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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기온이 상승할수록 사망이 증가하는 경향은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 되

었으나,과거와 다른 기온패턴이 나타나는 경우 건강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지에 한 연구는 미미하다.따라서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평균 기온

증가 뿐만 아니라,낮과 밤 온도의 차이의 증가,평균온도의 표 편차

(SD)의 증가 등 과거와 다른 기온 패턴의 등장에 따른 건강 향을 온도변

화를 통해 평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지 까지 고려되었던 단기간의

온도변화는 같은 날 낮과 밤(최고와 최 )온도 차이 는 날과의 온도차

이 이 으나,이를 좀 더 확장하여 이 몇 일간의 단기간 온도변화가 건

강에 미치는 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앞선 연구들을 통해 이 몇 일간

의 온도변화 값이 클수록 건강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할 수

있으나 재까지 이에 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아 단기간 온도변화가 건

강에 미칠 수 있는 향이 간과될 수 있으므로 서울,도쿄,타이페이의 자

료를 이용해 그 향을 평가하고 이 연구인 날과의 온도차에 의한 건

강 향과 비교하고자 한다.

각 나라의 체사망자료 각 도시의 일별 사망자수와 심

계 질환에 따른 일별 사망자수,호흡기계 질환에 따른 일별 사망

자 수를 각각 구축하여 분석에 이용하 다.기상자료는 기상청에

서 제공하는 매시간 마다 기록된 24시간별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해당일의 24시간 평균값을 일 평균온도로 사용하 다.일평균 온

도변화는 일정기간의 온도변화를 뜻하는 것으로 당일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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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몇 일간의 온도의 변화(TemperatureChange,TC)로 정의하

여 일정기간 동안 온도의 단순회귀를 통해 얻어진 온도에 한

기울기로 정의하 다. 를 들어,지난 4일 동안 기온이 상승하

을 때 일평균 온도변화 값인 TC4는 양수를 나타내며 하루 평균

온도 상승폭이 클수록 값이 컸으며,기온이 감소하 을 때 TC4

값은 음수를 나타내며 하루 평균 감소폭이 클수록 값 한

컸다.

온도와 사망의 계는 비선형 계를 보이며 일별 사망자 수

는 포아송 분포를 따르므로,일평균 온도변화(TC)의 건강 향을

추정하기 해 GAM(GeneralizedAddictiveModel)을 사용하 으

며 평균 온도(Temp),상 습도(RH),pm10(pm10),시간 추세

(date)를 비모수 평활에 의한 보정으로 고려하고 요일(DOW)과

독감(Influ)을 범주형 변수로써 의 GAM모형을 보정하 다.

log             
   

온도변화(TC)값은 일별 평균온도와는 다른 의미와 특징을 나타내는데,

세 도시의 계 별 기간에 따른 일평균 온도변화의 평균값은 에 가장 큰

양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가을에는 가장 작은 음의 값을 나타내었고 여름

에는 다소 작은 양의 값을 겨울에는 다소 작은 음의 값을 나타냈다.온도

변화의 값은 가을에 가장 컸으며 ,여름,겨울 순으로 작아졌다.계

별 온도변화는 타이페이의 경우 작은 범 안에서 계 별 변이가 뚜렸

했고 서울은 큰 범 안에서 계 별 변이가 뚜렸했으며 도쿄는 계 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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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그리 크지 않아 계 별 온도변화의 특성이 두드러지지 않았다.일평

균 온도변화 값은 기간설정에 따라 그 평균은 비슷하나 표 편차는 다르

게 나타났으며 온도변화를 구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표 편차가 값이 작

아 좁은 범 안에서 온도변화 값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 으로 따뜻해지는 방향으로 일평균 온도변화 값이 커질 때 사망이

증가했고,추워지는 방향으로 일평균 온도변화 값이 감소할 때 한 사망

이 증가하 다.즉,일평균 온도변화가 0을 기 으로 멀어 질 때 사망이

증가하는 U자 모양을 띄었다.따뜻해지는 때의 일평균 온도변화 값은 그

기간이 길수록 상 험도가 커지다가 6 는 7일에서 최 상 험도를

나타냈으며,추워지는 때는 그 기간이 7일 이하로 짧을 땐 상 험도가 1

보다 작은 값을 보 으나 10일 이상의 긴 기간에서는 큰 상 험도를 나

타냈다.

온도변화에 한 기간을 4일로 고정하여 지연효과에 한 분석을 시행한

결과에서는 따뜻해지는 때의 온도변화에 한 지연효과는 짧았으며 추워

지는 때의 온도변화에 한 지연효과는 길게 나타났다.즉,온도가 평균

으로 상승하는 때에는 고온의 효과와 같이 짧은 지연효과를 가졌으며,온

도가 평균 으로 하강할 때에는 온의 효과와 같이 긴 지연효과를 가졌

다.사망 자료를 심 계와 호흡기계로 하 그룹을 나 어 향을 분석

하 는데, 부분의 기간에서 심 계 질환 사망과 호흡기계 질환 사망의

상 험도가 총사망보다 큰 값을 보 다.

주요어 :일평균 온도변화,사망,기후변화,단기간 온도변화,지연효과

학 번 :2011-2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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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 연구배경 목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에 따른 생태 ,경제 향뿐만 아니라

건강 향 한 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지구온난화로 인한 건강 향은

자연재해, 염병 발생 외에 평균기온 상승 자체에 따른 향을 고려할 수

있다(Jonathana.Patz,2005).기온과 사망의 계는 J 는 U모양의

비선형 곡선 계를 보여(AlfesioL.F.Braga,2002),기온이 상승할수록

사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평균기온의 상

승은 건강에 지속 으로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RSariKovats,

2006).기후변화로 인해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과거와는

다른 기온 패턴이 나타나는 것 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결과

로 두 되고 있다(IPCC,2007).과거와는 다른 기온 패턴의 등장으로는

년 비슷한 시기와 차이가 큰 날씨의 등장을 로 들 수 있는데, 년 보

다 극심하게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을 겪으면서 메스컴과 문가들은

이에 한 이유를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의 결과로 언 하곤 한다

(매일신문,국민일보,2012).

실제로 한국에서도 평년과는 다른 기온의 계 을 경험하거나,간 기의

일별 최고온도나 최 온도가 년에 비해 더 크거나 작은 값을 보이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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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가 증가하는 경험이 늘어나고 있다(Youn-HeeLim,2012).이와 같

은 단시간에 격하게 변하는 날씨 온도변화에 따른 건강 향에 한

연구는 최고온도와 최 온도의 차이인 일교차, 날과 당일간의 기온의 차

이뿐으로 장기간 온도변화에 한 연구와 비교하여 미흡한 편이다.국제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간 기온변화와 더불어 단기간의 기온변화 한 찰

되고 있으므로 이에 한 건강 향 연구와 더 나은 건강 향 추정을 한

온도변화 값 제시가 간과되어서는 안 될 과제이다.단기간 온도변화에

한 건강 향 연구 일교차가 클수록 건강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이 몇 일간의 단기간 기온변화 한 그 변화 값이 클수

록 건강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할 수 있으나 재까지 이에

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건강에 향을 미치는 온도변화 기간

한 추상 인 단계이다.이에 한 더 나은 건강 향 추정을 해 서울,도

쿄,타이페이의 자료를 이용해 그 향을 평가하고 일교차 는 날과의

온도차가 건강에 미치는 향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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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문헌 고찰을 통한 이론 연구

Antonella은 온도 변화의 장기 인 증가가 사망률의 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구를 세분화한 연구를 통해 제안했다.여기서 온도변화

란 여름온도의 표 편차를 의미하는데,여름동안의 온도변화(표 편차)가

커졌을 때 사망과의 향을 135개의 미국 도시들의 데이터를 통해 연구

하 다.Antonella은 135개 도시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Chronic

ObstructivePulmonaryDisease:COPD),당뇨(Diabetes),심근경색

(MyocardialInfarction:MI),심부 (HeartFailure:CHF)질병을 가진

65세 이상 환자들의 코호트를 이용하여 여름온도의 표 편차 증가에 의

한 건강 향을 연구하 다.1985년부터 2006년의 20년간의 자료를 이용

하여 표 온도,폭염,오존,기후,지리 변수 등을 보정한 생존분석을 4

개의 질병별로 실시하여 여름온도의 표 편차 1℃ 증가에 의한 사망의 상

험도를 구하 다.그 결과로 여름온도의 편차가 더 커졌을 때,즉 여

름 온도의 표 편차가 1℃ 증가하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환자의

사망 험이 여름온도의 표 편차가 1℃ 증가하기 보다 4.8% 증가하

고 당뇨병환자의 사망 험은 5.5% 증가하며 심근경색 환자는 5.0%,심

부 환자는 3.8% 사망의 험이 증가한다고 연구결과를 밝혔다

(AntonellaZanobetti,2012).여름의 표 편차가 증가한다는 것은 여름

의 온도가 평소보다 더 높거나 더 낮게 나타남을 의미하며 그 변화 폭이

커짐을 뜻하므로 평년과는 다른 기온패턴의 등장을 의미한다.Anton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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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를 통해 과거와 다른 기온 패턴이 등장하여 여름의 온도변화가 커

졌을 때,그 향이 건강에 부정 으로 나타남 알 수 있었다.

