)와 심혈관 질환으

로 인한 사망자(cardiovascular disease, 이하 CVD; 
ICD-10 Codes I00-I99)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사망

자 수에서의 시간적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일 사망자 

수를 표준화 하였다. 통계청에서 보고된 관측 사망자

(observed deaths)와 기대사망자(baseline or expected 
deaths, 이하 BDs) 사이의 차를 구함으로써 초과사망

자(excess deaths, 이하 EDs)를 산출하였다. 기대사망

자의 계산을 위해 사망률의 장기간 변화, 계절적 변화, 
요일 변화를 고려하였다(Kysely and Kim, 2009). 또
한 서울 등 6개 대도시의 기상관측소에서 1991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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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까지 관측한 일최고기온 자료가 사용되었다. 
또한 기온의 증가에 따른 사망률 변화를 추정하기 위

하여 선형회귀모형(linear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

였으며,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을 산출하

였다(http://www.systat.com).

3. 도시 별 지리적 특성

Table 1에는 6개 대도시의 인구, 기상관측소의 위치

(위도, 경도, 해발고도),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여름

철(6, 7, 8월) 일최고기온의 평균값(이하 평균최고기

온)을 나타내었다. 2005년 현재 서울의 인구는 약 

1,016만 명 정도로서 한반도의 중서부 지역에 위치한 

거대도시(megacity)이다. 한강이 도시를 동에서 서로 

가로질러 흐르며, 도시의 중심에는 남산, 외곽은 북한

산, 관악산, 도봉산, 우면산 등이 경기도와 자연적 경계

를 이루고 있다. 서울의 여름철 평균최고기온은 28.
6℃이다. 인천은 한반도의 중서부 해안 위치한 도시로

서 7~8월에 기온이 가장 높고 강수량이 많다. 인천은 

중부 지방에서 볼 수 있는 기후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

고 있는데, 겨울철 기온은 북서풍의 영향을 받아, 같은 

위도 상에 있는 동해안의 도시보다 낮고 강수량 또한 

중부 지방에 비해 적은 편이다. 2005년 현재 인천의 인

구는 260만 명 정도로서 서울과 부산 다음으로 많다. 
인천의 여름철 평균최고기온은 27.8℃로서 서울보다 

0.8℃가 낮은 편이다. 대전은 계절이 뚜렷하고 기온이 

온화한 중위도 온대 계절풍 기후대에 속한다. 2005년 

현재 대전의 인구는 약 145만 명 정도이다. 대전은 차

령산맥과 소백산맥의 사이에 끼인 분지로서, 동쪽에는 

식장산, 고봉산, 응봉산, 성재산, 계족산이 이어져 있

고, 서쪽에는 산장산, 빈계산, 도덕봉, 갑하산, 우산봉

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발달되어 있다. 대전 분지의 

남쪽에는 구봉산, 보문산이 연결되어 있으며, 북쪽에

는 수양산, 금병산, 보덕봉, 오봉산으로 이어지는 비교

적 낮은 산줄기가 발달되어 있다. 남쪽의 산들이 북쪽

의 산들보다 높은 편이다. 대전천, 유등천, 갑천이 합류

하여 북쪽의 금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대전의 여름철 

평균최고기온은 29.1℃로서 서울과 비슷한 편이다. 대
구는 분지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북쪽에는 팔공산

이, 남쪽에는 비슬산이 있다. 강은 신천이 남에서 북으

로 흐르고 금호강과 합쳐지며 금호강은 동에서 서로 

흐르다가 낙동강으로 합류된다. 2005년 현재 대구의 

인구는 약 251만 명 정도이고, 여름철 평균최고기온은 

29.7℃이다. 광주는 시의 동부에 무등산이 있고, 도시

의 중심에 광주천이 흐르며 구 시역과 광산구와의 사

이에 영산강의 지류인 극락강이 흐른다. 2005년 현재 

광주시의 인구는 약 140만 명 정도이고, 여름철 평균

최고기온은 29.2℃이다. 부산은 한반도의 동남부 해안

에 위치한 도시로서 서쪽으로는 한국에서 가장 긴 강

인 낙동강이 흐르며, 강서구 북쪽에서 낙동강과 갈라

져 흐르는 서낙동강이 있다. 2005년 현재 부산의 인구

는 약 364만 명 정도로 서울 다음으로 많고, 여름철 평

균최고기온은 26.9℃이다. Table 1에서 부산의 위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평균기온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낮

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 주요 기상관측 시설 

기온관측 환경의 지역대표성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4. 기온 아노말리와 초과사망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한국의 6개 도시에 대하여 기온과 

일 사망자 자료를 이용하여 각 도시 별 주민의 폭염에 

대한 취약 특성을 비교하였다.
한국은 동아시아 몬순의 영향으로 사계절이 뚜렷하

고 각 계절에 따른 기온 차가 큰 특성을 가지고 있다. 

