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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e aim of this paper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mmertime (June to August) heat
index,  which quant i f ies the b ioc l imat ic  apparent
temperature in sultry weather, and the daily disease-related
mortality in Seoul for the period from 1991 to 2000. 

Methods : The daily maximum (or minimum) summertime
heat indices, which show synergetic apparent temperatures,
were calculated from the six hourly temperatures and real
time humidity data for Seoul from 1991 to 2000. The
disease-related daily mortality was extracted with respect to
types of disease, age and sex, etc. and compared with the
time series of the daily heat indices.

Results : The summertime mortality in 1994 exceeded the
normal by 626 persons. Specifically, blood circulation-related
and cancer-related mortalities increased in 1994 by 29.7%
(224 persons) and 15.4% (107 persons), respectively,
compared with those in 1993. Elderly persons, those above
65 years, were shown to be highly susceptible to strong
heat waves, whereas the other age and sex-based group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ortality. In particular, a
heat wave episode on the 22nd of July 1994 (> 45℃ daily
heat index) resulted in double the normal number of

mortalities after a lag time of 3 days. Specifically, blood cir-
culation-related mortalities, such as cerebral infraction,
were predominant causes. Overall, a critical mortality
threshold was reached when the heat index exceeded
approximately 37℃, which corresponds to human body
temperature. A linear regression model based on the heat
indices above 37℃, with a 3 day lag time, accounted for
63% of the abnormally increased mortality (≥+2 standard
deviations).
Conclusions : This study revealed that elderly persons,
those over 65 years old, are more vulnerable to mortality
due to abnormal heat waves in Seoul, Korea. When the
daily maximum heat index exceeds approximately 37℃,
blood circulation-related mortality significantly increases. A
linear regression model, with respect to lag-time, showed
that the heat index based on a human model is a more
dependable indicator for the prediction of hot weather-
related mortality than the ambient air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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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이후에뚜렷하게나타나는전

세계적인 온난화 추세와 더불어 여름철

고온에의한사망자발생이자주보고되

고있다. 1995년 7월미국시카고를중심으

로한중서부지역과 2003년 7-8월에유럽

에서발생한열파 (heat wave)에의해적게

는 수백명에서, 많게는 수만명에 이르는

사망자가단기간내에발생하였다 [1,2].우

리나라가위치한동북아시아에서도이러

한열파발생에의한사망자급증의사례

가이웃나라일본,중국등에서보고되고

있다 [3-5]. 우리나라에서도서울대도시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자 연구에 따르면,

1994년의경우에는여름철혹서에의한영

향이뚜렷하게나타나고있음을추정하고

있다 [6].또한 Choi등은남한의지난 26년

간 (1973-1998)열지수 (heat Index)를분석

하여 무더위가 장기간 자주 발생하는 지

역을밝혔다 [7].

무더위가발생하면인체는크게세가지

의생리적반응을보인다.첫째,체내화학

적에너지양을줄이기위해음식물을섭

취욕구가줄어든다.둘째,복사전도에의

한열방출을늘리기위해혈관이팽창하

고혈액순환속도가빨라지게된다.셋째,

체내 과잉 현열을 잠열로 효율적으로 발

산하기위해땀을자주흘리게된다 [8].한

반도가동북아시아몬순체계에속하여여

름철에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보이는 고온다습한기후특성은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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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의생리작용을방해한다. 고온다습

한기류는인체와주변환경사이의온도

및 습도 경도를 줄임으로써 체내에 과잉

누적된열에너지가체외로원활하게방출

하려는작용을방해한다.장기간강한무

더위가 발생할 경우, 체내에 열에너지가

과잉 축적되어 불쾌감을 주거나 심한 경

우에는 일사병 열사병 등으로 사망까지

초래한다. 국내에서 여름철 무더위에 의

한건강한사람이일사병혹은열사병등

직접적으로사망하는사례는매우드물게

보고되고있다.그러나이미질병을가지

고있는환자들은이러한강한무더위때

문에질병이악화되어사망하기쉽다.