임연희는 일별 온도의 최고 값과 최 값의 차이를 일교차(DTR)로 정

의하여 이에 한 건강 향을 사망자료를 이용하여 연구하 다.임연희는

한국의 일교차가 증가하고 있고 일교차와 일별 사망자 수는 선형 계를

가짐을 밝혔다.이 연구를 통해 한국의 기온이 과거에 비해 더 높은 낮 온

도(최고온도)가 나타나거나,더 낮은 밤 온도(최 온도)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일별 사망자수가 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일교차에

한 건강 향을 알아보기 해 일별 사망자수는 포아송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서 일반화 선형 모형(GeneralizedLinearModel:GLM)분석을

이용하 고 이모형에 평균온도,이슬 온도,요일,계 ,장기간 효과 등

을 보정하여 분석하 다.그 결과,일교차와 일별 사망자수는 일교차

(DTR)가 커짐에 따라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선형 계를 가짐을 밝혔고,

하루 간 온도변화인 일교차가 클수록 건강에 부정 인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Youn-HeeLim,2011).

Yuming은 이틀간의 온도 차이와 건강 향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이 연구에서 이틀간의 온도차이란 오늘 평균온도에서 어제의 평균온도를

뺀 값으로 정의된다.Yuming은 어제와 오늘의 온도차이가 건강에 미치

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GAM(GeneralizedAddictiveModel)을 이

용하여 평균온도,상 습도,pm10,오존,장기간 효과 등을 보정한 모형을

설정 하 다.일별 사망자수를 종속변수로 GAM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3℃ 이상의 온도의 큰 변화는 그 변화가 양의 방향이든 음의 방향이



-15-

든 상 없이 사망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말하 다.즉,어제보다 오

늘 온도가 3℃이상 높아지거나,3℃이상 낮아졌을 때 사망이 증가함을 이

야기 하 다(YumingGuo,2011).이 연구를 통해 이틀 동안의 온도차이

한 건강에 부정 인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통해 온도변화의 폭이 커지거나,하루 동안 낮과

밤의 온도차이가 커지거나,이틀간의 온도 변화가 클 때 사망 한 커짐을

알 수 있었다.앞선 연구들은 모두 단기간 온도변화가 사망에 미치는 향

을 연구하 으나,하루 간 는 이틀간의 온도변화에만 국한되었다.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단기간의 온도변화가 사망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되

이미 진행된 단기간 온도변화보다 긴 기간 동안의 온도변화가 건강에 미

치는 향을 알아보고 기존연구와 비교하고자 한다.앞선 연구들을 통해

3일 이상의 단기간의 온도변화 한 그 변화가 클수록 건강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나 이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혼란변수들을 보

정 하고,온도변화 기간에 따라서 는 지연효과에 따라서 건강 향이 어

떻게 변화하는지를 한국,일본, 만의 자료를 이용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6-

제 2장 연구방법

제 1 연구자료

1.사망자료

연구에 사용된 각 나라의 사망 자료는 사망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

된 한국통계청,일본보건복지부,국가사망등록에서 자료를 이용하 다.사

망신고자료는 사망 일자,시간,장소,사망 당시 연령,성별,사망원인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한국,일본, 만 세 국가의 사망 원인은 표 질병 사

인 분류인 ICD(InternationalClassificationofDisease)8,9,10각 코

드를 이용하여 분류되었다.한국은 서울의 2002-2009년도 동안의 사망자

료를 이용하 고,일본은,1969-2008년도 도쿄의 사망자료를, 만은

1994-2006년도 동안 타이페이의 사망자료를 이용하 다. 체사망은 한

국에서는 401,134명,일본에서는 1,388,914명, 만에서는 152,042명의 사

망자가 있었으며,분석에 이용된 일별 사망자수는 수집된 각 나라의 사망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사망원인,지역,성별,연령에 따라 일별 사망자수로

재구축하 다.사망원인에 따른 분류는 세 가지로 구분하 는데,총사망과

심 질환(Cardiovascular diseases)에 의한 사망,호흡기계 질환

(Respiratorydiseases)으로 의한 사망으로 분류하 다.심 질환에 의

한 사망은 ICD9,10각 코드에서 390-458,I00-I99에 해당하는 사망자를

산출하 고,호흡기계 질환에 의한 사망은 ICD 9,10각 코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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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519,J00-J99에 해당하는 일별 사망자를 산출하 다.일별 인 루엔

자는 해당 주의 평균 총 사망 비 인 루엔자로 사망자의 수가 1000명당

1이상인 날들로 지정하 다.

2.기상자료와 일평균 온도변화

기상자료는 시간별 온도,기압,상 습도를 한국 기상청,일본 기상 ,

만 환경보호국에서 수집하 다.도시별 평균,최 ,최고 기온,평균기압,

평균 습도는 한 도시에 있는 여러 개의 모니터링 싸이트(Monitoring

Site)값을 이용하여 구한 평균값을 해당 도시의 표 값으로 산출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일평균 온도변화는 각 나라별로 구축된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구하 다.일평균 온도변화는 단기간 온도변화를 뜻하는 것으로

당일을 포함한 이 일정 기간 동안의 온도변화(TemperatureChange,

TC)로 정의하 는데,이는 온도와 날짜를 이용하여 단순회귀 분석한 결과

얻어진 온도에 한 기울기 값이다. 를 들어,4일간의 온도변화 값은 이

4일간 일평균 온도의 단순회귀를 통해 얻어진 온도의 기울기 값으로

TC4로 표 한다(Figur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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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DefinitionofTemperatureChangewithin4days(TC4)

지난 4일 동안 일평균 온도가 따뜻해졌다면 온도변화(TC)값은 양수를

나타내며 더 따뜻해질수록 그 상승폭이 커서 기울기 값이 커지게 되며,지

난 4일 동안 일평균 온도가 추어졌다면 온도변화(TC)값은 음수를 나타내

며 더 추워질수록 그 감소폭이 커져 기울기의 값이 작아지게 된다.본 연

구에서는 기간에 따른 일평균 온도변화의 향을 알아보기 하여,3일부

터 20일까지의 각 기간에 따라서 일평균 온도변화(TC3-TC15)값을 별개

로 구하여 연구에 용하 다.

동아시아의 세 나라 한국,일본, 만은 동일한 기후 에 치해 있으나

각 나라마다 기후와 사회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기

하여 나라별로 층화하여 분석을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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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통계 분석 모형

온도와 사망의 계는 비선형 계를 보이며 일별 사망자 수는 포아

송 분포를 따르므로 일평균 온도변화(TC)의 향을 추정하기 해

GAM(GeneralizedAddictiveModel)을 사용하 다(AdrianG.Barnett,

2009).GAMs모형은 일반화선형모형(GeneralizedLinearModel)의 발

된 모형으로 모수 수단과 비모수 수단을 가진 세미 라메트릭 모

형이다(G.Wahba,1990).GAM모형을 통해 아래와 같은 식을 생성하

다.분석 모형을 용하기 해 일별 사망자 수는 분산이 다소 큰 포아송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Quasi-poisson분포로 가정하 고(Adrian G.

Barnett,2009),일별 평균 온도(Temp),상 습도(RH),PM10,시간 추

세(date)를 비모수 평활에 의한 보정으로 고려하고 요일(DayOfWeek:

DOW)과 독감(Influ)을 범주형 변수로써 통계 분석 모형을 보정하 다.

log              
   

의 모형에서 일평균 온도변화 변수(TC)는 지난 일정기간(i)동안 일평

균 온도에 한 단순회귀 기울기 값으로 양과 음의 값을 모두 가진다.따

라서 일평균 온도변화의 기울기가 양의 값을 갖는지 음의 값을 갖는지,즉

날씨가 따뜻해지는지 추워지는지에 따라 사망에 미치는 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본 모형에서 일평균 온도변화의 음수,양수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표(indicator)를 용함으로써 온도변화 기울기의 부호에 따른

향을 구분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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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결과

제 1 기간에 따른 일평균 온도변화

1.기간에 따른 일평균 온도변화

세 도시의 계 에 따른 서로 다른 특징과 날씨, 기 오염,일일 사망자

수를 설명하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Table1).계 별로 모든 도시에서

겨울에 가장 낮은 기온을,여름에는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

과 도쿄는 계 별로 비슷한 양상의 기온을 보이지만 타이페이는 두 도시

보다 높은 기온을 나타내고 있다.세 도시간의 계 별 기온을 비교해보면

서울이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도쿄,타이페이 순으로 계 별 기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기온의 장기간 변화라고 여길 수 있는 기온의 계 별 표 편차는 도시

별로 다르게 나타났다.서울에서는 기온의 표 편차가 가을에 가장 크고

,겨울,여름 순으로 작아지나 계 별 표 편차의 차이가 컸다.이는 서

울은 가을에 가장 기온변화가 크고 여름에는 기온 변화가 가장 작음을 나

타낸다.계 별로 기온의 표 편차의 차이가 큰 것 한 서울의 계 별 기

후가 매우 다름을 나타낸다.도쿄에서 기온의 표 편차는 서울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가을과 에 가장 크고 상 으로 겨울과 여름에 작은 값