Table 1. Locations of meteorological stations, population (as of 2005), and mean of daily maximum temperature in summer
months (June, July, and August; period: 1991-2005) in 6 major cities (Seoul, Incheon, Daejeon, Daegu, Gwangju, and Busan)
in South Korea

Name Latitude (°N) Longitude (°E) Ht. (m) Population (as of 2005) Temperature (℃)
Seoul 37° 34' 126° 57' 85.5 10,167,344 28.6℃

Incheon 37° 29' 126° 37' 54.6 2,600,495 27.8℃
Daejeon 36° 22' 127° 22' 62.6 1,454,638 29.1℃
Daegu 35° 53' 128° 37' 57.3 2,511,306 29.7℃

Gwangju 35° 10' 128° 34' 74.5 1,401,745 29.2℃
Busan 35° 06' 129° 02' 69.2 3,638,293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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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가 폭염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일반적

으로 위도에 따른 지역 별 기후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

나게 된다. 실제로 싱가포르, 태국의 방콕, 필리핀의 마

닐라 등 적도 부근에 위치한 도시는 여름철 기온이 항

상 높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은 높은 기온 상태에 충분

히 적응이 되어 기온이 높게 상승하더라도 건강에 특

별한 이상을 느끼지 않게 된다(Kim et al., 2009). 그러

나, 중위도 및 고위도 지역에 위치한 거주하는 사람들

은 기온이 평년의 변동 범위를 벗어나 상승할 경우 더

위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상대적으로 열 스트

(b) Incheon
Year

Month
MTA
(℃)

All-caused deaths CVD-caused deaths
EDs BDs REM (%) SEM EDs BDs REM SEM

1994
07 3.5 143 690 20.8 653.4 69 183 37.8 315.3

1994
08 2.5 69 686 10.1 313.5 0 177 -0.4 -3.2

1992
07 -0.5 41 611 6.9 202.8 18 170 10.9 89.6

1995
06 0.2 42 719 5.9 179.8 13 185 7.3 57.4

2000
08 1.8 49 849 5.8 192.9 16 197 8.1 63.2

(c) Daejeon
Year

Month
MTA
(℃)

All-caused deaths CVD-caused deaths
EDs BDs REM (%) SEM EDs BDs REM SEM

1994
07 4.8 70 399 17.7 574.3 21 85 25.4 176.0

1991
08 -0.7 42 382 11.0 400.2 14 63 23.2 140.1

1999
06 1.0 47 435 10.9 347.6 22 94 23.7 164.3

1994
08 2.6 39 414 9.4 317.2 -1 85 -1.9 -13.0

1995
06 0.1 33 415 8.1 264.8 2 87 3.1 21.3

Table 2. Monthly mean of daily maximum temperature anomaly (MTA, with respect to the base period 1971-2000), monthly
sum of excess deaths (EDs) and baseline deaths (BDs), relative excess mortality (REM) and standardized excess mortality 
(SEM, normalized by 10M population) for all-caused deaths and CVD-caused deaths in 5 months with the largest excess
mortality over 1991-2005 for the 6 major cities

(a) Seoul
Year

Month
MTA
(℃)

All-caused deaths CVD-caused deaths
EDs BDs REM (%) SEM EDs BDs REM SEM

1994
07 3.9 669 3016 22.2 622.2 237 777 30.5 220.6

1994
08 2.4 182 3052 6.0 170.0 39 763 5.2 36.9

1996
06 -0.4 153 2939 5.2 147.3 79 688 11.6 76.5

2004
08 0.7 151 3073 4.9 148.8 78 695 11.3 77.4

2000
08 0.5 116 3061 3.8 113.3 9 655 1.4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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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에 취약하다(Kalkstein, 2003). Table 2는 서울 등 

6대 도시에 대하여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의 

분석 기간 중 월평균 상대초과사망률(relative excess 
mortality, 이하 REM)이 5 순위 이내인 경우에 대하여 

월평균 기온 아노말리와 사망률 특성을 비교한 결과이

다. 월평균 기온 아노말리를 산출하기 위한 평년값은 

1971년부터 2000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Table 
2에서 EDs(excess deaths)는 월 별 초과사망자의 합을 

나타내며, BDs(baseline deaths)는 Kysely and Kim 

(2009)의 방법에 의해 산출한 월별 기대사망자의 합을 

나타낸다. REM은 초과사망자를 기대사망자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며, SEM(standardized excess 
mortality)은 지역 간 초과사망률의 절대 비교를 위하

여 인구 천만명 당 초과사망률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사망자를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자(all-caused deaths, 
이하 ACD)와 폭염에 취약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심

혈관 질환(cardiovascular-caused deaths, 이하 CCD)
으로 인한 사망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d) Daegu
Year