지금까지대부분의우리나라사망자관

련 연구들은 여름철 대기 오염과 관련된

연구가주를이루어왔다 [9-13].환경부에

서일부기온혹은열지수와사망자간의

관계를 조사하였으나, 실시간 시간 기상

자료를이용하지않아정량화된열지수가

오류를 포함하고 있고, 무더위와 사망자

발생간의 lag time을고려하지않고상관관

계 결과를 제시하여 결과해석에 논의 여

지를남겨두었다 [14]. 따라서,본연구에

서는서울의지난 10년 (1991-2000)간 6시

간별기후자료를바탕으로무더위를정량

화한 열지수와 서울의 일별 질병에 의한

사망자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매우 강

한 무더위가 사망자 증가에 미치는 영향

을평가하였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사망자 신고서

를 바탕으로 1982년 이래로 사망자 원인

통계연보를매년발행해오고있다. 1990

년데이전사망자원인통계자료는사망

미신고,사망원인분류상의오류,사망시

기의불일치등의이유로주로월별혹은

연도별통계를사용해오고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1년 이후 10년 동안의

여름철 6-8월의 지역코드 11로 시작되는

서울의 일별 사망자를 각 사망 원인별로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사망자 원인 기준

은 1995년 이전자료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제9차 국제질병사인분류(ICD)

에 의거한 제2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를적용하였고, 1995년부터는세계보건기

구(WHO)의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

(ICD)에의거한제3차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를 적용하였다. 전체 사망자 중에서

사고사를제외한사망자 (1995년이전사

인코드 001-909, 1995년 이후 사인코드

A00-R99)를질병에의한사망자로정의하

고,질병종류,연령,성에따른여름철일별

사망자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월별 사

망자자료는 10년간의인구변화를고려하

여매년총인구수 (7월 1일기준)로나누

어표준화한뒤서울의인구를 10만명으

로가정하여비교할수있도록하였다.

무더위를정량화하기위해 Steadman의

Apparent Temperature을향상시켜미국기

후국 (National Weather Service)에서 1990년

대 이래로 사용하고 있는 열지수 (heat

index)를 사용하였다. 열지수는 평상복을

입고있는보통인체모델이가볍게그늘

에서 걸어가면서 주변 환경과 열 교환하

는양을계산하여기온과상대습도의두

요소로 요약한 체감 온도 지수이다 [15].

열지수는각시간별실시간기온및상대

습도자료를반드시사용해야하며, 26.7 °

C이상의값을가질때에그의미를지니게

된다. 같은 기온에서도 습도가 높아지면

대기의 온도보다 훨씬 높은 열지수를 나

타내게된다 [7](Figure 1). 따라서,열지수

는 우리나라와 같이 여름철에 기온뿐만

아니라습도도높은몬순기후지역에적합

한무더위정량지수이다. Equation 1에화

씨기온 ( F̊)과상대습도 (%)를넣어열지

수 ( F̊)를산출한후, Equation 2를이용하

여 섭씨단위 ( C̊)의 열지수로 전환을 한

다.열지수는기온 ( C̊)과동일한단위를

사용함으로써 불쾌지수(%)와 같은 다른

무더위정량지수에비해서일반인들이쉽

Figure 1. Heat Index chart [7]

Table 1. Anomaly of mean, maximum, and minimum temperatures in June-August (1991-2000),
deviated from the 30 year (1971-2000) normal in Seoul

