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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시･군･구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2037년 폭염위험 고령인구를 전망하는 것

이다. 2007년에서 2017년까지 폭염과 관련된 사망자료와 기상자료를 이용한 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임계온도를 

도출하였으며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기온과 장래인구추계 값에 따라 폭염위험 고령인구를 도출하였다. 분

석 결과 110개 시･군･구가 임계온도 도출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RCP 4.5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2037년 인구 만 명당 폭염위험 고령인구는 강원 삼척시, 경남 김해시, 경남 합천군 등의 순으로 지역의 고령인구 수를 

고려한 폭염위험 고령인구는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대구 북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RCP 8.5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2037년 인구 만 명당 폭염위험 고령인구는 강원 양구군, 충북 음성군, 충북 증평군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의 고령인구 수를 고려한 폭염위험 고령인구는 경남 김해시, 경남 창원시, 경기 시흥시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위험 고령인구 수를 직접 추정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활용성이 있다.

주요어 : 폭염, 기후변화, 고령인구, 임계점, 분계점 회귀분석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ject the heat wave risk elderly population of 2037 due to 

climate change targeting si, gun, gu in the South Korea. Threshold temperature was derived by threshold 

regression model using heat wave-related death data and meteorological data from 2007 to 2017, and the 

elderly population at risk of heat wave was derived according to projected temperature by climate change 

scenarios and projected population by National Statistic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110 si-gun-gu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deriving the threshold temperature to heat wave risk. Applying the RCP 4.5 

climate change scenario, the three locals with the highest number of elderly population at risk of heat 

wave per 10,000 population in 2037 were Samcheok-si, Gangwon, Gimhae-si, Gyeongnam, and Hap 

cheon-gun, Gyeongnam. Considering the number of elderly population, the three locals with the highest 

number of elderly population at risk of heat wave were Changwon-si, Gyeongnam, Buk-gu, Daegu, and 

Gimhae-si, Gyeongnam. As a result of applying the RCP 8.5 climate change scenario, in 2037, Yanggu- 

gun, Gangwon-do, Eumseong-gun and Jeungpyeong-gun, Chungbuk were three locals with highest 

values at risk of heat wave per 10,000 population. Considering the number of the elderly population, the 

three regions with the highest value for the elderly population at risk of heat wave were Gimhae-si and 

Changwon-si, Gyeongnam, and Siheung-si, Gyeonggi-do. This study has policy implications in that it 

directly estimates and presents the number of the elderly at risk of heat waves due to future climate change.

Key Words : Heat wave, Climate Change, Elderly, Threshold, Threshold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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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변화는 중요한 이

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전세계적

으로 기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혹한의 

강도나 빈도는 감소하는 반면 폭염의 강도와 빈도 그리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승호･허

인혜, 2011; Park et al., 2020). 폭염은 시설물에 주로 영향

을 주는 태풍, 지진, 폭우 등의 자연재해와는 다르게 주로 

인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

다(김지영 등, 2006).

폭염에 대한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폭염과 관련된 연구 역시 다수 진행된바 있다. 폭염과 관련

된 기존 연구들은 주로 폭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

는 계층에 대한 논의와 초과 사망자에 대한 논의로 구분된

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취약성을 

파악하거나 인구 구조적 측면에서 고령층과 영유아층에 

대한 취약성을 논의하고 있다(Kim and Joh, 2006; 배민기 

등, 2020). 후자와 관련해서는 초과 사망자를 중심으로 논

의하고 있는데 이는 폭염의 건강영향을 바탕으로 사망 위

험을 추정하고 인명 피해를 정량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Ha and Kim, 2013; 박종철･채여라, 2020; 하종식 등, 

2010; 임연희 등, 2019). 특히 이들의 연구는 과거의 폭염으

로 인한 피해에서 초과사망자를 추정하고 인간생명가치

를 추정하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폭염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피

해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잠재적 미래인구를 직

접적으로 추정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질병관리청(2021)은 온

열질환자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사망자 수를 파악하

고 있다. 하지만 온열질환자만을 폭염에 대한 사망 기준으

로 하여 산정할 경우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과소평가 할 가

능성이 존재한다(박종철･채여라, 2020). 폭염과 관련해서

는 다양한 사망원인이 존재하며 심뇌혈관계 뿐만 아니라 

호흡계질환 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인명피해가 발생

하기 때문이다(Lim et al., 2013; Guo et al., 2011). 뿐만 아

니라 폭염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논의들은 미래에 영향

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인구의 수를 직접적으로 추정하고 있

지 않다. 폭염으로 인한 영향은 연령과 지역에 따라 다양하

나 기존의 연구들은 고령자 인구 수, 영유아 인구 수, 저소

득계층 인구 수 등을 폭염의 영향과 직접 연계하지 않은 상

태에서 이용하고 있다. 폭염의 영향은 도시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는데 있

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특히 폭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 계층인 고령층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

황에서 지역별로 어느 정도의 고령인구가 폭염으로 인하

여 위험해질 수 있는가를 밝혀내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의 폭염위험 고

령인구를 지역별로 추정하는 것이다. 1997년부터 2017년

까지의 여름철 일 기온과 사망원인통계에서 폭염으로 인

하여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망자 간의 

관계를 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파악하고 각 시･군･

구 별로 임계온도를 도출한다. 임계온도를 이용하여 2037

년까지 장래추계인구 중 폭염에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

는 고령인구가 몇 명인가에 대하여 전망하고 이에 대한 공

간적인 분포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1) 폭염에 대한 정의와 임계온도

기상청에서는 2020년 이전에는 일 최고기온을 기준으

로, 2020년 이후부터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폭염주

의보를 발효하고,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폭염경보를 발효하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는 기상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염의 정의에 근

