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폭염의 강도와 지속기간은 최근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승호･허인혜, 2011; Kim et al., 

2016). 1990년 이후 열대야 현상의 발생빈도는 주로 대도

시를 중심으로 증가하였고(최광용･권원태, 2005), 특히 

2018년 우리나라의 전국 평균 최고기온과 폭염일수는 

1973년 이래 가장 높았다(기상청, 2018).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래 지구의 기후변화는 불가피

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IPCC, 2018). Shin et al.(2018)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연간 폭염일수는 21세기 중반까지 빠

르게 증가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

다. 폭염 최장 지속일수는 21세기 말에 1주일 이상 지속되

거나 한 달 이상 지속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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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2018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와 초과사망자의 발생률과 그 지역적 차이에 대하여 분석하였

다. 2018년 우리나라에서는 44,060명의 온열질환자와 929명(95% 신뢰구간: 739~1,143명)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하

였다. 2018년의 온열질환자 발생률은 8.5명/만명으로 이전 기간(2011~2017년)에 비해 1.4~2.7배 높았다. 2018년

의 초과사망률은 10만명당 1.79명으로 이전 기간에 비해 2.2~6.9배 높았다. 농촌의 온열질환 발생률은 도시에 비해 

약 2배 높았고, 초과사망률 역시 농촌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2018년의 폭염이 공중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농촌 지역에 대한 폭염 대응 정책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폭염, 온열질환, 사망자, 발생률, 지역적

Abstract : This study analyzes the incidence rates and regional differences for heat-related illness 

(HRI) and excess mortality due to heat waves in 2018. The 2018 Korean heat waves caused 44,060 HRI 

patients and 929 (95% confidence interval: 739~1,143) mortality. The incidence rate of HRI was 8.5 

per 10,000 people, which is 1.4 to 2.7 times higher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s (2011-2017). The 

excess mortality rate in 2018 was 1.79 per 100,000 people, which is 2.2 to 6.9 times higher than the 

previous period. The incidence rate of HRI in rural areas was about 2 times higher than that in the 

urban areas. The excess mortality rate in rural aras also was higher than in urban areas. The results 

show that the heat wave of 2018 had a serious impact on public health. In addi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strategies and policies to prevent the negative health impacts of heat 

waves in rural areas. 

Key Words : Heat wave, Heat related illness, Mortality, Incidence rate, Reg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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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기온 상승으로 인한 사망자 또

는 입원환자 증가의 통계적 유의성을 밝혀 폭염의 건강 영

향에 대한 단서들을 제공해 왔다. 예를 들어, Ha and Kim 

(2013)에 의하면 서울에서 기온이 1℃ 상승할 때 마다 사망 

위험이 6.05%(95% CI (confidence interval): 4.34 ~ 7.79%) 

증가하고 고령자의 사망 위험은 7.89%(95% CI: 5.86 ~ 

9.97%) 증가하였다. Heo et al.(2016)은 한국에서 생산직

의 상대적 사망 위험(mortality relative risk)이 1.06(95% CI: 

1.04 ~ 1.07)일 것으로 분석하였다. 

폭염으로 인한 초과사망자의 인간생명가치는 1인당 약 

3 ~ 4억원에 이른다(신동희 등, 2015; 이수형 등, 2016). 채

여라 등(2012)은 미래에 폭염 빈도와 강도가 강해지면 수 

조원에 이르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폭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는 폭염 영향예보와 재난 대응 측

면에서 중요한 일이 되었다(박종철 등, 2019).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정량화하는 것은 폭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의 일환이며, 폭염 대응 정

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영국(PHE, 

2019)과 프랑스(Santé publique, 2019)에서는 공중 보건을 

위한 기초자료로 2016년부터 매년 폭염 기간의 초과사망

자 수를 추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미국은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 Morbidity and Mortality Wee-

kly Reports에서 온열질환자 및 온열질환 사망자를 집계하

여 발표하고 있으며(CDC), 일본은 후생노동성에서 온열

질환 통계를 공표하고 있다(후생노동성). 우리나라는 질

병관리본부에서 온열질환 감시체계 결과를 여름철에 일

주일 간격으로 발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매년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질병관리본부, 2018).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 폭염으로 인한 초과사망자를 추

정한 사례로는 Kyselý and Kim(2009)의 연구가 있었다. 그

들은 1994년 폭염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약 3,384명의 초

과사망자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기상재해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 중 가장 많은 

규모이었다.

1994년 이후로도 우리나라에서 연구 연구자들이 폭염

의 건강 영향을 증명해 왔지만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연

구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피해 규모를 제시

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Kim and Joh(2006), 하종식 등

(2010), 이지수 등(2016), Kim and Kim(2017)은 서울에 대

한 사망 위험을 분석하였고, Lim et al.(2013)과 Son et 

al.(2014)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정지훈 등(2014)은 7대 도시와 도별로 폭염에 

의한 사망 취약도를 분석하였지만 피해 규모를 제시하지

는 않았다.