Mean

Max

Min

Temp.(°C) Year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0.3
-0.4
0.6

-0.3
-0.6
-1.0
-0.3
-0.6
-0.3
-0.1
1.3
0.3

0.9
3.6
2.2
2.0
1.3
3.8
2.4
2.5
0.3
3.5
2.3
2.1

-0.6
-1.6
-2.2
-1.7
-1.1
-1.2
-2.0
-1.4
0.0

-2.0
-2.3
-1.4

-1.0
-0.1
-0.6
-0.8
-0.9
-0.4
-0.6
-0.6
-1.4
0.2

-0.7
-0.6

0.7
-0.6
0.1

-0.2
0.7

-1.0
0.5
0.1
0.5

-0.4
-0.5
-0.1

June
July
August
summer
June
July
August
summer
June
July
August
summer

0.4
-0.5
0.6

-0.1
-0.4
-0.5
0.3

-0.2
1.3

-0.6
0.8
0.5

1.5
1.2
1.4
1.1
1.6
1.3
1.8
1.6
1.1
1.0
1.1
1.1

0.0
0.0

-0.4
-0.4
-0.5
-0.2
-0.7
-0.5
0.2
0.1
0.0
0.1

1.2
1.0
0.6
0.7
1.4
1.2
0.7
1.1
0.7
0.5
0.2
0.5

1.8
1.9
0.8
1.2
2.3
2.2
0.5
1.7
1.3
1.3
0.8
1.1



평균값 2,492명보다작지만, 1994년 7월과

8월은각각 3,089명과 2,639명으로 1994년

을 제외한 평균치에 비하여 각각 601명,

136명씩초과발생하였다. 2000년도의 8월

사망자수도 2734명으로 10년평균치에비

하여 217명이초과사망하였다 (Figure 2). 

한편,생리기후학적으로 1994년여름철

은주·야간모두매우무더운특징을나

타냈다. 30년평균 (1971-2000)에비해 1994

년 7월 (8월)은 월평균 최고기온이 무려

+3.8 (+2.4) °C나높아 32.6 (31.9) °C를나타

내었고, 월평균 최저기온도 평년에 비해

+3.5 (+2.3) °C나높아 25.3 (24.4) °C를나타

내었다 (Table 1). 1994년 7월 (8월)체감온

도를정량화한서울지역의열지수는 1994

년을제외한연구기간평균 7월 (8월)열지

수값 28.8 (29.8) °C에 비하여 무려 +6.5

(+3.9) °C가 높은 35.3 (33.7) °C를 보였다

(Figure 2). 특징적인것은 1994년 7월 (8월)

월평균일최고기온에비하여월평균일최

고열지수가 +2.7 (+1.8) °C높게나타났다.

이것은한반도는동북아시아몬순체계에

속하여, 체감온도 상승에 일차적으로는

기온이매우중요한요소이고,이와더불

어 2차적인높은습도에의해실제인체가

체감하는 온도는 주변 공기의 온도보다

높아진다는사실을알수있다.

연구기간 (1991-2000) 동안매년서울의

여름철 일별 질병에 의한 사망자는 일최

고 열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날수록 증가

하는추세를보이면서변화하였다 (Figure

3).서울의여름하루평균 84명의질병사

망자가 발생하였고, 여름 장마가 끝나고

장마휴지기에속하는 7월하순은장마기

간동안내린비로인해높은습도와북태

평양 고기압의 확장으로 고온이 자주 발

생하여체감온도가일년중가장높게나

타나,하루평균사망자가 89명으로 5명이

초과 사망하는 시기이다. 특히, 1994년의

경우에는 7월 14일부터 31일까지평균적

으로매일 116명의질병사망자가발생하

여하루에 32명씩이나초과하여사망하였

다. 반면, 대부분의열지수가 35°C미만을

보였던 1993년의여름철의경우에는뚜렷

한질병사사망자,심혈관계사망자증가

현상이나타나지않았다 (Figure 4a).

세 이상-55세 미만, 55세 이상-65세 미만,

및 65세이상)및성별로나타나는사망자

수의 차이를 열지수의 변화를 고려하여

비교하였다. Lag time 을고려한일최고기

온-사망자, 열지수-사망자간의일차단순

회귀모델을산출하였다.