거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기상청의 폭염 기준은 역학

적 연구를 바탕으로 설계된 표준화된 기준이다(박종길 등, 

2008). 하지만 지역의 여건에 따라 실제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기온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Kim and Joh(2006)에서는 기상청에서 정의한 폭염의 기

준인 기온 33℃ 이상인 경우를 폭염으로 정의하고 서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수준과 인구 

구조에 따라 폭염에 의해 받는 영향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

해 온도에 따른 상대위험도를 산출하여 경제적으로는 저

소득 계층이, 인구 구조적으로는 고령자 계층이 폭염에 취

약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Azhar et al.(2014)에서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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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Ahmedabad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폭염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Indian Meteorology De-

partment (IMD)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염의 정의에 따라 4

0℃ 이하인 경우에 평년에 비해 5℃ 이상 높거나 40℃ 이상

인 경우에는 평년에 비해 4℃ 이상 높거나 일 최고기온이 

45℃ 이상인 경우를 폭염으로 정의하여 2009년과 2011년

의 사망자를 비교하여 2010년의 Ahmedabad 지역의 초과

사망자를 추정하였다. 이처럼 각 국가 또는 지역별 기관에

서 규정하고 있는 폭염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해

당 기온을 연구에서 폭염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

는 지역 간의 기온차가 적거나 비교적 좁은 지역을 대상으

로 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하지만 Chen et al.(2019)은 고온의 환경에서 인체는 열 

순환을 통해서 폭염에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있는

데 상대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이러한 열 순환 과정이 정

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받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온

도일지라도 해당 지역의 상대습도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특정한 기온만을 폭염

의 기준으로 사용하면 분석 결과의 설명력이 낮아질 수 있

음을 제시하였다. Xu and Tong(2017)은 주간의 높은 기온

으로 인해 인체에 누적된 열 스트레스가 기온이 낮아지는 

야간에 해소하는 메커니즘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하

지만 야간에도 기온이 높은 경우 인체에 누적된 열 스트레

스가 적정 수준으로 해소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 최고기온

과 더불어 일 최저기온도 폭염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였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Kim et 

al.(2019)에서는 한국에서 폭염으로 인한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여름철 일 최고기온이 33℃를 넘는 폭염과 일 최저기

온이 25℃를 넘는 열대야 현상을 결합하여 지표로 사용하

기도 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지역의 전체 인구 수 및 독

거노인 수, 농업 종사자 수와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수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한 국가와 같이 넓은 지역에 걸쳐 폭염에 의한 영항을 비

교하기 위해 동일한 온도를 기준으로 폭염을 정의하는 경

우에는 기후적 특성이 다른 여러 지역을 비교하는 것이 부

적절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Tong et al.(2015)에서는 이

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 지역의 여름철 일 최고기온 

및 최저기온을 축적한 자료에 대해 특정 분위 이상의 기온

을 나타내는 경우를 폭염과 열대야로 정의하여 호주의 3개 

대도시에 대해서 분위별 온도와 성별,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폭염의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유

사한 관점에서 정지훈 등(2014)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 수의 변화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위도가 높은 서울

과 인천에서는 폭염에 대한 임계온도가 더 낮게 나타나고 

위도가 낮은 광주와 부산은 상대적으로 임계온도가 더 높

게 나타나 지역에 따라 일찍 폭염에 대한 임계온도에 도달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

해 김지영 등(2006)는 남부 지역의 사람들이 중부와 북부 

지역의 사람들에 비해 고온의 환경에 오래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해당 환경에 적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

다. 박종철･채여라(2020)는 초과사망자 수를 추정하는데 

있어 서로 다른 임계온도를 이용하였다. 이들은 지역을 35

개로 구분하고 분계점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각 지역별 임

계온도를 추정한 후 온열질환자와 연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인 각 시･군･구별 폭염위험 고령인구를 미래의 기후

변화와 연계하여 추정하기 위해서는 폭염관련 사망 피해

와 직접적인 연계를 해야 하며 따라서 지역별로 서로 다른 

임계온도를 폭염의 기준으로 이용한다. 

2) 폭염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의 추정

도시 공간에서 폭염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는 주로 사람

에 대한 피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사람에 대한 피해

를 집계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측정하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다른 계절의 평균적인 사망자 수에 

비해 여름철에 추가적으로 사망하는 초과사망자 수를 추정

하는 방법과 사망자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여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자 수를 집계하는 방법이 있다(김도우 등, 2014). 