최근 2018년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와 보고서가 있었다. 임연희 등(2019)은 2018년 

우리나라의 초과사망자를 약 780명으로 추정하였다. 하지

만 이 연구는 2018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가 공개되기 이

전에 진행되어 실제 자료가 반영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초과사망자의 지역적 차이를 제시하지 않은 아쉬

움이 있었다. 질병관리본부(2018)의 온열질환 감시체계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에 온열질환자는 4,524명 발생하

였고, 참여기관당 신고건수는 8.8명이었다. 이는 2017년

부터 2015년에 집계된 참여기관당 신고건수의 2 ~ 4배 규

모이었다. 2017년에 참여기관당 온열질환자 신고건수는 

2.98명이었고, 2016년과 2015년에는 각각 4.0명과 1.98명

이었다. 온열질환 감시체계에 신고된 2018년의 온열질환 

사망자는 48명이었다. 이는 2017년의 11명과 2016년의 17

명에 비해 약 3 ~ 4배 높은 수치이었다. 하지만 온열질환 감

시체계 자료는 모니터링 자료이며, 모니터링 대상이 온열

질환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피해 규

모를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온열질환 감시체계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모니

터링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 자료의 온열질환자 수는 500

여개 참여기관이 신고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의 피해 규

모에 비해 과소 산정 된다. 또한 이 자료는 광역시 또는 도 

단위로 연구자들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시군 단위와 같이 

지역적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 어렵

다. 마지막으로 온열질환은 폭염으로 인한 여러 사망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온열질환 사망자만을 사용하게 되면 

폭염으로 인한 초과사망자 수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Mora 

et al.(2017)에 의하면 고온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로는 27개에 이른다. 폭염은 뇌, 심장, 신장 등 인체의 여

러 장기에서 국소 빈혈, 세포 손상, 염증 반응, 파종성 혈관

내 응고 등 다양한 물리적 손상을 유발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 예를 들어 폭염은 심뇌혈관계에 영향을 미쳐 

허혈성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증가시킨다(Lim et 

al., 2013). 따라서 다수의 연구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 위

험 증가가 외인사 외 모든 사망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연구

에서 확인되었다(Kim and Joh, 2006; Kyselý and Kim, 2009; 

Heo et al., 2016; Park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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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름, 우리나라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하

였고, 온열질환 감시체계 자료와 제한된 연구를 통해 다른 

해에 비해 폭염으로 인한 큰 규모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

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전히 2018년의 폭염에 의

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적인 피해 규모와 지역적 차

이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 우리나라의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 규모를 온열

질환자와 초과사망자 측면에서 제시하고, 그 피해 규모의 

지역적 차이를 제시함으로써 폭염 영향예보와 대응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었다.

2. 연구자료 및 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8년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맞춤형연구DB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의 사망원인통

계를 활용하였다. 맞춤형연구DB는 온열질환자를 산정하

기 위해 활용하였다. 맞춤형연구DB는 우리나라의 모든 의

료기관에서 제출된 보험료 청구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자

료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집, 보유, 관리하는 건강정

보자료를 정책 및 학술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

공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맞춤형연구DB는 건강보험 가입

자의 자격 및 보험료, 진료, 검진,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한다(박종헌, 2015). 이 자료는 제한적이고 실험적 

환경이 아닌 실제 의료보건 환경을 반영한 연구를 가능하

게 한다(김태범, 2016). 사망원인통계에서 연구에 사용된 

사망원인은 외인사 외 모든 사망이다. 국제질병사인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Revision, ICD 

-10)는 A부터 R 코드를 이용하였다.

기상자료는 시군별 일최고기온 자료를 이용하였다. 시

군별 일최고기온 자료는 양호진 등(2019)에 의해 생산된 1 

km 공간해상도의 기상자료로부터 획득하였다. 양호진 등

(2019)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5 km 공간해상도의 동네예

보 자료를 Gaussian Process Regression Model(GPRM)을 

이용하여 1 km로 내삽하였다. GPRM에는 지형고도, 해안

선으로부터 거리, 사면방향 등 지형 변수와 불투수 면적, 

건물 밀도, 식생 면적 등 지표면 변수가 활용되었다. 잭나

이프 방식의 모델 평가에서 GPRM의 평균 RMSE는 1.17℃

를 보여 Co-kriging의 1.2℃와 IDW의 1.3℃에 비해 모의 정

확도가 높았다.

2) 연구방법

온열질환자 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맞춤형연구DB

에서 온열질환으로 내원 또는 입원한 사례들을 추출하고, 

재방문을 제외하는 등의 에피소드 분석 과정을 거쳐 산정

하였다. 폭염에 의한 초과사망자 수는 통계청 사망원인통

계를 활용하여 일별 초과사망자를 추정하고 기온과 초과

사망자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폭염에 의해 발생한 초과

사망자 수를 추정하였다(그림 1).

온열질환자는 맞춤형연구DB로부터 ICD-10 T67 코드를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T67은 폭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 분

석에서 온열질환 환자 또는 폭염 피해자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정다은 등, 2016; 김도우 등, 2014; Kim et 

al., 2017). T67은 ‘열 및 빛의 영향’을 받은 질병을 의미한

다. 열사병 및 일사병(T67.0), 열실신(T67.1), 열경련(T67.2), 

탈수성 열탈진(T67.3) 등이 포함된다(표 1). 

온열질환자의 산정에는 온열질환자 발생 사례를 중복하

여 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료에피소드 개념이 사

용되었다. 맞춤형연구DB는 의료보험 청구건의 발생과 관

리를 목적으로 생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로부터 질

그림 1.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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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발생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일인이 특정 기간 이

내에 이용한 의료 서비스를 하나의 사건으로 측정하는 진

료에피소드의 개념을 필요로 한다. 진료에피소드에서 동

일인에게 발생한 사건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기간을 무 진

료기간이라 한다(장은진, 2017). 상병 특성에 따라 무 진료

기간은 다르게 설정된다. 예를 들어, Ha et al.(2015)은 진료 

종료일자와 개시일자 사이에 1일 이상을 무 진료기간으로 

설정하였고, Kim et al.(2008)은 2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

는 온열질환의 경우 7 ~ 14일의 간격이면 독립적인 사건으

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전문의의 임상적 자문을 참고하여 무 

진료기간을 14일로 설정하여 무 진료기간 내에 재내원 또

는 재입원한 환자는 에피소드에서 제외하였다. 주 1)에 무 

진료기간에 따른 진료에피소드 수의 차이를 수록하였다.