지난 10년간매년인구변화를고려하여

표준화한 10만명기준서울의여름철 6-8

월의질병에의한사망자수 (실제사망자

수/ 총 인구수)는 1991년 7,093명(7,420명

/10,461,122명)에서 2000년 7,995명(8,058명

/10,078,434명)으로약 902명(638명)이증가

하였다.특히, 1994년의표준화한 10만명

기준여름철 6-8월질병에의한사망자수

는 8,119명으로 연구기간 중 1994년을 제

외한연구기간표준화 10만명기준평균

사망자보다 626명이초과한최고치를기

록하였다.각월별로 1994년의 6월의표준

화한 10만명기준사망자는 2,391명으로

게인식할수있다.

이 열지수 방정식을 이용하여, 6시간별

열지수를 산출한후 최고(저)값을 취하여

일최고(저)열지수의시계열을얻었다.지

난 10년간 (1991-2000)의여름철 (6-8월)일

최고(저)열지수와일별사인,연령에따른

사망자간의상관성을시계열비교를통해

분석하였다.특히매우무더웠던 1994년과

상대적으로서늘했던 1993년의여름철일

별 사망자 자료와 일최고 열지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Table1). 연속된두해를비교

함으로써, 인구 구조의 변화에서 기인될

수있는오류를최소화하였다.사인별사

망자중에서세부적으로순환기계,암,내

분기계, 호흡기계, 소화기계질환에의한

사망자를분류하였다. 특히, 무더위로과

잉 누적된 열을 방출하는 혈관 팽창이나

혈액 순환과 관련된 심혈관계 사망자를

세부적으로 살펴 보았다. 또한 통계청의

구분기준을바탕으로연령별 (5세미만, 5

세이상-15세미만, 15세이상-25미만, 25세

이상-35세미만, 35세이상- 45세미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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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 F̊) = -42.379 + 2.04901523×T + 10.1433127×R - 0.22475541×T×R - 6.83783×10-3

×T2-5.481717×10-2×R2+1.22874×10-3×T2×R + 8.5282×10-4×T×R2 - 1.99

×10-6×T2×R2---------------- Equation 1

C = 5/9×( F̊-32)---------------------------Equation 2

HI: heat index ( F̊), T: air temperature ( F̊), RH: relative humidity (%)

F: Fahrenheit, C: Celsius 

Figure 2. Monthly average values of daily maximum Heat Indices and normalized monthly disease-
related deaths per 10 million persons in the summer, Seoul (199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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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7월 22일에는일 최고 열지수가

무려 45.5°C로매우높게나타났고, 3일후

인 7월 25일에는질병사망자가 164명으로

일평균 사망자의 거의 2배에 달하였다

(Figure 4b).  Smoyer 의연구에따르면,미국

세인트루이스지역의사망자는강한열지

수가발생한후 4일의 lag를두고가장높은

정점이발생한다고하는데서울의경우에

도 가장 높은 열지수가 발생한 후 3일의

lag를두고질병사사망자최고정점을나

타내는특징을보였다 [16]. 그러나이러

한 lag time의경우는각발생시기별로일

정치않아, 7월에발생한 40°C이상의높

은열지수가 8월에발생한동일임계치이

상의 열지수보다 훨씬 많은 질병 사망자

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주기적으

로높은사망자수발생후도시별사망가

능자의수적감소,강한무더위를일차적

으로기후순응으로극복하여무더위발생

에대한내성증가, 7월말 -8월초휴가철기

간에피서레크레이션활동증가패턴,사

회·경제계층별에어컨디션의보급정도

등의다양한사회경제적요인에의해영

향을받을수있기때문이다 [1,17].총질병

에의한사망자중 1994년 7월 25일심혈관

계질환사망자를살펴보면 60명으로평일

에비해두배이상급증하였다 (Figure 4b).

특히,고혈압성과뇌혈관질환관련사망

자가 순환기 계통 사망자의 거의 대부분

을 차지하였다. 강한 무더위가 발생하여

지속되면, 체내 과잉열을 발산하는 생리

작용과 관련된 혈액순환 관련 기관에 무

리가가게되고,심혈관련질환을앓고있

는 환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지

기때문이다.