을 가졌다.이는 도쿄가 서울과 마찬가지로 가을과 에 큰 기온변화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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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겨울과 여름에는 상 으로 작은 기온변화를 보임을 의미한다.그러

나 도쿄의 계 별 표 편차는 서울보다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즉 서울보

다는 계 별 기온의 차가 크지 않음을 뜻한다.타이페이의 기온 표 편차

는 에 가장 컸으나 여름,가을,겨울의 기온 표 편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울과 도쿄에 비해 타이페이의 계 별 기온차이는 크지 않

은 것으로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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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ul Tokyo Taipei

Season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Temperature

(℃)

Spring 12.16 5.95 14.20 5.00 22.08 4.05

Summer 24.40 2.72 24.97 3.45 28.91 1.84

Fall 14.64 6.72 18.41 5.11 24.55 3.15

Winter -0.11 4.36 6.90 2.69 17.08 3.14

All 12.83 10.14 16.16 7.78 23.18 5.30

Relative

Humidity

(%)

Spring 57.46 14.63 60.22 15.49 77.55 9.38

Summer 72.93 11.67 72.46 9.03 74.01 7.95

Fall 63.77 12.31 65.52 13.21 75.11 8.97

Winter 57.17 13.52 50.49 14.22 77.88 9.43

All 62.86 14.57 62.22 15.44 76.13 9.10

PM10

(㎍/g)

Spring 72.64 34.15 42.87 21.56 60.29 28.37

Summer 49.98 27.92 48.43 25.82 45.19 14.27

Fall 54.49 31.67 52.31 34.67 44.94 19.06

Winter 66.66 30.20 48.81 38.15 51.38 25.56

All 60.60 32.30 48.09 30.91 50.46 23.34

Daily

deathcount

(person)

Spring 104.43 11.52 143.28 27.15 76.34 12.37

Summer 98.33 12.62 132.65 24.52 72.39 10.71

Fall 103.21 12.54 137.82 26.45 72.05 11.32

Winter 107.31 12.84 161.64 31.80 82.09 12.44

All 103.30 12.80 143.78 29.67 75.70 12.40

Table1.Descriptivestatisticsofdaily mean temperature,relative

humidity,PM10anddeathcountin3citiesby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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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습도는 타이페이에서 가장 큰 값을 보 고,서울과 도쿄는 비슷한

값을 나타냈다.상 습도에 한 표 편차 한 타이페이에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냈고 서울과 도쿄는 비슷한 값을 보 으나 도쿄가 서울보다 약

간 큰 값을 보 다.서울과 도쿄는 다른 계 에 비해 상 으로 여름이

습한 기후를 나타내나 타이페이는 상 으로 다른 계 에 비해 여름이

덜 습한 것을 알 수 있었다.도시별로 기온과 상 습도의 계 별 평균,표

편차를 살펴본 결과 서울과 도쿄는 계 별로 기온과 상 습도의 평균과

표 편차의 차이가 커 계 별 특성이 명확함을 나타냈지만 타이페이는 계

별 기온과 상 습도의 평균과 표 편차의 차이가 크지 않아 서울과 도

쿄에 비해 계 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 다.

PM10값은 서울에서 가장 높았으며 타이페이,도쿄 순으로 작았다.서

울의 경우 특히 의 PM10값이 가장 컸는데 이는 철 국으로부터 부

는 황사의 향으로 여겨진다.서울에서는 여름에 PM10값이 가장 작았으

나 도쿄에서는 에 가장 작은 값을 보 고 타이페이에서는 가을에 가장

작은 값을 보여 세 도시별로 각각 다른 특성을 나타냈다.

일평균 온도변화(TC)는 지난 일정기간 동안 온도에 한 기울기 값이

다.이틀 이상의 온도변화를 고려하기 하여 최소 3일간의 온도변화부터,

최 20일까지의 일평균 온도변화 값을 산출하 다.이는 고온과 온 효

과를 모두 고려하기 함인데,일반 으로 고온효과는 짧은 지연 효과

(shortlag effect)를 갖고 온효과는 다소 긴 지연 효과(long lag

effect)를 갖기 때문에 이를 모두 고려하기 하여 3일,4일,5일 ,6일,7일,

10일,15일,20일간의 일평균 온도변화(TC3,TC4,TC5,TC6,T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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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10,TC15,TC20)값을 계산하여 나라별로 비교해 보았다.서울,도쿄,

타이페이의 각 기간에 따른 일평균 온도변화 시계열 그래 는 다음과 같

다(Figure2,3,4).도시별로 기간에 따른 일평균 온도변화 그래 를 살펴

보면,서울과 타이페이는 늦가을에서 겨울, 까지의 일평균 온도변화 값

이 크며 여름에는 다소 작은 값들이 나타나며 일평균 온도변화의 계 별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이나 도쿄는 사계 동안의 일평균 온도변화의 분포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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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TimeseriesplotsofTemperatureChangewithin3daysto

20daysinSeoulby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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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TimeseriesplotsofTemperatureChangewithin3daysto

20daysinTokyoby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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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TimeseriesplotsofTemperatureChangewithin3daysto

20daysinTaipeiby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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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

Days

for

TC

Seoul

(2002-2009year)

Tokyo

(1972-2008year)

Taipei

(1994-2006year)

Mean SD Mean SD Mean SD

Spring

3 0.18 1.72 0.14 1.67 0.09 1.72

4 0.19 1.33 0.14 1.24 0.09 1.32

5 0.19 1.08 0.15 0.97 0.09 1.05

6 0.19 0.90 0.15 0.79 0.09 0.86

7 0.19 0.78 0.15 0.66 0.09 0.70

10 0.19 0.54 0.15 0.42 0.09 0.44

15 0.18 0.33 0.14 0.25 0.09 0.25

20 0.18 0.23 0.14 0.17 0.09 0.17

Summer

3 0.03 1.17 0.07 1.28 0.03 0.83

4 0.04 0.87 0.07 0.99 0.03 0.65

5 0.04 0.68 0.07 0.80 0.03 0.53

6 0.04 0.56 0.07 0.67 0.04 0.45

7 0.04 0.48 0.07 0.58 0.04 0.39

10 0.04 0.34 0.07 0.40 0.03 0.27

15 0.05 0.22 0.08 0.25 0.04 0.17

20 0.06 0.17 0.08 0.18 0.04 0.12

Fall

3 -0.21 1.63 -0.17 1.34 -0.10 1.05

4 -0.20 1.28 -0.17 1.00 -0.09 0.82

5 -0.20 1.03 -0.17 0.78 -0.09 0.66

6 -0.20 0.85 -0.17 0.63 -0.09 0.56

7 -0.20 0.72 -0.17 0.53 -0.09 0.48

10 -0.20 0.49 -0.17 0.34 -0.09 0.33

15 -0.21 0.29 -0.17 0.20 -0.09 0.21

20 -0.21 0.19 -0.16 0.14 -0.09 0.15

Winter

3 -0.01 2.15 -0.04 1.30 -0.03 1.55

4 -0.04 1.74 -0.04 0.96 -0.03 1.23

5 -0.03 1.44 -0.04 0.76 -0.04 1.00

6 -0.03 1.22 -0.05 0.62 -0.04 0.84

7 -0.04 1.05 -0.05 0.51 -0.04 0.72

10 -0.04 0.71 -0.05 0.33 -0.04 0.48

15 -0.04 0.42 -0.05 0.20 -0.04 0.30

20 -0.04 0.30 -0.06 0.15 -0.04 0.21

Table 2.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Temperature Change

withinafew days(3-20days)andseasonin3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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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

Days

for

TC

Seoul

(2002-2009year)

Tokyo

(1972-2008year)

Taipei

(1994-2006year)

Mean SD Mean SD Mean SD

All

3 0.00 1.71 0.00 1.41 0.00 1.34

4 0.00 1.34 0.00 1.06 0.00 1.04

5 0.00 1.10 0.00 0.84 0.00 0.84

6 0.00 0.92 0.00 0.69 0.00 0.70

7 0.00 0.80 0.00 0.59 0.00 0.59

10 0.00 0.55 0.00 0.39 0.00 0.40

15 0.00 0.35 0.00 0.26 0.00 0.25

20 0.00 0.27 0.00 0.20 0.00 0.18

Table 3.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Temperature Change

withinafew days(3-20days)in3cities

세도시의 일평균 온도변화의 분포는 기간에 따른 일평균 온도변화의 평

균과 표 편차 값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Table2,3).세도시의 계 별

기간에 따른 일평균 온도변화의 평균값은 과 가을에 그 크기가 컸으나

방향은 반 다. 에는 따뜻해지는 방향의 양의 값을 나타냈으나 가을에

는 추워지는 방향의 음의 값을 나타냈다.여름과 겨울은 일평균 온도변화

의 평균이 다소 작았으나 여름에는 양의 값을,겨울에는 음의 값을 나타냈

다.세 도시간의 일평균 온도변화 평균을 비교해보면,타이페이가 모든 계

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갖고,서울이 도쿄보다는 큰 값을 나타내나 여름과

겨울에는 도쿄가 더 큰 값을 가졌다.이는 의 일평균 온도변화의 시계열

그래 에서도 알 수 있는데,타이페이의 일평균 온도변화는 작은 범 안

에서 계 별 변이가 컸고 서울은 큰 범 안에서 계 별 변이가 컸으며 도

쿄는 계 별 변이가 그리 크지 않은 그래 를 보 다.따라서 그래 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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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값을 통해 일평균 온도변화의 계 별 양상을 악할 수 있었다.