일별 초과사망자는 일별 사망자 수와 기대사망자 수의 

차이로 추정하고, 그 중 폭염에 의한 초과사망자는 기온에 

의해 증가한 초과사망자를 적산하여 추정하였다. 일별 기

대사망자는 정지훈 등(2014)과 FluMOMO v4.2(EURO-

MOMO)를 참고하여 식 (1)과 같이 계산하였다.

 










 (1)

E(y,d)ij = Mij × W(d)ij × Wij(y, w) × Wij(y) (2)

여기서, E(y,d)는 y년도 d번째 일의 기대사망자 수이고, 

E(y,d)ij는 해당 일자의 성별(i)과 연령별(j) 기대사망자 수이

다. 연령대는 5세 간격으로 구분하였고, 65세 이상은 한 그

룹으로 구분하였다. Mij은 전체 기간에 각 성과 연령대별 일

평균 사망자 수이다. Wij(d)는 d번째 일의 사망자 수를 Mij로 

나눈 값이다. Wij(d)를 계산할 때 주간변동성을 제거하기 위

해 7일 가중이동평균을 적용하였다. 가중치는 1, 2, 3, 4, 3, 

2, 1을 적용하여 당일의 값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도록 

하였다. Wij(y, w)는 y년도 w요일의 사망자 수를 y년도의 요

일 평균 사망자 수로 나눈 값이다. Wij(y)는 y년도의 전체 사

망자 수를 전체 기간의 연평균 사망자 수로 나눈 값이다. 위

의 식은 정지훈 등(2014)의 식에 성과 연령대별로 기대사망

자를 추정하여 인구 변화와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하는 

FluMOMO v4.2(EUROMOMO)의 방법을 적용한 것이다.

폭염에 의한 초과사망자는 기온과 초과사망자의 관계에

서 임계기온 이후에 나타나는 선형회귀식을 이용하여 추정

하였다(식 3). 임계기온은 기온과 초과사망자의 관계에서 

초과사망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점의 기온을 의미한다. 










 
  ≧

   









 (3)

여기에서 Y는 폭염에 의한 초과사망자이며 T는 일최고기

온(℃)이고, threshold는 각 지역의 임계기온이다. β는 임

계기온 이상에서 나타나는 기온과 초과사망자의 선형회

귀식에서 기울기이고, α절편이다. 선형회귀식에 의해 추

정된 초과사망자가 음의 값인 경우에는 초과사망자가 없

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임계기온은 일 최고기온과 초과사망자의 산점도에 대한 

관찰을 통해 결정하였다. 기온과 초과사망자는 일반적으

로 비선형적인 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임계기온은 다항식 

곡선 피팅을 수행한 후 초과사망자 수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지점을 관찰하여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온열질환자는 시군 단위로 분석하였고, 초

과사망자는 기후 지역을 토대로 재구성된 35개 지역 단위

로 분석하였다. 폭염으로 인한 초과사망자는 앞서 분석된 

초과사망자와 일최고기온의 관계를 분석하여 산출된다. 

이때 초과사망자의 변화량이 부족하면 기온과 초과사망

자의 관계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

다. 이는 특히 시군 단위 분석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따라

서 초과사망자 분석을 위해서는 시군 보다는 넓은 범위의 

공간적 분석 단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인접한 

시군을 병합하여 분석에 필요한 샘플 수를 확보하는 방법

을 사용하였다. 

시군의 병합 과정에서 병합 지역 간의 기후적인 차이를 

최소화하면서도 최대한의 샘플을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

표 1. 온열질환 ICD-10 코드와 질환명

ICD-10 질환명

T67.0

T67.1 

T67.2

T67.3

T67.4

T67.5 

T67.6 

T67.7 

T67.8 

T67.9 

열사명 및 일사병

열실신

열경련

탈수성 열탈진

염분상실에 의한 열탈진

상세불명의 열탈진

일과성 열피로

열성 부종

열 및 빛의 기타 영향

열 및 빛의 상세불명의 영향

출처: 질병분류 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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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승호 등(2005)의 상세기후 3차 구분을 준용하여 분석

의 공간적 단위를 재구성하였다(그림 2). 시도 단위의 통합

은 자료의 전처리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기후 및 생활

양식이 반영되지 않은 지역들이 통합되기 때문에 분석된 

결과, 예를 들어 임계기온의 활용 및 결과 해석에 한계가 있

다. Park et al.(2019)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폭염으로 인

한 건강 영향은 기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의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평균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더욱 

낮은 기온에서부터 사망 위험이 증가하고 있었다. 기후에 

따른 폭염에 대한 민감도 및 임계기온의 차이는 Anderson 

and Bell(2009), Lowe et al.(2015), PHE(2018)의 연구에서

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초과사망자의 분석을 위한 공간적 단위로 기후 지역을 선

정하였다. 공간 분석 단위의 재구성에 따른 기초 통계량의 

변화 사례는 주 2)에 수록하였다. 