1994년의무더위에따른사망자변화특

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1994년

여름철 일별 열지수와 사망자의 변화를,

인구수와 구조 변화에 의한 사망률의 변

화에의해초래될수있는오류를최소화

할수있는전년 1993년의자료와비교분

석하였다.비정상적으로무더웠던 1994년

과는달리, 1993년은기후학적으로서늘한

여름을보여,서울의 7월 (8월)의월평균기

온, 월평균일최고기온, 월평균일최저기

온이 30년(1971-2000)평균에비하여각각

-1.6(-.2.2)°C, -1.2 °(-2.0)°C, -2.0 (-2.3) °C낮

았다 (Table 1). 그결과,매우강한무더위

가자주발생한 1994년여름철서울의 10

만 명 기준으로 표준화한 질병사망자는

서늘한여름철기후특징을보인 1993년에

비하여뚜렷하게많이발생하였다. 1993-

1994년평균적으로순환기계통사망자가

약 31.2%,암에의한사망자가약 28.7%,소

화기계통 질병사망자 약 7.3%, 호흡기계

사망자 5.3%, 내분비물에 의한 사망자가

4.2%로전체질병사망자의약 76.7%를차

지한다. 1994년의 7-8월의경우전체적인

퍼센트는큰변화가없지만 1993년과비교

한 절대적인 숫자와 그 변화비율은 뚜렷

Figure 3. Variations of summertime daily mortality related to diseases and daily maximum heat indices in Seoul (1991-2000): Upper (Lower) string line
denotes +2(-2) standard deviations from the mean (middle line) for mortality: dot line denotes 37°C of hea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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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차이를나타낸다 (Table 2). 10만명으로

표준화한 1994년의 여름철 7-8월 질병사

사망자가 1993년에비해무려 773명초과

발생하였다.특히, 7월순환기계사망자는

224명이 초과 발생하여 1993년 사망자를

기준으로 29.7%의증가율을보였으며,암

관련사망자도 107명증가하여 15.4%의높

은증가율을보였다.이밖에도 7월에소화

기계,호흡기계,내분비계가 4-23명증가하

여전체적으로 519명의초과사망자가발

생하였다 (Table 2).  

한편,연령별로 5세미만의영아계층, 5

세이상 65세미만의각 10살당유소년/청

장년계층, 65세이상의노인계층의사망

자를비교해보면, 65세이상의노인계층이

이러한무더위에따른사망에가장뚜렷한

반응을 보였음을 잘 보여준다 (Figure 5).

다른 계층에 비해 시계열에서 높은 열지

수가발생한후 65세이상의노인계층사

망자가뚜렷하게증가하였고,특히 7월 25

일의 65세이상노인층의사망자는 100명

이상 (10만명기준 1993년대비 50명이상

초과발생) 으로 월평균에 비해 사망자수

가 2배 이상 급증하는 특징을 보였다. 반

면, 5세이상 65세미만의유소년/청장년

계층은거의 1993년 1994년간에사망자차

이를 나타내는 시계열에서 그 변화가 적

게나타났다. 5세미만의영아의경우도그

사망자수가일별 5명이하로절대적발생

수치자체가적게나타났다. 성별에따른

남성과여성의 1993년과 1994년여름철질

병사망자의차이는뚜렷하지않았다.

본연구에서는대기오염에의한 1차적

혹은무더위와대기오염과의 2차적인시

너지적 효과에 의한 사망자에 대한 분석

은이루어지지않았다. 대기오염중오존

이여름철고온발생과관련이있고,오존

에의해서는호흡기계사망자가증가한다

는결과들이있다 [6,13].본연구에서 1994

년의 7월호흡기계사망자는 1993년에비

해서약 17% (23명)증가하였으나,월평균

사망자를비교하면통계적으로유의하지

는 않았다. 반면, 1994년의 7월 혈액순환

Figure 4. Variations of summertime daily maximum Heat Indices (HI) and daily mortality in 1993 (a)
and 1994 (b): Disease-related Morality (DM), Blood Circulation-related Mortality (BCM),
Conduction disorders and Cardiac arrhythmias-related mortality (BCM1), and
Cerebrovascular disease-related mortality (BCM2).