일평균 온도변화 값은 기간설정에 따라 그 평균은 비슷한 것으로 보

으나 표 편차는 기간설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계 별로 나눠서 구한

표 편차나 계 에 상 없이 구한 표 편차 모두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값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이는 의 그래 에서 기간이 길어질수

록 모든 온도변화 값이 0근처의 작은 범 에서 나타남을 통해서도 유추

할 수 있었다.즉,세 도시 모두 3일간의 온도변화가 가장 넓은 범 의 값

을 나타내며 분포가 넓었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작은 값들이 많이 나타나

좁은 분포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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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간에 따른 일평균 온도변화의 건강 향

앞의 표와 같이 일평균 온도변화 값은 계 의 특성에 따라 따뜻해지는

시기와 추워지는 시기에 따라 온도변화의 평균값의 방향이 다름을 알 수

있다.일평균 온도변화에 따른 건강 향을 알아보기 해서는 온도변화의

방향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온도변화가 양의 값을 가질 때

와 음의 값을 가질 때를 나 어 통계모형에 용하 다.

본격 인 기간에 따른 일평균 온도변화의 건강 향에 한 분석에 앞서,

기존에 수행된 온도변화에 한 건강 향 연구와 본 연구에서 새롭게 생

성된 온도변화(TC)변수에 한 건강 향 연구의 타당성을 비교해 보았다.

각 온도변화 변수간의 타당성을 비교하기 하여 이틀간의 온도변화와 본

연구에서 새롭게 생성된 기간에 따른 온도변화 (TC3-TC20)변수들의 모

형 합도를 비교하 다(Appendix1).앞서 설정한 동일한 GAM모형에

서 이틀간의 온도변화(TC2)와 3일 이상의 온도변화(TC3-TC20)에 한

건강 향을 각각 알아본 후,이에 한 모형 합도인 GCV(Generalized

CrossValidation)값과 표 화된 추정계수(StandardizedCoefficient)를

비교하 다.GCV값은 일반화 선형모형(GeneralizedLinearModel)에서

상 인 모형 합도(Goodnessoffit)를 비교할 수 있는 AIC(Akaike

InformationCriterion)와 같이 비선형 모형을 포함한 GAM모형에서

한 비선형 스무딩(appropriatesmoothness)모형을 찾을 때 사용하는

값이다.GCV값은 더 나은 모형 합을 보일 때 더 작은 값을 나타내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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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추정계수는 더 큰 값을 나타낼수록 더 나은 추정을 하 다고 할 수

있다.이틀간의 온도차이인 TC2와 본 연구에서 생성된 3일,4일,5일,6

일,7일,10일,15일,20일간의 온도변화(TC3-TC20)를 기본 GAM모형

에 용하여 얻은 GCV값과 표 화된 추정계수를 비교한 결과,서울에서

는 TC6에 한 모형이 가장 작은 GCV 값을 나타냈으며 도쿄에서는

TC3에 한 모형이 가장 작은 GCV값을 나타냈고 타이페이에서도 TC3

에 한 모형이 가장 작은 GCV값을 나타내었다.기존에 연구된 이틀간

의 온도차이인 TC2에 한 모형 합도를 GCV값을 통해 비교해 보았을

때,세 도시 모두 TC3에 한 GCV값이 TC2에 한 GCV값보다 작은

값을 보여 TC3에 한 모형이 더 나은 모형 합도를 나타냈다.표 화된

추정계수에 한 비교에서는 가장 큰 표 화 추정계수를 나태나는 모형일

수록 더 나은 추정을 하 다고 할 수 있는데,서울에서는 TC5,TC6에

한 모형이 가장 큰 표 화 추정계수 값을 나타내었고 도쿄에서는 TC3,

TC4에 한 모형이었으며 타이페이에서도 TC3,TC4모형이 가장 큰 표

화 추정계수 값을 나타냈다.이를 통해 표 화된 추정계수 비교에서도

이틀간 온도변화인 TC2보다 본 연구를 통해 생성된 온도변화

(TC3-TC20)값이 더 나은 추정을 함을 알 수 있었다.이러한 모형 합

도 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서 생성한 온도변화(TC3-TC20)를 이용한 건강

향 추정이 기존에 연구된 이틀간의 온도차(TC2)와 차별된 결과도출 뿐

만 아니라 더 나은 건강 향을 추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기간에 따른 온도변화에 한 건강 향을 추정하기 하여 온도가 따뜻

해지는 때와 추워지는 때의 기간을 상이하게 두고 분석하 다.일반 으로

고온의 효과는 짧고 온의 효과는 긴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온도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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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해져 온도변화가 양의 값을 가질 때는 3일부터 15일간의 온도변화에

한 건강 향을 알아보고,온도가 추어져 온도변화가 음의 값을 가질 때는

4일부터 20일 간의 온도변화에 한 건강 향을 알아보았다.온도가 상승

하면서 따뜻해 질 때(일평균 온도변화가 양의 값을 나타낼 때)세도시의

건강 향(RelativeRisk;RR)을 퍼센트 변화로 표 하 다(Table3).그

값을 살펴보면 총 사망과 심 계 질환 사망의 경우 부분 유의한 결과

를 나타냈다.서울의 총사망의 경우,4일간 온도가 하루 평균 1℃ 더 상승

할 때,사망이 0.68% 유의하게 증가하 고,5일간 온도가 하루 평균 1℃

더 증가할 때는 사망이 1.14% 증가하여 4일간의 온도상승에 한 향보

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6일간 온도가 하루 평균 1℃ 더 상승할 때는 사망

이 1.87% 증가하고,7일간 온도가 하루 평균 1℃ 더 상승할 때는 사망이

1.95% 증가하 다.이를 통해 서울에서 온도가 하루 평균 1℃ 더 증가할

때의 건강 향은,그 기간이 길수록 총사망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이는

도쿄의 총사망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도쿄에서 3일 동안 온도

가 하루 평균 1℃ 더 상승하면,상승하기 과 비교하여 사망이 0.80% 증

가하며,4일 동안 온도가 하루 평균 1℃ 더 상승하면 사망이 1.22% 증가

하고,5일 동안 온도가 하루 평균 1℃ 더 상승하면 사망이 1.50% 상승하

여 온도변화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1℃ 더 상승에 한 건강 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도쿄의 경우,6일 간의 온도변화에 한 건강 향이 가

장 컸고 7일,10일간의 온도변화의 건강 향은 이에 비해 작은 값을 나타

냈다.타이페이의 총 사망 분석 한 온도변화의 기간이 길수록 1℃증가

에 한 건강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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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0　

Days

for

TC†

Seoul Tokyo Taipei

RR‡ (95% CI) RR‡ (95% CI) RR‡ (95% CI)

Total

death

3 0.43(-0.03,0.89) 0.80(0.54,1.06)* 1.21 (0.63,1.79)*

4 0.68 (0.10,1.26)* 1.22(0.87,1.57)* 1.71 (0.97,2.46)*

5 1.14 (0.42,1.86)* 1.50(1.07,1.94)* 1.80 (0.89,2.72)*

6 1.87 (1.01,2.74)* 1.52(0.99,2.05)* 1.60 (0.51,2.70)*

7 1.95 (0.94,2.97)* 1.38(0.76,2.00)* 2.31 (1.02,3.60)*

10 1.50 (0.03,2.99)* 1.19(0.29,2.09)* 3.77 (1.86,5.72)*

15 0.66(-1.66,3.03)　-0.22(-1.59,1.16) 5.55 (2.40,8.80)*

Cardio-

vascular

Disease

3 0.52(-0.36,1.41) 1.24(0.81,1.67)* 2.29 (1.15,3.43)*

4 1.79 (0.69,2.91)* 2.03(1.45,2.62)* 3.27 (1.82,4.73)*

5 2.18 (0.82,3.55)* 2.73(1.99,3.47)* 3.47 (1.69,5.28)*

6 3.28 (1.67,4.91)* 2.72(1.83,3.61)* 3.67 (1.55,5.84)*

7 3.44 (1.58,5.34)* 2.35(1.31,3.40)* 4.99 (2.48,7.57)*

10 1.14(-1.57,3.91)　2.77(1.27,4.30)* 5.67 (1.93,9.55)*

15 0.99(-3.35,5.51)　1.20 (-1.1,3.55) 6.28(0.20,12.73)*

Respira-

tory

Disease

3 0.78(-1.17,2.76) 0.06(-0.63,0.77) 1.31(-0.57,3.22)
4 1.23(-1.20,3.71)　-0.12(-1.06,0.82) 1.09(-1.29,3.53)

5 1.61(-1.37,4.68)　0.27(-0.91,1.46) 1.08(-1.84,4.08)

6 2.80(-0.74,6.47)　1.47(0.04,2.92)* 1.09(-2.38,4.68)
7 2.26(-1.83,6.51)　1.82(0.14,3.53)* 3.18(-0.93,7.46)

10 3.07(-2.93,9.43)　1.70(-0.73,4.18) 10.76(4.36,17.55)*

15 13.57(3.27,24.90)* 6.94(3.03,11.01)* 9.17(-0.99,20.38)
*:P-value<0.05
†:Thenumberofdaysforthetemperaturechange.
‡:(RR-1)*100.RR isarelativeriskwhichisfrom theestimateofthetemperature

changeforeachdaysintheGAM modelwithsomeconfounders.