우리나라의 기후 구분은 여러 수준으로 나뉠 수 있는데, 

광역적인 구분(예를 들어, 김광식, 1962; 강철성, 2008)은 

시도 단위와 마찬가지의 한계를 갖는다. 이승호 등(2005)

은 식생 분포, 작물 분포, 봄꽃 개화시기, 가옥 구조, 지형 분

포 등을 고려하여 상세한 기후구분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

구는 기후의 유사성을 반영하면서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

기 위하여 이승호 등(2005)의 기후구분을 토대로 연구지역

을 구분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지역 구분은 먼저 이승호 등

(2005)의 기후구분에 포함된 시군을 병합하고, 두 개 이상

그림 2. 본 연구에서 초과사망자 분석을 위해 사용된 35개 지역 구분

1. 서울; 2. 중부 서해안 북부; 3. 중부 서해안 남부; 4. 중부 내륙 북서부; 5. 중부 내륙 북동부; 6. 중부 내륙 중서부; 7. 중부 내륙 중앙; 8. 중부 내륙 

중동부; 9. 중부 내륙 남서부; 10. 중부 내륙 남동부; 11. 중부 동해안; 12. 남부 서해안 북부; 13. 남부 서해안 남부; 14. 충청 내륙 북부; 15. 충청 내륙 

중앙; 16. 충청 내륙 동부; 17. 전라 내륙 북부; 18. 전라 내륙 동부; 19. 전라 내륙 서부; 20. 전라 내륙 남부; 21. 경북 내륙 북부; 22. 경북 내륙 남부; 

23. 경남 내륙 서부; 24. 경남 내륙 중앙; 25. 남해안 경남 동부; 26. 경남 내륙 남부; 27. 남부 동해안 북부; 28. 남해안 전남; 29. 남해안 경남 서부; 30. 

부산; 31. 제주; 32. 중부 산지; 33. 중부 하위 산지; 34. 남부 산지; 35. 남부 하위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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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후 지역에 걸쳐 있는 시군은 가장 넓은 면적이 포함된 

기후 지역에 포함시키는 과정을 통해 작성하였다. 각 지역

에 포함된 시군과 인구 현황은 주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연구 결과

1) 2018년 온열질환자 발생 특성

2011년부터 2018년의 전국 평균 온열질환 발생률은 폭

염일수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그림 3). 2018년 6 ~ 8월 

온열질환자는 전국적으로 44,060명이 발생하였으며 전국

의 발생률은 만명당 8.5명이었다. 2011년부터 2018년 사

이에 2018년 다음으로 무더운 여름이었던 2016년에는 온

열질환 발생률이 5.9명/만명이었다. 가장 낮은 발생률은 

2011년에 나타났고, 그 해의 온열질환 발생률은 3.2명/만

명이었다. 2018년의 발생률은 2011년에 비해 2.7배 높았

고, 2016년에 비해 1.4배 높았다(그림 4).

시군별 온열질환 발생률에서 상위 20% 지역에는 전라

남･북도의 시군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충청남도에서는 

태안, 서천, 금산, 충청북도에서는 증평, 괴산, 옥천, 영동

이 포함되었다. 경상북도에서는 울진, 영양, 의성 등이 상

위 발생률 지역에 포함되었고, 경상남도에서는 합천, 창녕, 

김해 등에서 높은 발생률이 나타났다. 강원도에서는 철원

과 정선에서 높은 발생률이 나타났다(그림 5).

시군별 온열질환 발생률의 상위 지역은 도시 보다는 주

로 농촌지역에서 나타났다. 여기에서 도시와 농촌은 인구 

그림 3. 2011 ~ 2018년 전국의 온열질환 발생률과 폭염일수의 상관관계

폭염일수는 기상자료개방포털로부터 획득하였다.

그림 4. 2011 ~ 2018년 연도별 온열질환 발생률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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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토지피복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였다. 인구 15만 명 

이상이거나 시가화지역 비율이 20% 이상 또는 인구밀도가 

1 km²당 1천 명 이상인 지역은 도시로, 그 외 지역은 농촌으

로 구분하였다. 그림 6은 시군 발생률 순위로 나열하고 도

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표현한 것이다. 발생율 상위 지역에 

주로 농촌 지역이 분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발생

률 상위 20위 중 농촌 지역은 18개이었고, 도시 지역은 2개

이었다. 발생률이 가장 높은 5개 지역은 임실군(61.9명/만

그림 5. 2018년의 온열질환자 발생률

계급구간은 20퍼센타일 간격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6. 2018년 시군별 온열질환 발생률 순위와 도농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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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김제시(60.1명/만명), 보성군(56.3명/만명), 순창군

(52.0명/만명), 태안군(52.0명/만명)이었다. 도시 지역 중 

발생률이 높은 지역은 서귀포시(46.4명/만명)와 김해시

(28.1명/만명)이었다. 농촌 지역의 평균 발생률은 17.4명/

만명이었고 도시는 8.0명/만명이었다.

Local Moran’s I (Anselin, 1995)를 이용하여 온열질환자 

발생률의 공간적 군집 특성을 분석한 결과, 온열질환자 발

생률이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 집중되어 있

고, 온열질환자 발생률이 낮은 지역은 서울 그리고 경기도

와 강원도의 시군들에 폭넓게 분포해 있었다. 주변 지역의 

발생률과 비교했을 때 대조되는 지역들도 있었다. 강원도

의 철원군, 횡성군, 정선군, 그리고 충청남도의 태안군과 

충청북도의 증평군은 주변 지역에 비해서는 높은 발생률

을 보이는 지역이었다. 이와 반대로 전라남도의 영광군과 

나주시는 주변 지역에 비해 낮은 발생률을 보였다(그림 7).