Table 2. Differences of total monthly normalized (out of 10 million populations) mortality for each
disease type in July and August of 1993 and 1994, Seoul: BC (Blood Circulation-related
mortality), CAN (CANcer-related mortality), DIG (DIGestion-related mortality), RES
(RESpiratory-related mortality), END (ENDocrine-related mortality), and TD (Total Diseases-
related mortality).  P-value is the result of a Mann-Whitney U test for difference of daily
mortality data (N=31) for each disease group between 1993 and 1994 (in July* and August**)

1993

1994

1994-1993
Difference

July
August
July
August
July
P-value*

August
P-value**

753( 31.4%)
725( 30.4%)
977( 33.5%)
773( 29.3%)
224(+29.7%)↑

0.005
49( +6.7%)↑

0.417

696(29.0%)
717(30.1%)
803(27.5%)
740(28.0%)

107(+15.4%)↑
0.010

23(+3.2%)↑
0.621

183(7.6%)
179(7.5%)
187(6.4%)
202(7.7%)
4(+1.9%)↑
0.909

24(+13.3%)↑
0.241

127(5.3%)
137(5.8%)
149(5.1%)
131(5.0%)

23(+17.8%)↑
0.194

-6(-4.6%)↓
0.511

106(4.4%)
105(4.4%)
129(4.4%)
95(3.6%)

23(+22.2%)↑
0.216

-9(-8.9%)↓
0.608

2396(100%)
2385(100%)
2916(100%)
2937(100%)
519(21.7%)↑

0.000
254(10.7%)↑

0.004

Year Month BC CAN DIG RES END TD

Table 3. Possible impacts of high heat Index on human body [18]

Caution

Extreme caution

Danger

Extreme danger

Categories

26.7 ~ 32.2℃

32.2 ~40.6℃

40.6 ~ 54.5℃

Over  54.5℃

Heat index

Fatigue with prolonged exposure and physical activity 
Sunstroke, Heat cramps and heat exhaustion with prolonged
exposure and physical activity under these conditions
Sunstroke, heat cramps or heat exhaustion are likely. Heatstroke
with prolonged exposure and physical activity
Heatstroke or sunstroke are imminent

Possible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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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망자는 1993년 7월총사망자에비

해 29.7% (224명)로증가하여수적측면에

서도다수를차지하고있다 (Table 2). 이와

관련하여 무더위와 대기 오염의 상호 작

용에관한차후연구가필요하다. 또한,무

더위에관련하여서도건강한사람이강한

열파에 의해 사망한 경우와 순환계 관련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망한

경우로 나누어 병원진찰 기록 등을 구체

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한편 ,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1980)는열파

발생에대비하기위하여열지수의강도에

따라나타나는증상들을보고한 바있다

[18] (Table 3). 그러나결정하는임계치에

대해서 인종별, 지역별 기후순응과 관련

된 논쟁들이 있어왔다 [19]. 따라서, 10년

(1991-2000) 동안의 각 연도별, 임계치별

서울의여름철 6-8월일최고열지수발생

빈도를분석하여앞의결과에서보여주었

던 1994년여름증가된사망자를초래하였

던 체감온도의 임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체의평균온도 (37°C)이상의일최고

열지수가월평균적으로 7월 (8월)에는약

3일 (3일)정도발생하였다.그러나, 1994년

의 경우에는 체온보다 높은 열지수가 무

려 19일 (14일)이나발생하여평년에비해

6배 (5배)이상증가하였다 (Figure 3). 사망

자의뚜렷한증가를보인 1994년의여름철

에는 37°C이상열지수가발생빈도가뚜

렷하게다른해에비해서높았다 (Figure 6).