Month
MTA
(℃)

All-caused deaths CVD-caused deaths
EDs BDs REM (%) SEM EDs BDs REM SEM

1994
07 5.7 120 832 14.4 512.7 61 204 30.3 264.2

1999
06 0.4 66 860 7.8 266.2 -5 191 -3.0 -23.1

1996
07 -0.1 60 886 6.9 245.5 10 191 5.3 40.7

1995
07 0.9 48 867 5.6 196.5 -2 201 -1.0 -8.5

1997
06 2.2 35 850 4.2 143.1 -18 186 -9.8 -73.5

(f) Busan
Year

Month
MTA
(℃)

All-caused deaths CVD-caused deaths
EDs BDs REM (%) SEM EDs BDs REM SEM

1994
07 4.1 115 1321 8.8 301.3 105 409 25.8 275.0

1997
07 0.4 98 1406 7.0 254.7 33 370 9.1 87.2

1991
06 0.9 76 1258 6.1 201 20 362 5.7 54.8

1998
08 -0.2 58 1442 4.1 153.6 0 380 -0.2 -2.4

2004
07 0.2 50 1483 3.4 137.5 16 379 4.3 44.2

(e) Gwangju
Year

Month
MTA
(℃)

All-caused deaths CVD-caused deaths
EDs BDs REM (%) SEM EDs BDs REM SEM

1993
08 -3.4 56 436 12.9 450.9 19 92 20.8 154.6

2001
07 1.1 46 452 10.3 336.0 11 91 12.6 83.1

1998
08 -0.3 36 450 8.1 272.5 8 77 10.5 61.2

1998
06 -1.5 33 431 7.7 246.4 2 79 3.0 17.9

2005
06 1.7 34 450 7.7 247.5 2 90 2.3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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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Table 2(a))은 1994년 7월이 평년에 비하여 

3.9℃ 높은 기온을 보였는데, ACD 분석결과 22.2%의 

REM으로 가장 높은 값을 기록하였으며, 월초과 사망

자의 합은 669명에 달하였다. 또한 SEM은 622로 나

타났다. 한편 CCD의 경우는 REM이 30.5%로서 ACD 
보다 8.3% 높게 나타났으며, SEM은 220정도로 나타

났다. 이는 폭염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원인 중 약 

35%가 심혈관 질환에 의한 것임을 의미한다. 1994년 

8월은 두 번째로 높은 REM이 나타난 월로서 ACD의 

경우 6.0%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Table 2(b))도 

1994년 7월과 8월에 많은 초과 사망자가 나타났다. 특
히, 1994년 7월 ACD에 의한  SEM은 653.4로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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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ariations of excess deaths as a function of daily maximum temperature in 6 major cities of South Korea, (a) Seoul,
(b) Incheon, (c) Daejeon, (d) Daegu, (e) Gwangju, and (f) Busan. Dashed line shows the 95%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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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REM은 20.8%로서 서울 다음

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1994년 8월은 7월 다음으

로 REM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 8월의 CCD
에서의 REM과 SEM의 음의 값은 7월의 무더위 이후

의 추수효과(harvesting effect)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

다. 대전(Table 2(c)) 또한 1994년 7월에 ACD에 의한 

REM이 17.7%, SEM이 574.3으로 높은 초과 사망률

을 기록하였다. 대구(Table 2(d))는 1994년 7월에 

ACD에 의한 REM이 14.4%, SEM이 512.7로서 나타

났고, CCD로 인한 REM은 30.3%, SEM은 264.2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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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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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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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riations of standardized excess mortality (per 10 million population) as a function of daily maximum temperature
in 6 major cities of South Korea, (a) Seoul, (b) Incheon, (c) Daejeon, (d), Daegu, (e) Gwangju, and (f) Busan. Dashed line
shows the 95%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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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Table 2(e)) 1993년 8월에 

REM이 12.9%로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도시에 비하

여 기온 아노말리와 초과 사망률의 일관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부산의 경우(Table 2(f)), 1994년 7
월에 ACD로 인한 REM이 8.8%, SEM이 301.3으로 

높게 나타났다. 1994년 7월 부산에서 나타난 초과사망

의 주요원인은 이대근 등(2007)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때 이른 무더위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5. 도시 별 기후순응도 비교  

서울 등 6개 도시에 대하여 일최고기온의 변화에 따

른 초과사망자의 변화를 Fig. 1과 2에 나타내었다. 그
림에서 실선은 기온에 따른 사망자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선형회귀 분석선을 나타내하고, 파선

은 그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의미한다. Fig. 1은 도

시별 기온의 증가에 따른 초과사망자 발생에 대한 분

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Fig. 1과 같이 분석

할 경우 각 도시 별 폭염으로 인한 초과사망자의 규모

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도시 간 인구의 규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도시 간 폭염에 대한 취약성을 비교하