정지훈 등(2014)은 언급된 두 가지 방법 중 초과사망자 수

를 추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추정하

고자 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실제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

자 수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는 경우 폭염이 인명 피해로 이

어지는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다양한 잡음 효과가 분석에 

개입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초과

사망자 수를 추정하여 분석에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초과사망자 수를 통해서 피해

를 측정하는 경우는 각 연구마다 초과사망자를 추정하는 

산출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대상을 분석하더라도 결과

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폭염이 직접

적인 사망원인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

들도 초과사망자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포함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Kim and J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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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에서는 초과사망자 수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사망원

인 중 교통사고나 자살, 중독, 살인 등 온도와 관련이 없는 

사망원인은 제외한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

였다. 하지만 여전히 폭염과 관련되지 않은 다양한 사망원

인이 초과사망자 산출 과정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

한 이유에서 폭염의 직접적인 영향에 의한 사망자 수를 집

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망원인통계에서 제공하는 사망

원인 중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자로 분류된 통계 자료를 이

용하는 경우가 많다. 김지영 등(2006)에서는 폭염에 직접

적인 영향을 받은 사망자만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사망원인통계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는데 여

름철 기온 자료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 자료를 이

용하여 기온에 따른 폭염 사망자 수를 추정하는 회귀식을 

산정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일 최고기온과 최저기온, 평

균기온 각각에 대해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일 최고온도와 최저온도, 평균

온도 중 평균온도를 이용하여 회귀식을 산정하는 것이 설

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온열질환은 폭염이 야기할 수 있는 사망원인 중 

하나이며 단순히 사망원인 중 온열질환 사망자만을 사용

하게 되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존

재한다(박종철･채여라, 2020). 고온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

게 하는 경우의 수는 다양하며(Mora et al., 2017), 심혈관

계 질환(Lim et al., 2013), 호흡기 질환 및 심폐질환(Guo et 

al., 2011) 등 역시 폭염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망원인으로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폭염위험 고령인구는 기

존 연구에서 추정하고자 하였던 초과사망자가 아니라 폭

염에 따라 위험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잠재적 위험인구를 

의미한다. 잠재적 위험인구를 파악하고 추정하는 것은 미

래에 폭염의 위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간접적 영향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외인사를 제외한 전체 사망

인구를 이용하거나 온열질환자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이

용할 경우 과대추정 혹은 과소추정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폭염의 피해에 대한 범위에 

있어 직접적 피해가 되는 온열질환 뿐만 아니라 간접적 원

인으로 논의되고 있는 심혈관계 질환과 호흡계 질환, 심폐

질환을 모두 포함하여 추정의 정확성을 개선하고자 하였

다. 또한 본 연구는 폭염위험에 대해 초과사망자 혹은 온열

질환 사망자의 추정과 분포를 파악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

과 다른 접근을 시도한다. 폭염에 가장 위험할 것이라고 알

려져 있는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다른 임계온

도에서 얼마나 많은 고령인구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

는가에 대해 추정한다. 장래인구추계의 결과를 바탕으로 

폭염에 위험할 가능성이 있는 고령인구를 파악한 결과는 

초과사망자, 온열질환사망자의 추정결과와 더불어 폭염

에 대한 대응 정책과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는데 이

용되어질 수 있다.

3.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및 범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미래 폭염위험 고령인구1)를 

전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표 1과 같다. 

폭염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는 여름철인 6월부터 8월

까지로 설정하였으며, 각 일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기후변

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기온전망 자료는 RCP 시나리오2)

에 바탕을 둔 기상청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미래 인구의 추

정 값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이용하였다. 고령

인구의 범위는 65세 이상으로 하였다. 폭염에 대한 위험은 

선행연구 논의에서 언급하였듯이 잠재적 건강위험의 가

능성이 높은 온열질환(T67), 심혈관 및 심폐 질환(I00-I99), 

호흡기 질환(J00-J99)으로 설정하였으며 해당 질환으로 사

망한 경우를 파악하기 위해 사망원인통계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의 인천 옹진군, 세종시, 

강원 고성군을 제외한 시･군･구 226개를 대상으로 하였

다.3) 시간적 범위는 임계온도를 계산하는데 있어 1997년

부터 2017년까지를 사용하였고 미래 전망에 있어서는 장

래인구추계가 전망된 2037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2) 분석 방법

(1) 기온 자료의 공간 보간

본 연구는 기상청에서 관측지점별로 제공하는 1997년

에서 2017년 여름철 일 최고기온 자료를 역거리 가중법(식 

1)을 이용한 공간보간기법을 통하여 시･군･구로 전환하였

다. 역거리 가중법은 정규분포의 특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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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적용이 가능하며(Chen and Liu, 2012), 특히 기온과 

강우 등 기상 관련 자료를 보간하는데 있어 예측 성능이 우

수하다(김희준 등, 2020). 







  







  






 

 





 (1)

여기에서 는 보간 기법을 통해 추정하고자 하는 값이고, 

는 관측지점 에서의 관측값이다. 
는 가중치 함수

로 관측지점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의 역수에 관계

가 있으며 p값이 커질수록 가까운 관측지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역거리 가중법을 사용

하면 가까운 관측지점에서의 관측값에 영향을 크게 받고 

먼 관측지점에서의 관측값에 적은 영향을 받도록 추정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ESRI사의 ArcMap 10.5 프로그

램을 통해 역거리 가중법을 수행하였다.

(2) 고령인구의 폭염에 대한 임계온도 도출

한국은 지역에 따라 기온 차이가 많이 발생하며 지역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정도가 다르다고 논의되고 있다(김지

영 등, 2009). 각 지역별로 고령인구가 폭염에 위험해지는 

기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추정하기 위해서 분계점 회

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계점 회귀분석은 종속변수와 독

립변수 사이의 관계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독립변수의 계

수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분계점이 있다고 가정하고 분계

점 전후의 회귀식을 선형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Hansen, 

2000). 본 연구에서는 폭염과 관련한 고령인구의 사망자가 

변화하는 특정한 기온인 임계온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인

구 1만명당 폭염 관련 사망자를 종속변수로 하고 일 최고

기온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식 2). 