Table 4.Percent increase in mortality for increasing 1℃ in

temperaturechange(TC)bythenumberofdaysin3citieswhenthe

temperatureisgrowingwarmer(T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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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계 질환 사망에 한 분석 결과는 총사망보다 큰 값을 보 다.서

울에서 4일 동안 온도가 하루 평균 1℃씩 더 상승한다면 심 계 질환

사망이 1.79% 증가하고 5일 동안 온도가 하루 평균 1℃씩 더 상승한다면

2.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쿄 한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도쿄에서 3일 동안 온도가 하루 평균 1℃씩 더 상승하면 심 계 질환

사망이 1.24%증가하여 총 사망의 증가(0.8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고,

타이페이의 경우도 심 계 질환에 의한 사망이 총사망보다 큰 건강 향

을 보 다.모든 도시에서 심 계 질환에 의한 사망이 총 사망 보다 큰

상 험도 값을 보여 심 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일평균 온도변화에

조 더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 한 세 도시에서 모두 총 사망과 동일하

게 온도변화에 한 기간이 증가할수록 건강 향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

다.

호흡기계 질환 사망은 부분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으나,온도변

화의 기간이 길 때 유의하게 큰 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서울에서

15일 동안 온도가 하루 평균 1℃ 더 상승할 때,호흡기계 질환 사망은

13.57%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며 온도가 하루 평균 1℃ 더 상승할 때의 건

강 향 가장 큰 값을 나타냈다.도쿄와 타이페이에서도 15일간의 온도

변화와 10일간의 온도변화에 한 호흡기계 질환 사망의 상 험도가 가

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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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0　

Days

for

TC†

Seoul Tokyo Taipei

RR‡ (95% CI) RR‡ (95% CI) RR‡ (95% CI)

Total

death

4 -0.33 (-0.86,0.20) -0.95(-1.27,-0.63)* -1.58(-2.29,-0.87)*

5 -1.13(-1.85,-0.41)* -0.85(-1.26,-0.44)* -1.94(-2.83,-1.04)*

6 -0.90(-1.76,-0.04)* -0.58(-1.08,-0.07)* -2.74(-3.82,-1.65)*

7 -0.89 (-1.89,0.11) -0.27(-0.87,0.34) -2.78(-4.05,-1.49)*

10 -0.10 (-1.55,1.36) 1.69 (0.76,2.63)* -2.41(-4.32,-0.46)*

15 3.49 (1.26,5.77)* 5.00 (3.46,6.56)* 2.20 (-0.92,5.43)

20 5.61 (2.38,8.94)* 9.20 (6.98,11.47)* 8.08 (3.60,12.76)*

Cardio-

vascular

Disease

4 -0.12 (-1.14,0.91) -1.06(-1.58,-0.53)* -2.63(-3.97,-1.28)*

5 -1.06 (-2.41,0.3) -1.08(-1.75,-0.4)* -3.40(-5.09,-1.67)*

6 -0.69 (-2.31,0.95) -0.72(-1.55,0.11) -4.10(-6.15,-2.01)*

7 -1.19 (-3.07,0.73) -0.32(-1.31,0.69) -3.56(-5.99,-1.07)*

10 -2.43 (-5.09,0.31) 2.70 (1.15,4.27)* -2.81(-6.46,0.99)

15 2.01 (-2.13,6.33) 6.47 (3.89,9.12)* 3.01 (-3.04,9.43)

20 5.08 (-0.96,11.5) 11.33(7.60,15.19)* 11.51(2.69,21.09)*

Respira

-tory

Disease

4 -1.84 (-4.05,0.41) -1.02(-1.89,-0.15)* -2.96(-5.19,-0.68)*

5 -3.05(-5.9,-0.11)* -0.87(-1.99,0.26) -3.19(-6.02,-0.28)*

6 -2.89 (-6.3,0.65) -0.82(-2.19,0.56) -3.56(-6.99,0.01)

7 -3.57 (-7.55,0.58) -1.69(-3.31,-0.04)* -3.33(-7.38,0.91)

10 -2.59 (-8.34,3.52)　-0.37(-2.86,2.17) -1.49(-7.64,5.06)

15 6.47 (-2.80,16.63)　3.98 (-0.19,8.32) -4.34(-13.64,5.96)

20 10.43 (-2.98,25.7) 9.97 (3.87,16.42)* -4.22(-16.73,10.17)
*:P-value<0.05
†:Thenumberofdaysforthetemperaturechange.
‡:(RR-1)*100.RR isarelativeriskwhichisfrom theestimateofthetemperature

changeforeachdaysintheGAM modelwithsomeconfounders.

Table 5.Percent increase in mortality for decreasing 1℃ in

temperaturechange(TC)bythenumberofdaysin3citieswhenthe

temperatureisgrowingcolder(T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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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는 세도시의 온도가 하강하면서 추워질 때(일평균 온도변화가

음의 값을 나타낼 때)세도시의 건강 향(RelativeRisk;RR)을 퍼센트

변화로 표 한 표이다(Table5).서울에서 5일 동안 온도가 하루 평균

1℃ 더 하강할 때 총사망은 오히려 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6일 동안

온도가 하루 평균 1℃ 더 하강할 때도 총사망은 오히려 0.90% 어드는

데 반면,15일 동안 온도가 하루 평균 1℃ 더 하강하면 총 사망은 3.49%

증가하고 20일 동안 온도가 하루 평균 1℃ 더 하강하면 총 사망은 5.61%

증가한다.이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온도가 평균 으로 1℃ 더 하강함에

있어서 그에 한 향은 기간이 짧을 때는 오히려 사망이 어드는 향

을 보이지만,온도가 내려가는 기간이 길 때는 사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

로 향을 미치며 그 향력도 큰 것으로 보인다.이는 도쿄의 분석결과에

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 다.4,5,6일 동안 온도가 하루 평균 1℃ 더 하강

할 때의 건강 향은 오히려 사망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상 험도의 퍼센

트 변화 값이 음의 값을 나타냈으나,10일,15일,20일 동안 온도가 하루

평균 1℃ 더 내려가면 그에 한 총 사망은 각각 1.69%,5.00%,9.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타이페이의 결과에서도 온도변화의 기간이 짧

을 때 1℃ 더 추워지는 것에 한 건강 향은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20일간 온도가 하루 평균 1℃ 더 추워질 때는 총 사망이 8.08%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타이페이의 경우 서울과 도쿄보다 건강 향이 나타

나는 기간이 긴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타이페이의 기후가 서울과 도쿄보

다 따뜻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심 계 질환 사망에 한 향은 서울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없었고,도

쿄에서는 10일 이상의 온도변화에 해서만 유의한 사망자 증가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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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총 사망과 동일한 양상으로 온도변화 기간이 짧을 때는 사망이 어

들었으나 기간이 길수록 사망이 증가하는데,총 사망보다는 상 험도가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타이페이에서도 동일하여 이를 통해 심

계 질환자는 온도상승과 온도하강에 해 모두 민감한 것을 알 수 있었

다.호흡기계 질환 사망에 한 향은 도쿄의 20일간의 온도변화에서만

유의하게 사망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 다.

일정기간동안 일평균 온도변화에 한 건강 향은 온도가 상승하여 따

뜻해질 때와 하강하여 추워질 때 모두 기간이 길수록 그 상 험도의 값

이 커지는 경향을 보 다.이는 앞선 그래 와 표로 살펴본 3일간의 온도

변화부터 20일간의 온도변화에 한 분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기간

에 따른 온도변화의 시계열 그래 와 기술 통계분석표를 통해 기간에 따

른 온도변화의 평균은 비슷하나 표 편차는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기

간이 짧을 때는 일평균 온도변화가 더 넓은 범 에서 나타났고,기간이 길

때는 일평균 온도변화가 거의 0에 가까운 값으로 작은 범 에서 나타났다.