2) 2018년 초과사망자 발생 특성

일 최고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초과사망자가 증가하는 

패턴은 일부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림 8을 살펴보면 1(서울)과 2(중부 서해안 북부), 3

(중부 서해안 남부), 6(중부 내륙 중서부), 11(중부 동해안), 

12(남부 서해안 북부), 13(남부 서해안 남부), 15(충청 내륙 

중앙) 지역 등에서 기온 상승에 따른 초과사망자의 증가 패

턴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다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기온

이 상승함에 따라 초과사망자가 증가하는 패턴이 관찰되

기는 하지만 분명하지는 않다. 17(전라 내륙 북부) 지역에

서는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초과사망자가 감소하는 패턴

이 보이기도 한다.

초과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임계기온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일최고기온 28℃ 부터 30℃ 사

그림 7. 2018년 온열질환자 발생률의 군집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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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2. 중부 서해안 북부 3. 중부 서해안 남부 4. 중부 내륙 북서부 5. 중부 내륙 북동부

6. 중부 내륙 중서부 7. 중부 내륙 중앙 8. 중부 내륙 중동부 9. 중부 내륙 남서부 10. 중부 내륙 남동부

11. 중부 동해안 12. 남부 서해안 북부 13. 남부 서해안 남부 14. 충청 내륙 북부 15. 충청 내륙 중앙

16. 충청 내륙 동부 17. 전라 내륙 북부 18. 전라 내륙 동부 19. 전라 내륙 서부 20. 전라 내륙 남부

21. 경북 내륙 북부 22. 경북 내륙 남부 23. 경남 내륙 서부 24. 경남 내륙 중앙 25. 남해안 경남 동부

26. 경남 내륙 남부 27. 남부 동해안 북부 28. 남해안 전남 29. 남해안 경남 서부 30. 부산

31. 제주 32. 중부 산지 33. 중부 하위 산지 34. 남부 산지 35. 남부 하위 산지

그림 8. 일최고기온에 따른 초과사망자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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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 관찰된다. 1 ~ 3 지역에서는 일최고기온 30℃ 부근

에서부터 급격한 초과사망자의 증가가 확인된다. 6 지역에

서는 상대적으로 임계기온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28℃ 부근

에서 나타난다. 11과 12 지역에서는 각각 25℃와 27℃에서

부터 초과사망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선형회귀직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지만 그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역은 11개 지역이었

다. 표 2는 각 지역의 임계기온 이상에서 나타나는 선형회

귀선의 기울기와 통계적 유의성을 정리한 결과이다. 

1(p-value 0.001)과 2(p-value 0.000), 3(p-value 0.031), 

6(p-value 0.019), 11(p-value 0.022), 12(p-value 0.089), 

13(p-value 0.024), 15(p-value 0.011), 21(p-value 0.058), 

24(p-value 0.042), 31(p-value 0.068) 지역의 선형회귀식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지역에서는 3

0℃로부터 1℃ 상승할 때마다 2.6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p-value는 0.001 미만이었다. 2 지역

에서는 기온이 1℃ 상승할 때마다 2.11명의 사망자가 발생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p-value는 마찬가지로 0.001 미만

이었다. 3과 6, 11 지역 등에서는 95% 수준에서 선형회귀

선의 기울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고, 12와 

21, 31 지역에서는 선형회귀선의 기울기가 9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폭염으로 인한 초과사망자는 전국적으로 약 929

명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최소 739명에서 최대 

1,143명 사이에서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초과사

망자의 신뢰구간은 앞서 분석된 선형회귀선의 분석 결과

를 토대로,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에는 95% 유의수준

을 적용하였고, p-value가 0.05 ~ 0.10 사이인 경우에는 

표 2. 임계기온 이상에서 나타나는 선형회귀선의 기울기와 통계적 유의성

지역
임계

기온
기울기 p-value

통계적

유의성
지역

임계

기온
기울기 p-value

통계적

유의성

1 30 2.68 0.001 *** 19 30 0.23 0.213

2 30 2.11 0.000 *** 20 28 0.06 0.530

3 30 0.40 0.031 * 21 30 0.30 0.058 ･

4 30 0.04 0.906 22 28 -0.02 0.812

5 28 0.01 0.927 23 28 -0.08 0.285

6 28 0.21 0.019 * 24 30 0.43 0.042 *

7 28 0.02 0.670 25 30 0.08 0.734

8 28 0.07 0.310 26 30 0.00 0.985

9 28 0.03 0.617 27 28 -0.20 0.344

10 28 0.08 0.259 28 30 0.52 0.100

11 25 0.17 0.022 * 29 30 0.05 0.822

12 27 0.14 0.089 ･ 30 30 0.42 0.352

13 30 0.37 0.024 * 31 30 0.42 0.068 ･

14 30 0.07 0.628 32 30 0.01 0.966

15 30 0.72 0.011 * 33 28 -0.05 0.689

16 30 0.08 0.603 34 30 0.03 0.867

17 30 -0.11 0.498 35 30 -0.09 0.493

18 28 0.07 0.282

*** (p < 0.001), ** (p < 0.01), * (p < 0.05), ･ (p < 0.10).

1. 서울; 2. 중부 서해안 북부; 3. 중부 서해안 남부; 4. 중부 내륙 북서부; 5. 중부 내륙 북동부; 6. 중부 내륙 중서부; 7. 중부 내륙 

중앙; 8. 중부 내륙 중동부; 9. 중부 내륙 남서부; 10. 중부 내륙 남동부; 11. 중부 동해안; 12. 남부 서해안 북부; 13. 남부 서해안 남부; 