 


 if  ≤














if 




 (2)

여기에서 는 각 시･군･구를 의미하며, 분계점  전후로 두 

개의 회귀식이 구성된다. 두 식에서 모두 는 종속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별 일 폭염 관련 사망자 수에 해당

한다. 위쪽에 있는 식을 상태 1, 아래쪽에 있는 식을 상태 2

에 대한 식이라고 할 때, 상태 1과 상태 2에서 시･군･구별 

일 최고기온을 나타내는 독립변수 에 대한 계수 
 의 

값을 산출하게 되며 이때 상수항인 는 두 식에서 같은 값

으로 고정되어 산출된다. 여기서 분계점 는 상태 1과 상

태 2의 식을 추정하였을 때 잔차 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별 폭염 관련 고

령인구 사망자의 임계온도를 의미한다.

(3) 미래 폭염위험 고령인구의 추정

각 지역별로 추정된 폭염 관련 고령인구 사망자의 임계

온도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연계한 미래 폭염

위험 고령인구를 전망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IPCC 

5차보고서에서 제시된 RCP 시나리오를 이용하였다. 기상

청에서 제공하는 RCP 시나리오에 따른 기온예측자료와 통

계청의 장래추계인구를 이용하였으며 두 자료가 이용가

능한 2037년을 전망의 연도로 설정하였다. 미래 기온이 높

아짐에 따라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는 폭염위험 고령인구

는 (식 3)을 통해서 추정하였다. 먼저 각 시･군･구별 추정

된 식 (2)에 미래 기후 시나리오에서 제공하는 2037년 여름

철(6월 1일~8월 31일) 예상 일 최고기온을 대입하면 해당 

년도의 인구 만 명당 일 폭염 관련 사망자를 추정할 수 있

다. 지역별 인구 만 명당 일 폭염 관련 사망자 값을 합하면 

2037년의 인구 만 명당 폭염 관련 사망자를 추정할 수 있

다. 이렇게 추정한 값에 장래 시･군･구별 추계 인구를 고려

하여 계산하면 2037년 시･군･구별 폭염위험인구가 추정

표 1. 분석 이용 자료

자료구분 기간 출처 활용방안

여름철 일 최고기온 1997년~2017년 6~8월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포털 시･군･구별 임계온도 추정에 독립변수로 활용

사망원인통계 1997년~2017년 6~8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센터 시･군･구별 임계온도 추정에 종속변수로 활용

미래기후전망

(RCP4.5, RCP8.5)
2020년~2040년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시･군･구별 폭염 위험 인구를 추정하는 미래 기온 

값으로 활용

장래인구 추계 2021년~2037년 통계청
추정한 폭염에 취약한 인구를 장래 인구에 대한 값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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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식 (2)에 


 
⋯

 대입하여 

→⋯  추정

→








⋯
  /

  ÷

→ 
 시･군･구별 2037년 폭염위험인구 

(3)

여기서 는 2037년의 여름철 일별 폭염으로 사망할 

위험이 있는 인구를 추정한 값을 모두 더한 값으로 2037년

의 폭염위험인구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 값은 2017년의 인

구를 기준으로 추정한 회귀식에서 도출된 값으로 2037년

의 폭염위험인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2037년 추계인구 


로 보정할 필요가 있다. 회귀식을 추정할 때 인구 만 

명당 폭염 관련 사망자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을 로 조정한 후, 과 곱하여 시･군･구별 

2037년 폭염위험 고령인구를 추정하였다.

4. 분석결과

1) 폭염위험 임계온도 추정

각 시･군･구별 폭염관련 사망자의 폭염에 대한 임계온

도를 분계점 회귀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결과는 표 2와 같

이 요약된다. 226개 시･군･구 중 분계점 회귀분석에서 통

계적 유의성이 있는 곳은 110개로 나타났다(부록 1 참고). 

임계온도가 가장 높은 곳은 33.5도로 계룡시였고 가장 낮

은 곳은 22.1도로 여수시였다. 6월부터 8월까지 일 최고기

온의 평균 값은 과거(2007~2017년)에 비해 2037년에는 약 

3도 정도 일 평균 기온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

한 과거에 비해 일 최고기온의 최대값은 약 4도, 최소값은 

약 3.7도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지역별로는 내륙 

지역에서 기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의 기온이 상승하

였지만 패턴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임계온도를 시･군･구 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그림 1). 

서울특별시는 15개의 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가

장 높은 곳은 중구(30.4도)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강남구

(24.8도)와 성동구(24.8도)였다. 부산광역시는 7개 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가장 높은 곳은 사하구(30.8도) 

가장 낮은 곳은 동구(25.2도)였다. 인천광역시는 4개 구･

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가장 높은 곳은 동구(28.7

도) 가장 낮은 곳은 강화군(24.8도)이었다. 대구광역시는 3

개 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북구(32.9도), 남구

(30.5도), 중구(29.6도)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는 중

구(30도)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광주광역시는 3개 구

가 유의하였으며 동구(31.2도), 광산구(29.8도), 서구(27

도)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는 3개 구가 유의하였으

며 북구(29.5도), 동구(26.1도), 중구(24.8도) 순으로 나타

났다. 경기도는 15개 시･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가장 높은 곳은 안성시(31.7도), 가장 낮은 곳은 광주시

(25.3도)였다. 강원도는 7개 시･군이 유의하였으며 가장 

높은 곳은 삼척시(30.6도), 가장 낮은 곳은 원주시(26.2도)

였다. 충청남도는 7개 시･군이 유의하였으며 가장 높은 곳

은 계룡시(33.5도), 가장 낮은 곳은 서산시(26.8도)였다. 