1994년여름철에는 37-39 (39-41) °C열지

수가 10회 (19회)로평균에비해 3배 (6배)

가넘게발생하였다. 사망자가급증하는

임계치를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기위해,

3일간의누적사망자를구한후에 3일전의

열지수와 짝을 지어 열지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정리한후그변화를살펴보

았다 (Figure 7). 특히, 21개자료의이동평

균 사망자의 추세선을 살펴보면, 열지수

가 35.5 °C에서사망자가약간증가추세

를 보이다가, 37 °C이상에서는 뚜렷하게

사망자가증가하는것을볼수있다.이것

은서울의경우신체의평균온도와일치

하는일최고열지수 37°C가주변열환경

과의 이루고 있는 열균형을 무너뜨려서

사망자를 증가시키는 임계치임을 알 수

있다.

1997년의경우에도 37°C이상의열지수

가 12회발생하였고,특히 41°C이상이무

려 3회나발생했지만,사망자의증가정도

는 1994년의경우에비해서낮게나타났다

(Figure 6). 이러한결과는일최고열지수뿐

만아니라높은열지수의지속시간,즉일

최저 열지수의 변화가 중요한 변수로 작

용함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1994년과

1997년의 6시간별 열지수중에서 일최저

열지수를산출한후사망자의변화경향과

비교하면, 1997년의여름철일최저열지수

Figure 5. Summertime (July-August) normalized (out of 10 million populations) mortality differences of each age cohort in 1994 from those in 1993, Seoul:
for instance, 5<<15 age cohort indicates people equal to or greater than 5 and below 15 years.  HI with the thick line denotes daily maximum heat
index.  Summertime daily mortality differences between 1993 and 1994 are significant only for both 45<<55 and < 65 age cohorts at 99% of
significance level and for 55<<65 age cohort at 95% of significance level according to a Mann-Whitney U test (N=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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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94년의경우에비하여현저하게낮았

다.가령, 1994년에는 28°C이상의일최저

열지수가발생하면사망자수가급증하였

다.따라서국내현실에맞는열파에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최고 열지수 뿐만

아니라 일최저 열지수 즉 높은 열지수의

지속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연구기간동안일단위로는가장높

은사망자수가발생한 1994년 7월 25일의

각 원인별 사망자수를 살펴보면, 노쇠에

의한사망자 (ICD-4; 797)를제외하면 7월

일평균에비하여순환기계사망자가약 2

배 증가하였다. 특히, 뇌경색증 (ICD-4;

434)이나급성이나불명확한뇌혈관질환

(ICD-4; 436)과관련된사망자가두드러지

게많이발생하였다.

한편,사망자가 96명이상 (2SD이상, 10년

평균기준)이고열지수가 37°C이상 (1994

년사망자증가에영향을미친임계치)인

경우를 lag time을고려하여열지수와사망

자간의회귀모델을산출하여보았다.  Lag

time을각각 0일 1일 2일 3일그리고 4일로

고려하여 단순 일차회귀선을 구하여 본

결과, 3일의 lag time을고려한회귀모델의

설명력이 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4). 3일의 lag time을고려한열지수

와사망자모델에따르면, 37 °C이상의높

은열지수가 1°C씩증가할때마다약 8명

씩 사망자가 증가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Lag time 0일의경우에도일최고온

도와상관정도가높으나,실제분포를보

면가장높은사망자발생시에오히려다

른때보다기온이낮게나타나논리에맞

지않는결과를보인다.즉,실제체감온도

에는 온도뿐만 아니라 순간 순간의 습도

가매우중요한역할을함을알수있다.따

라서 기온뿐만 아니라 습도의 복합적인

영향을 고려한 인체모델을 바탕으로 한

열지수는한반도무더위에따른사망자를

추정하는데유용한지수임을알수있다.