즉,3일간의 온도변화의 값이 20일간의 온도변화의 값보다 더 큰 값을 가

질 확률이 크다.기간이 길어질수록 온도에 한 기울기 값은 큰 값을 갖

기 힘들어지므로 동일한 1℃ 변화에 한 향은 기간이 긴 온도변화에서

더 크게 나타나게 되었다.즉,각 기간에 따른 온도변화의 표 편차가 다

른데 모두 동일한 한 단 변화에 한 향을 고려하 으므로 기간이 길

어질수록 건강 향에 한 값이 크게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각 기간

에 따른 온도변화의 분포를 고려하기 하여 기간에 따른 온도변화의 표

편차를 고려한 건강 향의 값을 계산하여 비교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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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0　

Days

for

TC†

Seoul Tokyo Taipei

RR‡
RR

forSD¶
RR‡

RR

forSD¶
RR‡

RR

forSD¶

Total

death

3 0.43 0.73 0.80 0.27* 1.21 0.40*

4 0.68 0.91* 1.22 0.30* 1.71 0.42*

5 1.14 1.25* 1.50 0.30* 1.80 0.36*

6 1.87 1.72* 1.52 0.25* 1.60 0.26*

7 1.95 1.56* 1.38 0.20* 2.31 0.33*

10 1.50 0.82* 1.19 0.12* 3.77 0.37*

15 0.66 0.23 -0.22 -0.01 5.55 0.36*

Cardio-

vascular

Disease

3 0.52 0.89 1.24 2.12* 2.29 0.76*

4 1.79 2.41* 2.03 2.73* 3.27 0.81*

5 2.18 2.40* 2.73 3.01* 3.47 0.68*

6 3.28 3.01* 2.72 2.50* 3.67 0.60*

7 3.44 2.74* 2.35 1.87* 4.99 0.70*

10 1.14 0.62 2.77 1.52* 5.67 0.55*

15 0.99 0.34 1.20 0.42 6.28 0.41*

Respira

-tory

Disease

3 0.78 1.34 0.06 0.11 1.31 0.43
4 1.23 1.65 -0.12 -0.16 1.09 0.27
5 1.61 1.77 0.27 0.30 1.08 0.21
6 2.80 2.58 1.47 1.35* 1.09 0.18 　
7 2.26 1.80 1.82 1.45* 3.18 0.45 　
10 3.07 1.67 1.70 0.93 10.76 1.03 　
15 13.57 4.55* 6.94 2.38* 9.17 0.59 　

*:P-value<0.05
†:Thenumberofdaysforthetemperaturechange.
‡:(RR-1)*100.RR isarelativeriskwhichisfrom theestimateofthetemperature

changeforeachdaysintheGAM modelwithsomeconfounders.
¶:(RRforSD-1)*100.Itisapercentchangeoftherelativerisk,whenthetemperature

changeincrease1standarddeviationofeachTCforthenumberofdays.

Table 6.Percentincrease in mortality forincreasing 1 standard

deviationoftemperaturechange(TC)bythenumberofdaysin3

citieswhenthetemperatureisgrowingwarmer(T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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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따른 일평균 온도변화의 표 편차가 상이하기 때문에,실제 입

가능하도록 동일한 한 단 증가에 따른 건강 향이 아닌 각 온도변화의

표 편차 한 단 증가에 따른 건강 향을 계산하 다.계산은 GAM 회

귀계수에 각 온도변화의 표 편차(SD)를 곱하여 상 험도(RRforSD)

값을 구하 다(Table6).

서울에서 온도가 상승하며 따뜻해질 때,4일 동안 온도가 하루 평균 으

로 표 편차 한 단 (1.34℃)만큼 증가할 때 총 사망이 0.91%증가하고,5

일 동안 온도가 하루 평균 으로 표 오차 한 단 (1.10℃)만큼 증가할 때

에는 총 사망이 1.25% 증가하며,6일 동안 하루 평균 으로 온도가 0.9

2℃ 더 증가할 때는 총 사망 1.72% 증가를 가져온다.7일 동안 하루 평균

0.80℃ 증가는 1.56%의 총 사망 증가를 가져오고 10일 동안 하루 평균

0.55℃ 증가는 총 사망을 0.82% 증가시킨다.각 기간에 따른 온도변화의

표 편차 한 단 증가에 한 총사망의 퍼센트 변화는 앞서 살펴본 본 상

험도와는 다소 다른 경향을 보인다.일평균 온도변화의 표 편차 한

단 증가에 한 총 사망의 변화는 6일간의 온도변화에서 가장 큰 값을

보이고 6일보다 짧거나 긴 기간에 해서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 다.

도쿄에서 3일 동안 하루 평균 으로 3일간 온도변화의 표 편차 한 단

(1.41℃)만큼 더 증가하면 총 사망은 0.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간 하루 평균 으로 4일간의 온도변화의 표 편차 한 단 (1.06℃)만

큼 증가하면 총 사망은 0.30% 증가하며 5일 동안 온도가 하루 평균 으로

0.84℃ 증가함에 해서 총 사망 0.30% 증가를 가져왔다.도쿄에서는 4,5

일간의 온도변화의 표 편차 증가에 해서 가장 큰 상 험도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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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이보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작은 값을 보여 10일간 온도가 표 편차

한 단 (0.39℃)만큼의 증가는 0.12%의 총 사망 증가를 가져왔다.

타이페이에서 3일 동안 온도가 하루에 평균 으로 표 편차 한 단

(1.34℃)만큼 증가할 때 0.40%의 총 사망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4일

간 온도가 하루에 평균 으로 1.04℃ 증가하면 0.42%의 총 사망 증가,5

일간 하루 평균 으로 0.84℃만큼 증가하면 0.36%의 총 사망,6일간 하루

평균 으로 0.70℃ 증가하면 0.26% 총 사망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온도변화의 한 건강 향을 평가할 때,온도변화가 각 온도변화의 표

편차만큼 증가할 때 향으로 살펴보았다.서울에서는 6일간의 온도변화

가,도쿄에서는 4,5일간의 온도변화가,타이페이에서는 4일간의 온도변화

가 표 편차만큼 증가했을 때 통계 으로 유의하게 총 사망을 가장 많이

증가시켰다.

심 계 질환 사망은 앞선 분석과 동일하게 모두 총 사망보다 큰 값을

나타냈으며,최 값을 갖는 기간은 총 사망과 비슷하게 나타났다.호흡기

계 질환 사망은 총 사망보다는 큰 상 험도를 나타냈으나,심 계 질

환보다는 작은 값을 보 고 최 값을 나타내는 기간 한 총 사망과 심

계 질환 사망과는 다르게 나타났다.서울에서 호흡기계 질환 사망의 상

험도가 최 값을 나타내는 기간은 15일이고 도쿄에서도 15일,타이페

이에서는 10일로 나타나 총 사망과 심 계 질환보다는 긴 기간의 온도

변화에 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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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0

Days

for

TC†

Seoul Tokyo Taipei

RR‡
RR

forSD¶
RR‡

RR

forSD¶
RR‡

RR

forSD¶

Total

death

4 -0.33 -0.45 -0.95 -1.28* -1.58 -2.12*

5 -1.13 -1.25* -0.85 -0.93* -1.94 -2.13*

6 -0.90 -0.83* -0.58 -0.53* -2.74 -2.53*

7 -0.89 -0.72 -0.27 -0.21 -2.78 -2.23*

10 -0.10 -0.06 1.69 0.93* -2.41 -1.33*

15 3.49 1.21* 5.00 1.72* 2.20 0.77
20 5.61 1.48* 9.20 2.41* 8.08 2.12*

Cardio-

vascular

Disease

4 -0.12 -0.16 -1.06 -1.42* -2.63 -3.51*

5 -1.06 -1.17 -1.08 -1.19* -3.40 -3.73*

6 -0.69 -0.64 -0.72 -0.67 -4.10 -3.78*

7 -1.19 -0.95 -0.32 -0.25 -3.56 -2.86*

10 -2.43 -1.34 2.70 1.47* -2.81 -1.55
15 2.01 0.70 6.47 2.22* 3.01 1.04
20 5.08 1.35 11.33 2.94* 11.51 2.98*

Respira

-tory

Disease

4 -1.84 -2.46 -1.02 -1.37* -2.96 -3.95*

5 -3.05 -3.35* -0.87 -0.96 -3.19 -3.51*

6 -2.89 -2.66 -0.82 -0.76 -3.56 -3.28
7 -3.57 -2.87 -1.69 -1.35* -3.33 -2.67 　
10 -2.59 -1.43 　 -0.37 -0.21 -1.49 -0.82 　
15 6.47 2.22 　 3.98 1.38 -4.34 -1.54 　
20 10.43 2.71 9.97 2.60* -4.22 -1.16 　

*:P-value<0.05
†:Thenumberofdaysforthetemperaturechange.
‡:(RR-1)*100.RR isarelativeriskwhichisfrom theestimateofthetemperature

changeforeachdaysintheGAM modelwithsomeconfounders.
¶:(RRforSD-1)*100.Itisapercentchangeoftherelativerisk,whenthetemperature

changeincrease1standarddeviationofeachTCforthenumberofdays.

Table 7.Percentincreasein mortality fordecreasing 1 standard

deviationoftemperaturechange(TC)bythenumberofdaysin3

citieswhenthetemperatureisgrowingcolder(T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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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가 일정기간동안 하강하여 추워질 때의 향도 동일하게 살펴보았

다.음의 값을 나타내는 온도변화에 한 분석에서 각 온도변화의 표 오

차만큼의 온도 하강에 한 총 사망,심 계 질환 사망,호흡기계 질환

사망에 한 상 험도는 다음과 같다(Table7).앞서 분석한 온도변화

1℃ 하강에 한 결과와 비슷하게,기간이 짧을 때에는 온도가 하루 평균

온도변화의 표 오차만큼 떨어지면 오히려 사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그 기간이 길어지면 사망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 다.