14. 충청 내륙 북부; 15. 충청 내륙 중앙; 16. 충청 내륙 동부; 17. 전라 내륙 북부; 18. 전라 내륙 동부; 19. 전라 내륙 서부; 20. 전라 

내륙 남부; 21. 경북 내륙 북부; 22. 경북 내륙 남부; 23. 경남 내륙 서부; 24. 경남 내륙 중앙; 25. 남해안 경남 동부; 26. 경남 내륙 

남부; 27. 남부 동해안 북부; 28. 남해안 전남; 29. 남해안 경남 서부; 30. 부산; 31. 제주; 32. 중부 산지; 33. 중부 하위 산지; 34. 남부 

산지; 35. 남부 하위 산지



2018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와 초과사망자 분석

- 401 -

90% 유의수준을 적용하였다. 폭염으로 인한 초과사망자

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1 지역(서울)과 2(중부 서해안 

북부)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인구 10만명당 초

과사망률은 12(남부 서해안 북부) 지역에서 6.8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초과사망률은 11(중부 동해안) 지역과 21(경

북 내륙 북부)에서도 각각 4.7명/10만명당과 4.3명/10만명

당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표 3).

2018년의 초과사망률은 20011부터 2017년의 사망률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다. 2018년의 초과사망률은 10만명당 

1.79이었다. 이전 기간에 가장 높은 초과사망률은 2016년의 

0.83명/10만명이었다. 2018년의 초과사망률은 2016년에 

비해 2.2배 높았다. 초과사망률이 가장 낮은 해는 2014년이

었으며 이때의 초과사망률은 0.26명/10만명이었다. 2018년

의 초과사망률은 2014년에 비해 6.9배 높았다(그림 9).

4. 토의

2018년 폭염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44,060명의 온열질환

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질병관리본부의 온열질

환 감시체계에서 521개 응급실 운영기관을 통해 모니터링 

된 2018년 온열질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4,495명이었다. 

2018년의 전체 온열질환자 수는 모니터링 된 온열질환자

의 약 10배이었다. 채여라 등(2017)에 의하면 온열질환 감

시체계의 온열질환자 수는 맞춤형연구DB에서 분석된 입

표 3. 2018년 폭염으로 인한 초과사망자

지역 초과사망자(명)
신뢰구간(명)

유의수준
초과사망률

(명/10만명)하한 상한

1 서울 325 272  383 95% 3.4

2 중부 서해안 북부 218 180  258 95% 2.2

3 중부 서해안 남부  52  38   68 95% 3.7

6 중부 내륙 중서부  48  39   58 95% 3.1

11 중부 동해안  25  19   31 95% 4.7

12 남부 서해안 북부  45  37   53 90% 6.8

13 남부 서해안 남부  30  19   43 95% 3.8

15 충청 내륙 중앙 102  80  127 95% 3.4

21 경북 내륙 북부  23  15   33 90% 4.3

24 경남 내륙 중앙  53  38   71 95% 1.9

31 제주   8   2   18 90% 1.3

합계 929 739 1,143

그림 9. 2011 ~ 2018년 연도별 초과사망률의 변화



박종철･채여라

- 402 -

원환자 수와 유사하였다. 이는 모니터링 자료만을 이용하

여 폭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 규모를 파악하게 되면 과소평

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8년에 폭염으로 인한 초과사망자는 929명(95% CI: 

739 ~ 1,143명)으로 분석되었다. 초과사망자 수는 임연희 

등(2019)이 추정한 790명에 비해서는 139명 많았다. 그

러나 95% 신뢰구간을 고려하면 두 연구의 추정 결과는 

유사하였다.

2018년의 폭염 강도와 빈도는 모두 1994년을 넘어섰음

에도 불구하고(채여라 등, 2018), 본 연구에서 추정된 초과

사망자 수는 Kyselý and Kim(2009)이 제시한 1994년의 

3,384명(95% CI: 3,075 ~ 3,694명)명에 비해서는 2455명이 

적었다. Kyselý and Kim(2009)은 폭염기간을 정의하고,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초과사망자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폭

염으로 인한 초과사망자를 산정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폭

염기간은 1994년 7월 8일부터 8월 9일(33일), 8월 11일부

터 8월 17일(7일)로 정의되었다.

Kyselý and Kim(2009)의 방법을 적용하여 초과사망자를 

산출한 결과, 2018년의 초과사망자 수는 1994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0은 본 연구에서 

추정된 전국의 일별 초과사망자 수이다. 폭염기간의 기준

은 본 연구에서 분석된 임계기온 일최고기온을 준용하여 

전국 일최고기온의 평균 30℃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폭

염기간은 6월 22일부터 6월 25일(4일), 7월 12일부터 8월 16

일(36일), 그리고 8월 19일부터 8월 22일(4일)로 설정하였

다. 2018년 6월 24일에는 이미 일최고기온이 창원 34.7℃, 

영덕 37.0℃, 임실 34.7℃등으로 크게 올랐다. 이 시기의 초

과사망자 수는 총 1,210명(95% CI: 1,173 ~ 1,247명)이었다. 

이는 1994년 초과사망자인 3,384명의 36% 수준이었다.