본연구는고온다습한한반도여름몬순

Figure 6. Frequency of summertime (June-August) daily maximum heat indices in each category in
Seoul (1991-2000).

Figure 7. Descending variations of heat indices and the daily mortality 3 day after occurrences of each
heat index. Thick line along the mortality values represents the variation of 21 case moving
average.

Table 4. Linear regression models between Heat Indices (HI ≥37°C) and lagged Mortality (M≥96); r2

is square value of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N is the number of cases during the
period of study (1991-2000)

0 day

1 day

2 day

3 day

4 day

HI-M
MT-M

HI-M
MT-M

HI-M
MT-M

HI-M
MT-M

HI-M
MT-M

Lag time X-Y variables

Y =  3.0229X - 8.1767
Y =  8.3822X - 179.05

Y =  2.7267X - 2.4238
Y =  2.7276X +     2.4238

Y =  5.9784X - 124.6
Y =  6.5915X - 116.45

Y =  7.6953X - 192.25
Y =  5.668 X - 81.416

Y =  3.4672 X -   26.211
Y =  3.275 X -    1.0457

Regression models

0.09
0.52*

0.09
0.49*

0.52*

0.44*

0.63*

0.30*

0.13
0.10

28

29

30

27

21

r2 N

*: 0.01 significance level (two-t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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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체감온도를 효율적으로 정량화

하는열지수 (heat index)를사용하여지난

10년간 (1991-2000)여름철에 (6-8월)발생

한체감무더위가서울의일별 질병사망

자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6시간별

열지수에서 추출된 일최고(저) 열지수는

일별질병사사망자특히,여름철주요사

망자수를차지하는호흡기,순환기,암,소

화기, 내분비계통의 일별 사망자 시계열

자료와 비교·분석되었다. 일별 사망자

자료는질병대분류별뿐만아니라연령,

성별로도분류되어체감무더위를정량화

한일별혹은월평균열지수와 lag time 을

고려하여비교되었다.

그결과,열지수가평균적으로높게나타

났던 1994년에질병사사망자가다른해에

비하여비정상적으로매우높게나타났다.

1994년의 7월은 37°C이상의일최고열지

수가자주발생하여 2-4일의 lag time을가

지고사망자수가급증하였다. 특히, 1994

년 7월 22일의일최고열지수가 45.5°C에

이르고, 3일후인 7월 25일에는사망자와

일평균에비하여무려두배 (164명)로급

증하였다.  1994년의 사망자를 1993년의

경우와비교하여본결과, 1994년 7-8월에

혈액 순환기 계통 환자가 특히 급증하였

다.또한, 1994년무더웠던기간동안남녀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별로

는 65세 이상의 노인계층에서 눈에 띄게

사망자가급증하였다.

한편,사망자가급증하는열지수의임계

치를살펴본결과,평균체온과일치하는

37 °C 이상의열지수가 발생하였을때 사

망자가급증하였다.또한,열지수 37°C이

상의 매우 무덥고 사망자가 많았던 사례

들을 모아 열지수와 사망자 혹은 일최고

기온과 사망자의 회귀 모델을 살펴본 결

과, 3일의 lag time을고려한열지수-사망자

모델이가장높은설명력 (63%)을보였다.

이것은 신체 열교환에는 높은 기온뿐만

아니라 습도에 의한 부가적인 체감 온도

상승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상학적

기온보다는체감온도를나타내는열지수

가 여름철 열파에 의한 사망자수를 예측

하는데더유용한지표임을보여준다.

본연구결과는다양한기상재해중태

풍또는호우뿐만아니라눈에보이지않

는체감무더위도많은인명피해를가져

오는 자연 재해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

을밝히고있다.특히,차후에열파인명피

해방제모델을개발을하기위해서는,온

도와습도를조절할수있는생리기상연

구실을갖추어연령별로우리나라인체에

맞는체감온도상승에따른신체반응을

조사하는것이급선무라고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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