서울에서 5,6일간 온도변화에 한 표 펀차 한 단 감소는 총 사망,

심 계 질환 사망,호흡기계 질환 사망이 모두 감소하지만,15일 20일간

의 온도변화에 한 표 편차 한 단 (0.35℃,0.27℃)만큼의 감소는 총

사망 1.21%,1.48%를 증가시켜 온도 변화의 기간이 길수록 사망에 향

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단되었다.도쿄에서 한 10일 이하의 기간의 온

도변화는 그 표 편차 한 단 만큼의 온도감소에서 모두 총 사망,심

계 질환 사망,호흡기계 질환 사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0일간,

15일간,20일간의 온도변화는 그 표 편차 한 단 (0.39℃,0.26℃,0.2

0℃)만큼의 온도감소에서 총사망은 각각 0.93%,1.72%,2.41% 증가하여

서울과 마찬가지로 기간이 길수록 상 험도가 크게 나타났다.타이페이

에서는 15일 이하의 기간의 온도변화의 표 편차 증가에 한 상 험도

가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 20일간의 온도변화에 한 표 편차 한

단 만큼(0.18℃)의 증가가 총 사망 2.12%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심 계 질환 사망은 서울에서는 모든 기간에 해 유의하지 않은 결



-44-

과를 보 고,도쿄는 10일 이상의 온도변화에서 1.47% 이상의 심 계

질환 사망의 증가를 나타내 총 사망 보다 크며 기간이 길수록 큰 상 험

도를 나타냈다.타이페이 한 짧은 기간의 온도하강은 심 계 질환 사

망이 감소함을 보 으나 20일간의 온도변화에 한 표 편차 한 단 감

소는 심 계 질환 사망이 2.98% 증가함을 나타냈다.호흡기계　질환 사

망은 부분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 으나 도쿄에서 20일간의 온도변화

에 한 표 편차 한 단 감소는 2.60%의 호흡기계질환 사망의 증가를

보 다.

기간에 따라 온도변화의 값을 산출하고 이를 통계분석모형에 온도,습

도, 기오염(PM10),요일,인 루엔자,타임트 드 등을 보정하여 총 사

망과 심 계 질환사망,호흡기계 질환 사망에 미치는 향을 온도가 따

뜻해질 때와 추워질 때로 나 어 살펴보았다.기간에 따른 온도변화

(TC3-TC20)의 상 험도를 온도가 하루에 평균 으로 1℃ 증가할 때

와 1℃ 감소할 때를 나 어 살펴보았을 때는 기간이 증가할수록 상 험

도가 커지는 경향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 기간에 따른 온도변화

(TC3-TC20)는 각 값에 따른 분포(표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

하기 하여 각 온도변화의 기간과 표 편차 한 단 증가 는 감소에

한 향도 함께 살펴보았다.각 기간에 따른 온도변화의 표 편차 한 단

증가 는 감소에 한 상 험도는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 않

고 서울에서는 6일,도쿄에서는 4일,타이페이에서도 4일에 가장 큰 상

험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모든 건강 향은 일시 인 향으로 인해 즉각 인 반응이 나타나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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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 때문에 지연효과(lageffect)을 고려해 보기로 하 다(AdrianG.

Barnet,2009).지연효과를 용하기 하여 기 기간을 설정하 다.3

일,4일,5일,6일,7일,10일,15일,20일까지 8개 기간의 일평균 온도변화

에 해 분석한 앞의 결과와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가장 안정 인 값을 보

이는 4일간의 일평균 온도변화를 기 으로 설정하여 다음 지연효과(lag

effect)분석을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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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일평균 온도변화의 지연효과

기 으로 설정한 4일 간의 일평균 온도변화로(TC4)의 서울,도쿄,타이

페이의 계 별 기술통계를 나타낸다.4일평균 온도변화 변수의 특성은 앞

서 살펴본 일평균 온도와는 다른 의미와 특징을 나타낸다.

Quantile

Season Mean SD max P95 P75 P50 P25 P5 min

Seoul

Spring 0.09 1.47 4.34 2.11 1.05 0.34 -0.99 -2.38 -3.06

Summer 0.08 0.81 1.71 1.42 0.69 0.16 -0.43 -1.37 -1.81

Fall -0.25 1.45 3.19 1.95 0.58 -0.11 -1.15 -2.62 -4.18

Winter 0.09 2.20 4.65 3.62 1.59 0.44 -1.40 -3.55 -5.81

All 0.00 1.56 4.65 2.51 0.98 0.09 -1.00 -2.48 -5.81

Tokyo

Spring 0.14 1.24 4.00 2.06 0.97 0.20 -0.62 -2.04 -4.84

Summer 0.07 0.99 3.37 1.62 0.69 0.13 -0.49 -1.68 -4.34

Fall -0.17 1.00 3.67 1.38 0.48 -0.13 -0.78 -1.92 -3.99

Winter -0.04 0.96 3.52 1.48 0.57 0.00 -0.63 -1.68 -4.61

All 0.00 1.06 4.00 1.68 0.67 0.05 -0.63 -1.82 -4.84

Taipei

Spring 0.09 1.32 3.86 2.19 0.98 0.17 -0.73 -2.30 -4.37

Summer 0.03 0.65 2.45 1.03 0.44 0.07 -0.36 -1.06 -3.12

Fall -0.09 0.82 2.66 1.21 0.40 -0.05 -0.54 -1.59 -3.27

Winter -0.03 1.23 3.02 1.87 0.82 0.04 -0.84 -2.22 -3.78

All 0.00 1.04 3.86 1.68 0.63 0.04 -0.58 -1.88 -4.37

Table 8.Descriptive statistics oftemperature change within 4

days(TC4)bycityand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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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평균 온도변화(TC4)의 도시별 계 별 평균을 살펴보면,세 도시 모

두 과 가을에 값이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보 다.한국과 일본의 경

우 가을에 특히 큰 값을 보 다.TC4의 평균이 음의 값을 갖는 것은

그 계 동안 기온이 반 으로 하강하는 경향을 나타냄을 의미한다.따

라서 서울의 가을과 도쿄의 가을,겨울,타이페이의 가을,겨울 동안은

체 으로 온도가 하강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각 계 별

TC4의 표 편차를 살펴보면,서울의 경우 ,가을,겨울의 표 편차는 큰

편이나 여름의 표 편차는 상 으로 작은 것을 알 수 있다.이는 서울의

여름의 경우 단기간의 기온변화 폭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도

쿄의 경우 사계 의 표 편차가 비슷한 값을 보이는데 이는 도쿄에서의

단기간 기온변화는 계 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타이

페이의 경우 한국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가을,겨울의 표 편차는

다소 크고 여름의 표 편차는 작아 여름의 단기간 기온변화폭이 크지 않

음을 보 다.TC4 최 값과 최소값을 보이는 것은 한국으로 한국의 단

기간 기온변화가 세 도시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각 도시의 4일평균 온도변화(TC4)그래 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Figure4).서울의 그래 를 보면 여름의 일평균 온도변화 값은 0에

근 하게 몰려있으나 ,가을,겨울의 값은 퍼져있음을 알 수 있다.특히,

겨울에서 의 TC4값들이 0에서 많이 벗어나 퍼져있는 경향을 나타내

고 있다.반면에 도쿄의 4일평균 온도변화 값은 계 별로 차이가 크지 않

음을 확인할 수 있다.도쿄는 반 으로 사계 동안 4일평균 온도변화의

변동이 크지 않으나 한국과 비슷하게 에 약간 큰 값들이 분포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타이페이의 경우 한국과 비슷한 그래 의 모양을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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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겨울과 에 다소 큰 양,음의 값이 양쪽으로 많이 분포하다가 여름

이 되면서 온도변화 값의 분포가 확연히 었다가 다시 가을이 되면서 퍼

지는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빨간선으로 나타난 단기간 기온변화의 추세선(lowessline)은 겨울부터

까지 상승하는 곡선을 보이다가 서울과 도쿄에서는 늦여름에 음의 값을

보이며 감소하고,타이페이에서는 두 도시보다 약간 앞서서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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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5.TimeseriesplotofTemperatureChangewithin 4days

(TC4)bycityand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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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변화에 한 지연효과를 알아보기 해 4일을 기 으로 설정하 고

통계 분석모형은 앞의 분석과 동일하게 진행하 다.

log             
   

의 모형에서 TC변수에만 지연 효과를 0부터 10까지 용하여 다음 결

과를 얻었다.지연효과란 당일의 험요인이 당일의 향을 반 하는 것이

아니라,그 의 험요인이 당일의 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서 험요

인의 즉각 인 향이 아닌 추후의 향을 의미한다.지연효과를 0으로 설

정하는 것은 당일의 즉각 인 향을 추정하고자 하는 것이고,지연효과를

1로 설정하는 것은 날의 험요인이 그 다음날에 미치는 향을,2로 설

정하는 것은 이틀 의 험요인이 이틀 후에 미치는 향을 의미한다.즉,

지연효과를 10까지 용하 다는 것은 10일 의 험요인이 10일 후에

향을 얼마나 미치는가를 추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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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6. TheresultplotofGAM(theRelativeRiskand

TemperatureChangewithin4days)atlag2inSeoul



-52-

lag
Seoul Tokyo Taipei

RR‡ (95% CI) RR‡(95% CI) RR‡ (95% CI)