Kyselý and Kim(2009)의 방법이 특정 기간에 발생한 사망

자를 모두 폭염의 영향을 받았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초과사

망자를 과다추정 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도, 2018년의 

초과사망자 수는 1994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1994년 이후 국민의 건강과 생활수준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

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다양한 폭염 관련 정

책들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Ebi et al.(2004)에 의

하면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폭염 영향예보를 통해 3년간 약 

117명의 생명을 살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Thomas(2015)

에 의하면 시카고에서 1995년 폭염으로 73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두 번째 폭염에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대처

를 통해 사망자를 2명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런 결과들은 폭염 관련 정책들이 폭염으로 인한 초과사망

자를 줄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이후 폭염 관련 대응 정책들이 

수립되었다. 폭염 특보제가 2007년 시범 서비스를 거쳐 

2008년부터 정규서비스가 되었다. 같은 해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폭염 경보 문자와 행동 요령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에는 노인돌봄서비스에서 

폭염 시 노인들에 대한 안부 전화 등을 수행하기 시작하였

다. 2013년부터는 여름 기간 동안 주요 병원들의 응급실을 

방문하는 온열질환자 수를 모니터링하기 시작하였고, 전

국에 약 4만개의 무더위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기 시작하

였다. 산업 현장에서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하기 시

작하였다. 폭염이 이전에 비해 이른 시기에 나타나면서 

2015년부터는 폭염 특보제의 운영을 연중으로 확대하였

다. 이러한 폭염 관련 정책들은 폭염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

그림 10. 2018년 일별 총 초과사망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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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

양한 방식의 평가를 통해 정책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

할 필요가 있다.

2018년의 폭염으로 인한 초과사망자가 1994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폭염으로 인한 초

과사망자는 약 1천명에 이르고, 온열질환자는 4만명을 상

회한다. 2018년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 규모가 2011년 이

후의 여러 해에 비해 수배 이상 높은 점을 고려하면 폭염의 

건강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온열질환자 발생률과 초과사망률이 농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농촌 지역에 대한 폭염 

대응 정책이 특히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주변 지역들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온열질

환 발생률 지역들을 확인하였다. 그 중 나주는 주변 지역들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었다. 나주시

는 2014년부터 혁신도시가 개발되며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고소득 계층 또는 실내 노동자 계

층의 유입이 주변 지역에 비해 낮은 발생률을 보인 요인일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 서귀포는 높은 온열질환 발생률을 

보이고 있었다. 제주도는 Kim et al.(2017)의 연구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상대적 취약성을 보였다. 그들은 제

주도의 높은 취약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농어민 비율이 높

기 때문으로 추정하였다. 이 외에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온

열질환 발생률을 나타낸 임실군, 강원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인 횡성군 등 각 지역에서 특징적인 발생

률이 나타난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적 폭염 대응 정책 수립

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고온 건강 리스크에 대한 기온의 

임계치는 기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Anderson and Bell, 

2009; Chung et al., 2009; Gasparrini et al., 2015; Lowe et 

al., 2015) 한국에서도 야외노동자에서 기후에 따른 폭염

의 민감도 차이가 확인되었다(Park et al., 2019). 아울러 폭

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이 직업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Heo et al., 2016; Zander et al., 

2015). 폭염의 영향은 소득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며(Kim 

and Joh, 2006; Bell and Dominici, 2008; Chan et al., 2010; 

Kwon et al., 2015; 이지수 등, 2016), 외국인 노동자(채여

라 등, 2018; Messeri et al., 2019)와 사회적 고립 계층에서

는 폭염의 영향이 가중되어 나타난다(Semenza et al., 1996; 

Yardley et al., 2011). 따라서 기후와 함께 인구･사회･경제

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임계기온과 폭

염에 대한 민감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본 연구의 결과 

역시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 규모와 임계기온에서 지역

적 차이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 외에 폭염에 대한 임계기온

과 민감도의 지역적 차이를 보인 연구들은 다수 있었다

(Lim et al., 2013; 정지훈 등, 2014; Kim et al., 2017). 이러한 

모든 연구 결과들은 폭염 영향예보 또는 조기시스템의 개

발과 대응정책 수립 등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초과사망자 분석 과정에서 기후지역 단위로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MAUP 

(modifiable areal unit problem)으로 인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공간적 분석 단위는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순 히 인접 지역을 

통합하거나 인접한 지역의 도농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할 

수 있다. 자료의 통합 방식은 임계기온과 선형회귀식의 통

계적 유의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그 

영향에 대해 검토하지 못하였다. 자료 통합 방식에 의해 나

타날 수 있는 영향은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의 분석 결과, 2018년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자

는 44,060명 발생하였고, 초과사망자는 약 929명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과거에 2018년에 비교되는 폭염은 

1994년의 폭염이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2018년의 초과사

망자는 1994년 초과사망자의 절반 이하로 감소된 규모였

다. 이는 우리 사회의 폭염 대응 능력이 과거에 비해 향상

되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2018년의 인명 피해는 2011년 

이후의 어느 해에 비해도 수배에 이르는 규모였다. 이는 폭

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하며, 폭염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지역에 따라 매우 상이하였

다. 도시 보다는 농촌의 질환 또는 사망 발생률이 높게 나

타났으며, 주변 지역에 비해 발생률이 두드러지게 높거나 

낮은 지역들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간적 분포가 나

타난 원인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폭염의 건강 영

향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분포의 차이는 각 지역이 갖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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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인구, 사회, 경제적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나

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이는 향후 폭염 대응 정책에서 지역

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폭염의 건강 영향 특성을 밝히려는 심층적인 지역 연구

를 통해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지역적인 피해 규모는 폭염 영향의 

지역적 차이를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폭염 대응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

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폭염 영향예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적극적인 예보를 수행할 지역을 선정하는데도 활용

될 수 있다.