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를 위해 Fig. 2는 각 도시 간의 

절대적인 비교를 위하여 표준화된 초과사망률(즉, 인
구 천만명당 초과사망률)에 대한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기온이 증가함에 따라 초과사망이 발생하기 시작하

는 임계온도(threshold temperature)는 각 도시별로 각

각 다르게 나타났다. 임계온도는 선형회귀식으로부터 

기온 0.1℃ 변화에 따른 초과사망률의 변화를 계산함

으로써 결정하였다. 서울의 경우 임계온도는 29.4℃로 

나타났으며, 인천은 29.9℃, 대전은 30.3℃, 대구는 

27.3℃, 광주는 30.0℃, 부산은 28.2℃로 나타나 전체

적으로는 27~30도의 범위에서 분포하였다. 상대적으

로 더운 기후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대구와 부산의 임

계온도가 서울과 인천에 비하여 작은 값을 나타낸 것

은 의외의 결과이다. 한편, Kim et al.(2006)이 일평균 

기온을 사용하여 한국의 주요 도시별 임계온도를 비교

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대구, 대전이 28.1℃, 인천과 

광주가 26.6℃로 각각 나타나 도시 별 임계온도가 연

구자 간의 방법에 따라 각각 달리 나타날 수 있으며, 일
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각 도시의 위도 별 분포와 반

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온이 임계온도 이상일 때 각 도시 별로 기온

이 1℃ 상승함에 따른 인구천만명당 사망률 증가율

(즉, SEM 증가율)은 인천 4.8명, 서울 4.7명, 대전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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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stimates of excess mortality at high temperatures in 6 major Korean cities. People who live in Incheon appear to
be most vulnerable to excess heat, whereas people in Daegu are relatively well adapted to excess 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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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광주 2.8명, 대구 2.4명, 부산 1.5명의 순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Fig. 2의 그림에서 각 도시 별로 

기온의 증가에 따른 SEM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그림

에 잘 나타나 있다. 이는 어느 도시지역 주민의 폭염에 

따른 취약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로서 임계온도 보다는 

임계온도 이상에서 기온 상승에 따른 사망자 증가율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밝힌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다. 
Fig. 3은 6개 도시에 대한 기온에 따른 초과 사망률의 

변화를 동시에 나타낸 것으로서 위에서 언급한 도시 

별 기후순응도 특성과 각 도시간의 폭염에 대한 상대

적 취약성이 잘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최

고기온이 36℃일 때 인구천만명당 초과 사망률은 인

천이 23.6명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6.9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 19.8, 대전 17.7, 부산 12.2, 광주 11.6
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6대 도시 중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이 폭염에 가장 취약하고 대구와 부산 

등 영남권에 거주하는 주민이 폭염에 대한 적응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6. 결론 및 토의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 동안 서울, 인천, 대
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도시에 대하여 일별 사망자 

수와 기온 자료를 이용하여 각 도시 별 주민의 기후 순

응도를 분석하였으며, 위에서 언급한 연구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은 1994년 7월이 평년에 비하여 3.9℃ 높

은 기온을 기록하였는데,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자

(ACD)를 분석한 결과, 평소보다 약 22.2%의 사망자 

증가가 나타나 부산, 광주, 대구 등 다른 도시 보다 가

장 높았다.
둘째, 1994년 7월 서울의 초과사망자 합은 669명에 

달하였다. 또한 심혈관 질환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

우에는 상대초과사망률이 30.5%로서 ACD 보다 8.3%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임계기온 이상의 기온 범위에서 각 도시 별로 

기온이 1℃ 상승함에 따른 인구천만명당 사망률 증가 

경향은 인천 4.8명, 서울 4.7명, 대전 4.3명, 광주 2.8
명, 대구 2.4명, 부산 1.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최고

기온이 36℃일 때 인구천만명당 초과 사망률은 인천

이 23.6명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6.9명으로 가장 낮

았으며, 서울 19.8명, 대전 17.7명, 부산 12.2명, 광주 

11.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이 폭염에 가장 취약

하고 대구와 부산 등 영남권에 거주하는 주민이 폭염

에 대한 적응도가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도시 별 임계온도는 일최고기온을 기준으로 

볼 때 27~30℃의 범위에서 분포하였다. 그러나, 임계

온도의 분포가 각 도시의 위도별 기후특성을 잘 반영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염에 따른 지

역 간 기후 순응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임계온도 보

다 임계온도 이상에서의 사망률 증가율을 비교하는 것

이 더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부산 등 한국의 남부지

역에 위치한 도시에 비해 서울, 인천 등 상대적으로 고

위도에 위치한 도시로 갈수록 주민의 폭염에 대한 취

약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1세기에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폭염에 보다 효과

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 도시 별 폭염 취약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폭염으로 인한 인명구조, 재난 대응 

및 저감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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