충청북도는 7개 시･군이 유의하였으며 가장 높은 곳은 괴

산군(31도), 가장 낮은 곳은 청주시(26.6도)였다. 전라북

도는 3개 시･군이 유의하였으며 완주군(32도), 군산시

(31.3도), 진안군(29.7도) 순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8

개 시･군이 유의하였으며 가장 높은 곳은 순천시(28.1도), 

가장 낮은 곳은 여수시(23.1도)였다. 경상남도는 12개 시･

군이 유의하였으며 가장 높은 곳은 합천시(31.3도), 가장 

낮은 곳은 진주시(24.7도)였다. 경상북도는 15개 시･군이 

유의하였으며 가장 높은 곳은 고령군(32.8도), 가장 낮은 

곳은 울릉군(25도)이었다.

표 2. 시･군･구별 폭염위험 임계온도 추정 결과 요약(단위: ℃)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임계온도 28.41 33.50 23.10 2.14

6~8월 일 최고기온(2007~2017년) 28.62 30.13 23.01 0.95

RCP4.5 시나리오 6~8월 일 최고기온(2037년) 31.62 34.25 26.75 1.56

RCP 8.5 시나리오 6~8월 일 최고기온(2037년) 31.06 33.93 26.80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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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 폭염위험 고령인구 추정 결과

2037년 미래 폭염위험 고령인구를 기후변화 시나리오

에 따라 추정한 결과는 표 3 및 부록 1과 같다. 표 3은 인구 

만 명당 폭염위험 고령인구와 2037년의 고령인구 수를 고

려한 폭염위험 고령인구의 상위 10개 및 하위 10개 시･군･

구 값을 나타낸 것이다. 인구 만 명당 폭염위험 고령인구는 

폭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대적인 순위를 의미하며 폭

(a) 임계온도 값 (b) 2007년~2017년 각 6월~8월 일 최고기온의 평균 값

(c) RCP 4.5 시나리오 하의 2037년 6~8월 일 최고기온의 평균 값 (d) RCP 8.5 시나리오 하의 2037년 6~8월 일 최고기온의 평균 값

그림 1. 임계온도 및 일 최고기온 평균 값의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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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위험 고령인구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순위를 

의미한다. 그림 1에 제시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기온 값

과 표 3에 제시된 인구 만 명당 폭염위험 고령인구와 폭염

위험 고령인구 간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표 4는 각 기후변

화 시나리오에 따른 일 최고기온의 평균 값과 인구 만 명당 

폭염위험 고령인구, 폭염위험 고령인구 간 피어슨 상관계

표 3. 2037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폭염위험 고령인구 추정 결과(상위 10개, 하위 10개)

순위

RCP 4.5 시나리오 RCP 8.5 시나리오

인구 만 명당 폭염위험 

고령인구 

폭염위험 

고령인구

인구 만 명당 폭염위험 

고령인구 

폭염위험 

고령인구

1 18.17 (강원 삼척시) 261.38 (경남 창원시) 20.85 (강원 양구군) 198.42 (경남 김해시)

2 18.04 (경남 김해시) 253.11 (경남 김해시) 18.21 (충북 음성군) 184.60 (경남 창원시)

3 17.31 (경남 합천군) 124.61 (대구 북구) 16.81 (충북 증평군) 137.44 (경기 시흥시)

4 16.71 (경북 청송군) 104.37 (부산 사하구) 14.99 (충북 괴산군) 107.95 (경북 포항시)

5 16.26 (경북 고령군) 100.49 (경기 시흥시) 14.58 (경북 청송군) 104.74 (대구 북구)

6 15.92 (강원 양구군) 99.63 (경북 포항시) 14.43 (강원 삼척시) 99.40 (부산 사하구)

7 14.70 (충북 음성군) 96.31 (부산 부산진구) 14.18 (경기 포천시) 84.66 (경기 안성시)

8 13.60 (경북 청도군) 92.78 (부산 해운대구) 14.14 (경남 김해시) 84.08 (경기 포천시)

9 12.54 (경북 김천시) 79.78 (충북 청주시) 13.60 (경남 합천군) 78.47 (부산 부산진구)

10 12.22 (충북 괴산군) 79.02 (울산 북구) 13.02 (경북 고령군) 76.04 (부산 해운대구)

… … … … …

101 0.71 (경기 김포시) 4.50 (경기 안산시) 0.71 (경기 성남시) 3.49 (충북 보은군)

102 0.71 (경기 의정부시) 3.43 (서울 중구) 0.68 (서울 마포구) 2.99 (경기 과천시)

103 0.58 (경기 양주시) 3.29 (전남 영암군) 0.60 (경기 양주시) 2.68 (경기 광주시)