주

1) 무 진료기간에 따른 진료에피소드 수의 차이

다음은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무 진료기간을 각각 1일, 

7일, 14일을 적용하였을 때의 에피소드 차이를 비교한 결과

이다. 무 진료기간을 1일로 설정하여 동일한 일자에 의료보

험이 중복 신청된 환자를 제외하면 2009 ~ 2018년(10년)간 

약 98건의 에피소드가 있었다. 7일의 무 진료기간을 적용하

면 에피소드는 약 76만건으로, 1일 무 진료기간 대비 23%가 

감소하였다. 14일의 무 진료기간을 적용했을 때는 약 72만

건의 에피소드가 추출되어 1일 무 진료기간 대비 27%가 감

소하였다. 즉 7일 무 진료기간에 비해 4%p가 감소한 것이

다. 이를 통해 온열질환자들이 7일 이내에 재방문하는 것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14일 이내가 되면 크게 감소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14일 이후에 재방문하는 것은 흔치 

않기 때문에 새로운 에피소드로 간주할 수 있다.

2) 공간 분석 단위에 따른 기초 통계량의 변화 예

다음 표는 6개 시군을 남부 서해안 북부(12번 지역)로 병합

했을 때와 서천군을 단일 지역에 대한 일 사망자 수의 기초 

통계량이다. 서천군 단일 지역에서는 일평균 사망자가 1.6

명이고 표준편차가 1.3명이며 하루 최대 사망자가 7명이

다. 초과사망자가 기대사망자와 일사망자의 차이로부터 산

출되는 점을 고려하면, 산출된 초과사망자의 변동성에서 

기온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기

온에 의한 반응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기온 1℃ 당 증가하

는 사망자 수가 한명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

면 남부 서해안 북부 지역에서는 일최소 사망자 수와 일최

대 사망자 수가 각각 2명과 22명으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표준편차는 3.5명으로 증가하여 변동성이 서천군 단일 지

역의 자료에 비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천군 단일 

지역에 비해 남부 서해안 북부의 자료에서 유의미한 통계의 

결과가 기대된다.

3) 35개 지역 구분과 각 지역의 시군 및 인구 현황

초과사망자 분석을 위해 사용된 지역 구분이다. 인구가 가

장 많은 지역은 서울(약 976만명)이고 다음으로는 인천, 수

원, 성남 등을 포함하는 중부 서해안 북부(약 992만명)이

다.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은 경남 내륙 서부이다. 하동, 산

청, 합청, 고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의 총 인구가 

약 16만명이다.

부록 표 1. 2011 ~ 2018년 6~8월 외인사 외 모든 사망자의 기초 통계량

통계량 서천군 남부 서해안 북부

연평균(명) 149.1 1088.9

일평균(명) 1.6 11.8

일최대(명) 7 22

일최소(명) 0 2

표준편차(명) 1.3 3.5

부록 표2. 35개 지역 구분과 각 지역의 시군 및 인구 현황

지역 시군 2018년 인구

1 서울 서울 9,765,623

2 중부 서해안 북부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안산, 고양, 과천, 시흥, 군포, 의왕, 김포 9,922,974

3 중부 서해안 남부 평택, 오산, 화성 1,474,434

4 중부 내륙 북서부 의정부, 동두천, 구리, 남양주, 하남, 파주, 양주, 포천, 연천, 가평 2,610,074

5 중부 내륙 북동부 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477,630

6 중부 내륙 중서부 용인, 안성, 광주(시) 1,582,487

7 중부 내륙 중앙 이천, 여주, 양평 441,826

8 중부 내륙 중동부 원주, 횡성 390,796

9 중부 내륙 남서부 증평, 진천, 괴산, 음성 250,498

10 중부 내륙 남동부 충주, 제천, 단양 37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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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부 동해안 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강원), 양양, 울릉 519,560

12 남부 서해안 북부 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662,164

13 남부 서해안 남부 목포, 무안, 함평, 영광, 군산, 고창, 부안 785,992

14 충청 내륙 북부 천안, 아산, 예산 1,038,980

15 충청 내륙 중앙 대전, 세종, 공주, 논산, 계룡, 부여, 청양, 청주 3,013,727

16 충청 내륙 동부 금산, 보은, 옥천, 영동 188,082

17 전라 내륙 북부 전주, 익산, 정읍, 김제, 완주 1,237,097

18 전라 내륙 동부 곡성, 남원, 임실, 순창 171,459

19 전라 내륙 서부 광주(광역시), 나주, 담양, 영암, 장성 1,720,618

20 전라 내륙 남부 보성, 화순, 장흥, 강진 182,192

21 경북 내륙 북부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예천 547,370

22 경북 내륙 남부 김천, 구미, 군위, 성주, 칠곡 750,017

23 경남 내륙 서부 하동, 산청, 합천, 고령 162,370

24 경남 내륙 중앙 대구, 의령, 창녕, 경산, 청도 2,856,982

25 남해안 경남 동부 울산, 양산 1,504,262

26 경남 내륙 남부 창원, 진주, 김해, 밀양, 함안 2,107,029

27 남부 동해안 북부 포항, 경주, 영덕, 울진 855,021

28 남해안 전남 여수, 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 544,937

29 남해안 경남 서부 통영, 사천, 거제, 고성(경남), 남해 595,357

30 부산 부산 3,441,453

31 제주 제주 667,191

32 중부 산지 태백, 영월, 평창, 정선 164,898

33 중부 하위 산지 영천, 청송, 영양, 봉화 177,472

34 남부 산지 함양, 거창, 진안, 무주, 장수 176,272

35 남부 하위 산지 순천, 광양, 구례 46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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