104 0.54 (인천 강화군) 2.87 (서울 강남구) 0.48 (인천 계양구) 2.07 (충북 단양군)

105 0.43 (충북 제천시) 2.37 (인천 강화군) 0.41 (인천 강화군) 1.94 (경북 울릉군)

106 0.36 (경기 광주시) 2.25 (서울 성동구) 0.27 (경기 안산시) 1.82 (인천 강화군)

107 0.27 (서울 성동구) 2.25 (충북 제천시) 0.20 (경기 광주시) 1.73 (전남 영암군)

108 0.25 (경기 안산시) 1.71 (경북 울릉군) 0.09 (전남 여수시) 0.83 (전남 여수시)

109 0.23 (서울 강남구) 1.50 (경기 과천시) 0.08 (서울 성동구) 0.67 (서울 성동구)

110 0.08 (전남 여수시) 0.71 (전남 여수시) 0.04 (서울 강남구) 0.51 (서울 강남구)

표 4.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일 최고기온 평균과 폭염위험 고령인구 간 상관관계

RCP 4.5 시나리오 일 최고기온의 평균 인구 만 명당 폭염위험 고령인구 폭염위험 고령인구

일 최고기온의 평균 1
-0.340** 

(-0.406**)

-0.104 

(-0.113)

인구 만 명당 폭염위험 고령인구 1
0.469** 

(0.600**)

폭염위험 고령인구 1

RCP 8.5 시나리오 일 최고기온의 평균 인구 만 명당 폭염위험 고령인구 폭염위험 고령인구

일 최고기온의 평균 1
-0.164 

(-0.102)

0.136

(0.067)

인구 만 명당 폭염위험 고령인구 1
0.417**

(0.613**)

폭염위험 고령인구 1

주: 괄호안은 변수의 순위에 대한 스피어만 순위 상관계수를 의미. **는 0.01의 통계적 유의수준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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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스피어만 순위상관계수를 보여준다. 단순 상관관계

이기는 하지만 일 최고기온 평균과 폭염위험 고령인구 간 

관계를 특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역의 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여름철 일 최고기온이 높은 지

역에서 폭염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며 건강과 사망

의 위험이 클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존 정책 및 계획에서 바

탕이 된 가정과 논리의 오류 가능성을 보여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추정된 2037년 폭염위험 고령

(a) RCP 4.5 시나리오에 따른 2037년 인구 만 명당 폭염위험 고령인구 (b) RCP 8.5에 따른 2037년 인구 만 명당 폭염위험 고령인구

(c) RCP 4.5에 따른 2037년 폭염위험 고령인구 (d)　RCP 8.5에 따른 2037년 폭염위험 고령인구

그림 2. 2037년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인구 만 명당 폭염위험 고령인구의 공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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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공간적 분포는 그림 2와 같다. 인구 만 명당 폭염위

험 고령인구는 대한민국의 중동부 지역인 강원 삼척시, 경

북 봉화군, 경북 영양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덕군, 경북 포

항시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중부 내륙지역인 충북 

음성군, 충북 괴산군, 경북 문경시 등의 지역 그리고 전북 완

주군, 전북 진안군 충남 금산군 등의 지역, 경남 합천군, 경

남 고령군, 경남 의령군 경북 김천시 등의 지역, 북부 내륙지

역인 강원 양구군, 강원 철원시, 강원 화천시, 경기 가평군 

등 지역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구 대비 폭

염위험 고령인구의 상대적 비중이 높은 곳을 의미한다.

 각 시･군･구 지역별 고령인구의 수를 고려하여 폭염위

험 고령인구를 파악한 결과는 특정한 시･군･구 지역에서 

비교적 높은 특성이 나타났으며 공간적 분포의 형태는 뚜

렷하게 구분되었다. RCP 4.5와 RCP 8.5 시나리오 모두 경

남 김해시와 경남 창원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근 지

역인 부산광역시의 사하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등 역시 높

게 나타났다. 대구 북구와 경북 포항시, 경기 시흥시, 경기 

가평군 등 역시 폭염위험 고령인구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

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폭염과 관

련된 사망자료와 과거 기상자료를 이용한 분계점 회귀분

석을 수행하여 임계온도를 찾아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

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기온과 장래인구추계 자료

를 결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폭염위험 고령인구를 

전망하고 그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 분계

점 회귀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시･군･구는 110개

였으며 표준편차는 지역 간 기온보다 크게 나타났다. 임계

온도의 자료에 기초하여 2037년 폭염위험 고령인구를 추

정한 결과 RCP 4.5 시나리오에서는 인구 만 명당 폭염위험 

고령인구가 강원 삼척시, 경남 김해시, 경남 합천군, 경북 

청송군, 경북 고령군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폭염위

험 고령인구는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대구 북구, 부산 

사하구, 경기 시흥시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인구 만 명당 폭염위험 고령인구가 강원 

양구군, 충북 음성군, 충북 증평군, 충북 괴산군, 경북 청송

군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폭염위험 고령인구는 경

남 김해시, 경남 창원시, 경기 시흥시, 경북 포항시, 대구 북

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폭염위험 고

령인구의 공간적 분포는 인구 만 명당의 경우 대한민구의 

남동부, 중부 내륙, 중동부, 북부 내륙 등에서 높은 지역들

이 나타났으며 RCP 4.5와 RCP 8.5 시나리오 간 공간적 분

포의 차이는 크게 없었다. 폭염위험 고령인구의 경우 경남 

창원시 및 경남 김해시, 부산 일부 지역과 대구 북구 및 경

북 포항시, 경기 시흥시, 경기 가평군 등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폭염과 관련한 잠재적 위험이 있는 질병에 대

한 사망자료를 포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계점 회귀분

석의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결과가 전체 시･군･구의 

약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110개 밖에 도출되지 못하여 대

한민국의 전체 공간적 패턴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한계

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향후 폭염위험과 관련된 질환이 명

확해지고 사망자에 대한 자료가 추가적으로 누적된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두 번째 한계

는 폭염에 가장 위험할 것이라고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어

왔던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폭염

위험은 고령자 뿐만 아니라 전 연령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폭염과 관련된 사망자가 고령 외의 집단에

서는 그 수가 많지 않아 분계점 회귀분석의 통계적 유의성

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 뿐만 아니라 질

환에 대한 자료를 포함시킨다면 추후 연구에서는 인구 코

호트 별 폭염위험 인구를 추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범위로 활용한 기

간을 확장하고 시계열성을 통제한 상황에서 자료를 확대

한다면 가능할 것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의 마지막 한계는 

폭염위험 고령인구를 추정하는데 있어 통계청의 장래인

구추정 결과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추정의 결과가 2037년

으로 한정되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2100년

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장래인구추정의 결과는 미래의 불

확실성으로 인한 인구 추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래 전

망의 값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가장 먼 미래의 값인 2037년을 적용하였으나 추후 그 전망

의 값이 더 주어진다면 분석 결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시사

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폭염에 위험할 수 있

는 고령인구의 수를 폭염의 건강상 피해인 사망과 연계하

여 직접 추정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폭염은 가까운 미

래에 가장 위험한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염에 영향을 받아 위험할 수 있는 잠재적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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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구 수가 몇 명인지를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왔다. 많

은 선행연구들은 초과 사망자를 추정하는데 초점을 두었

으나 이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사후적인 분석에 불과하였

다는 한계가 있었다. 미래에 대한 대응과 정책, 계획을 수

립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의 인구 

수가 얼마인지 추정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제

한적이지만 그 값을 제시고 있다는데 활용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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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고령인구의 기준은 만 65세 이상으로 하였다.

2)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시나리

오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5차 평가보고서에서 

제시된 기후변화 시나리오이다. 인간 활동이 대기에 미치

는 복사량으로 온실가스 농도를 정하고 있다. 4개의 사니

리오가 있으며, RCP2.6은 지금부터 즉시 온실가스 감축이 

수행되는 경우(2100년 CO2농도 420ppm), RCP4.5는 온실

가스 저감정책이 상당히 실행되는 경우(2100년 CO2농도 

540ppm), RCP6.0은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

되는 경우(CO2농도 670ppm), RCP 8.5는 온실가스 저감없

이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CO2농도 940 

ppm)를 의미한다(기상청, 2021).

3) 인천 옹진군, 세종시, 강원 고성군은 기온 값, 미래 시나리

오 값, 사망자 값 등이 존재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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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2037년 RCP 시나리오별 폭염위험 고령인구 전망 결과

광역시도 시군구 임계온도

RCP 4.5 시나리오 RCP 8.5 시나리오

만 명당 폭염위험 

고령인구 

폭염 위험 

고령인구

만 명당 폭염위험 

고령인구 

폭염 위험 

고령인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24.8 0.23 2.87 0.04 0.51

강동구 28.8 1.09 11.87 1.45 15.75

강북구 29.6 2.87 29.15 4.36 44.24

강서구 29.3 1.22 21.42 2.64 46.33

동대문구 28.3 0.99 9.71 1.35 13.33

마포구 27.3 0.88 7.46 0.68 5.76

서대문구 26.7 0.75 6.61 0.78 6.82

성동구 24.8 0.27 2.25 0.08 0.67

성북구 27.6 0.98 10.89 1.16 12.91

송파구 29.3 1.32 22.84 1.78 30.83

양천구 30.2 2.75 32.55 5.43 64.20

은평구 26.9 0.74 10.60 0.73 10.49

종로구 30.4 6.19 26.47 8.51 36.41

중구 27.6 0.93 3.43 1.29 4.78

중랑구 30.0 3.00 36.90 4.17 51.25

부산광역시

강서구 27.3 3.57 11.89 4.08 13.57

기장군 26.7 3.43 18.29 3.99 21.26

동구 25.2 3.11 9.08 2.76 8.06

부산진구 29.8 9.62 96.31 7.84 78.47

사하구 30.8 10.37 104.37 9.87 99.40

수영구 27.7 3.23 18.96 3.91 22.93

해운대구 28.9 7.87 92.78 6.45 76.04

인천광역시

강화군 24.8 0.54 2.37 0.41 1.82

계양구 26.2 0.96 8.42 0.48 4.22

남동구 28.3 1.65 28.85 2.70 47.16

동구 28.7 6.07 13.80 7.70 17.52

대구광역시

남구 30.5 4.77 24.12 5.19 26.26

북구 32.9 10.06 124.61 8.46 104.74

중구 29.6 2.90 6.39 3.72 8.22

대전광역시 중구 30.0 2.59 21.66 2.69 22.49

광주광역시

광산구 29.8 2.36 19.99 2.63 22.26

동구 31.2 8.88 31.68 8.78 31.34

서구 27 1.54 12.90 0.79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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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계속

광역시도 시군구 임계온도

RCP 4.5 시나리오 RCP 8.5 시나리오

만 명당 폭염위험 

고령인구 

폭염 위험 

고령인구

만 명당 폭염위험 

고령인구 

폭염 위험 

고령인구

울산광역시

동구 26.1 3.40 42.29 3.65 45.41

북구 29.5 9.45 79.02 7.84 65.61

중구 24.8 2.12 15.82 2.24 16.68

경기도

과천시 27.5 1.19 1.50 2.37 2.99

광명시 28.5 1.14 9.28 2.54 20.72

광주시 25.3 0.36 4.72 0.20 2.68

김포시 26.9 0.71 10.13 1.05 14.97

성남시 26.9 0.72 18.98 0.71 18.63

시흥시 31.4 7.55 100.49 10.33 137.44

안산시 25.7 0.25 4.50 0.27 4.81

안성시 31.7 9.87 72.11 11.58 84.66

양주시 26.1 0.58 4.58 0.60 4.79

여주시 29.1 2.82 14.03 3.27 16.30

연천군 28.5 4.27 8.48 3.25 6.47

용인시 28.4 1.06 34.67 1.33 43.36

의정부시 26.6 0.71 10.26 0.72 10.33

포천시 30.9 9.84 58.35 14.18 84.08

화성시 28.7 1.99 45.05 2.95 66.70

강원도

삼척시 30.6 18.17 45.05 14.43 35.78

속초시 23.7 6.09 16.99 5.74 16.02

양구군 30.8 15.92 12.78 20.85 16.74

원주시 26.2 1.43 16.64 1.20 13.94

철원군 29.1 8.08 12.69 9.63 15.13

화천군 27.4 6.37 5.88 5.59 5.16

횡성군 27.9 6.91 18.00 7.09 18.46

충청남도

계룡시 33.5 8.82 10.87 8.77 10.81

금산군 30.5 7.54 18.99 10.72 27.01

부여군 30.5 4.83 15.81 6.78 22.21

서산시 26.8 1.50 9.52 1.33 8.42

서천군 30.5 7.45 19.29 6.15 15.94

예산군 28.4 2.84 10.81 3.96 15.10

청양군 29.3 4.74 8.62 5.37 9.77

충청북도

괴산군 31 12.22 27.54 14.99 33.77

단양군 26.9 4.24 6.43 1.37 2.07

보은군 27.7 2.56 4.50 1.99 3.49

음성군 32.6 14.70 59.29 18.21 73.44

증평군 30.6 4.87 6.61 16.81 22.78

진천군 27.8 1.97 6.08 2.01 6.18

청주시 26.6 3.36 79.78 2.04 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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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계속

광역시도 시군구 임계온도

RCP 4.5 시나리오 RCP 8.5 시나리오

만 명당 폭염위험 

고령인구 

폭염 위험 

고령인구

만 명당 폭염위험 

고령인구 

폭염 위험 

고령인구

전라북도

군산시 31.3 6.67 57.44 6.28 54.02

완주군 32 11.04 41.71 10.42 39.39

진안군 29.7 8.28 10.40 9.15 11.50

전라남도

담양군 27 2.41 5.15 2.10 4.47

보성군 27.5 3.19 6.14 2.85 5.49

순천시 28.1 3.99 33.84 3.33 28.28

여수시 23.1 0.08 0.71 0.09 0.83

영암군 26.3 1.62 3.29 0.85 1.73

완도군 25.7 3.37 6.79 2.21 4.46

장성군 28 2.57 4.98 2.70 5.23

진도군 27 6.05 7.81 4.68 6.03

경상북도

경산시 30.5 7.45 63.52 7.25 61.79

고령군 32.8 16.26 25.13 13.02 20.13

군위군 28.3 4.11 5.71 6.20 8.62

김천시 30.4 12.54 70.89 10.32 58.32

문경시 28.9 6.82 21.25 8.08 25.15

봉화군 27 6.63 10.95 6.97 11.52

성주군 26.2 2.44 5.51 2.00 4.51

안동시 27.2 2.09 12.47 3.37 20.10

영덕군 26.6 7.44 12.98 8.63 15.06

영양군 27.1 9.05 7.43 8.68 7.13

울릉군 25.5 4.54 1.71 5.15 1.94

청도군 30 13.60 32.86 12.11 29.27

청송군 32.1 16.71 21.91 14.58 19.12

칠곡군 29.9 5.58 19.61 6.77 23.77

포항시 27.6 6.16 99.63 6.67 107.95

경상남도

고성군 29.5 9.06 22.17 8.24 20.14

거제시 29.5 6.92 42.81 5.04 31.20

김해시 30.5 18.04 253.11 14.14 198.42

남해군 27.8 7.92 17.04 6.59 14.19

사천시 27.7 1.70 6.81 1.88 7.55

의령군 30.4 10.59 14.29 11.01 14.85

진주시 24.7 3.18 34.65 1.36 14.80

창녕군 28.7 3.65 11.08 2.72 8.26

창원시 28.4 8.54 261.38 6.03 184.60

함안군 26.3 1.94 5.23 1.35 3.62

함양군 26.4 4.64 9.34 5.16 10.39

합천군 31.3 17.31 38.91 13.60 3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