Totaldeath

0 0.58(0.03,1.12)* 2.20(1.84,2.57)* 1.90(1.07,2.75)*

1 0.71(0.17,1.25)* 0.77(0.41,1.14)* 0.86(0.04,1.69)*

2 0.60(0.07,1.14)* -0.36(-0.72,0.00) 0.32(-0.50,1.14)
3 0.00(-0.52,0.53) -0.56(-0.92,-0.20)* 0.70(-0.11,1.52)
4 -0.27(-0.79,0.26) -0.49(-0.85,-0.13)* 0.12(-0.69,0.94)
5 -0.02(-0.54,0.51) -0.75(-1.11,-0.39)* 0.50(-0.32,1.32)
6 -0.23(-0.75,0.30) -0.77(-1.13,-0.41)* 0.50(-0.32,1.32)
7 0.13(-0.40,0.66) -0.91(-1.27,-0.55)* 0.35(-0.46,1.17)
8 -0.36(-0.89,0.17) -0.55(-0.91,-0.18)* -0.23(-1.04,0.58)
9 -0.58(-1.11,-0.05)* -0.48(-0.84,-0.12)* -0.33(-1.14,0.48)
10 0.33(-0.20,0.87) -0.27(-0.63,0.09) -0.65(-1.46,0.16)

Cardio-

vascular

Disease

0 1.45(0.40,2.51)* 3.00(2.41,3.60)* 3.36(1.73,5.01)*

1 1.82(0.77,2.88)* 1.17(0.58,1.75)* 1.98(0.38,3.61)*

2 0.75(-0.30,1.80) -0.25(-0.83,0.33) 0.41(-1.16,2.00)
3 0.71(-0.33,1.76) -0.75(-1.33,-0.17)* 0.81(-0.75,2.41)
4 -0.19(-1.22,0.86) -0.81(-1.38,-0.23)* 0.27(-1.28,1.85)
5 -0.08(-1.12,0.96) -0.88(-1.46,-0.30)* 0.78(-0.79,2.37)
6 -0.55(-1.59,0.49) -0.83(-1.41,-0.25)* 1.08(-0.49,2.68)
7 -0.40(-1.44,0.65) -1.02(-1.60,-0.44)* 0.28(-1.29,1.87)
8 -0.44(-1.47,0.61) -0.84(-1.41,-0.25)* -0.81(-2.37,0.76)
9 -0.01(-1.05,1.04) -0.53(-1.11,0.05) -0.04(-1.60,1.54)
10 1.02(-0.02,2.08) -0.39(-0.97,0.20) -0.13(-1.69,1.46)

Respiratory

Disease

0 1.55(-0.63,3.78) 3.17(2.18,4.16)* 1.47(-1.21,4.23)
1 1.26(-0.91,3.48) 1.49(0.52,2.47)* 2.03(-0.64,4.77)
2 1.00(-1.16,3.21) 0.58(-0.38,1.55) 0.22(-2.40,2.91)
3 -0.74(-2.88,1.45) -0.10(-1.06,0.86) 2.01(-0.63,4.72)
4 -0.48(-2.62,1.70) -0.83(-1.78,0.12) 1.33(-1.29,4.02)
5 0.04(-2.11,2.23) -0.86(-1.81,0.10) 1.27(-1.36,3.96)
6 0.18(-1.96,2.38) -0.52(-1.47,0.44) 1.05(-1.57,3.74)
7 1.20(-0.95,3.4) -0.06(-1.02,0.90) 0.75(-1.87,3.44)
8 0.54(-1.61,2.74) 0.41(-0.55,1.38) -0.52(-3.12,2.14)
9 0.92(-1.24,3.12) -1.09(-2.04,-0.13)* -1.42(-4.00,1.23)
10 0.38(-1.77,2.58) -0.85(-1.81,0.11) -0.07(-2.67,2.60)

*:P-value<0.05
‡:(RR-1)*100.RR isarelativeriskwhichisfrom theestimateofthetemperature

changefor4daysintheGAM modelwithsomeconfounders.

Table 9. Percent increase in mortality for increasing 1℃ in

temperaturechangewithin4days(TC4)from lag0to10in3cities

whenthetemperatureisgrowingwarmer(T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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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동안 온도가 상승하여 따뜻해지는 때,즉 4일간의 일평균 온도변화가

양의 값을 나타낼 때,일평균 온도변화의 값이 사망에 미치는 향을 지연

효과를 0부터 10까지 용한 분석 결과이다(Table8).서울에서 4일 동안

온도가 하루에 평균 으로 1℃ 더 상승할 때,총 사망은 0.58% 증가하고

4일 동안 온도가 하루 평균 으로 1℃ 더 상승한 다음날은 총 사망이

0.71% 증가한다.이틀 후에는 0.60% 증가하며 삼일 후에는 0.00%로 1℃

더 상승하기 이 과 동일하며 그 이후로는 총 사망자가 감소한다.따라서

서울에서 4일 동안의 온도가 하루에 평균 으로 1℃ 더 상승하게 되면 2

일 후 까지 그 향이 남게 되는데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한 값을 보인다.

4일간 온도변화의 상승에 한 향은 당일보다 하루 후(lag1)에 더 큰 값

을 보 다.

도쿄에서는 4일 동안 온도가 하루에 평균 으로 1℃씩 더 증가할 때,

총 사망은 2.20% 증가하고 그 다음날은 0.7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도쿄에서는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지연이 길어질수록 사망자가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타이페이에서는 4일 동안 온도가 평균 으로 하루에

1℃씩 더 증가할 때 총 사망이 1.90% 증가하 고 그 다음날은 0.86% 증

가하 다.도쿄와 타이페이에서는 지연효과에 따른 상 험도는 다음날

(lag1)까지 통계 으로 유의하 고 그 값은 당일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서울에서의 심 계 질환 사망은 총 사망과 비슷한 경향을 보 는데,지

연 효과가 하루만 유의하여 4일 동안 온도가 하루 평균 1℃ 더 상승하

을 때,심 계 질환 사망이 1.45%증가하 고 그 다음날(lag1)은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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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여 당일보다 그 다음날의 향이 컸으며,당일과 그 다음날은 모두

총 사망 보다는 큰 상 험도를 나타냈다.도쿄에서의 심 계 질환 사

망 한 총 사망과 비슷한 경향을 보 으나 상 험도는 더 크게 나타났

다.당일의 효과는 3.00%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날의 효과는 1.17%로 나

타나 당일보다 그 다음날의 효과가 은 것으로 나타났다.타이페이의 심

계 질환 사망자 한 총 사망과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4일 동안

온도가 평균 으로 하루에 1℃씩 더 증가하 을 때 심 계 질환 사망이

3.36% 증가하 고,그 다음날은 1.98% 증가하 다.타이페이의 지연효과

는 도쿄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날 하루만 향을 미쳤고 그 향은 당일보

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 으로 4일간 온도가 상승하는 때에는 지연효과가 2일에서 1일로

짧은 것으로 보이며 서울에서는 지연일이 길어질수록 4일간 온도변화에

한 상 험도가 커졌으나,도쿄와 타이페이에서는 지연일이 길어질수

록 4일간 온도변화에 한 상 험도가 작아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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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g
Seoul Tokyo Taipei

RR‡(95% CI) RR‡ (95% CI) RR‡ (95% CI)

Totaldeath

0 -0.95(-1.49,-0.41)* -2.29(-2.61,-1.98)* -1.81(-2.52,-1.10)*

1 -0.41(-0.90,0.08) -1.21(-1.52,-0.9)* -0.69(-1.35,-0.03)*

2 -0.01(-0.47,0.46) -0.67(-0.98,-0.36)* -0.33(-0.97,0.31)
3 -0.12(-0.58,0.35) -0.43(-0.73,-0.11)* -0.19(-0.82,0.45)
4 0.00(-0.46,0.46) -0.21(-0.52,0.10) -0.60(-1.23,0.03)
5 0.26(-0.20,0.72) -0.15(-0.46,0.16) -0.36(-0.99,0.27)
6 0.28(-0.18,0.74) -0.18(-0.49,0.13) 0.06(-0.57,0.70)
7 0.70(0.23,1.16)* -0.18(-0.49,0.13) 0.64(0.01,1.28)*

8 0.49(0.02,0.95)* -0.23(-0.54,0.08) 0.21(-0.42,0.84)
9 -0.04(-0.50,0.43) -0.36(-0.67,-0.05)* -0.26(-0.89,0.37)
10 0.36(-0.10,0.83) -0.44(-0.75,-0.13)* 0.02(-0.61,0.66)

Cardio-

vascular

Disease

0 -1.20(-2.23,-0.16)* -2.74(-3.24,2.23)* -2.65(-3.99,-1.28)*

1 -0.15(-1.11,0.82) -1.58(-2.08,-1.09)* -0.79(-2.06,0.48)
2 -0.17(-1.09,0.75) -0.99(-1.48,-0.49)* -0.21(-1.44,1.02)
3 0.16(-0.75,1.08) -0.64(-1.14,-0.15)* -0.04(-1.26,1.19)
4 -0.06(-0.97,0.85) -0.20(-0.70,0.30) -1.02(-2.23,0.21)
5 0.37(-0.53,1.29) -0.39(-0.88,0.11) 0.11(-1.11,1.34)
6 0.68(-0.22,1.60) -0.35(-0.85,0.15) 1.23(0.01,2.47)*

7 1.05(0.14,1.97)* -0.50(-0.99,0.00) 1.20(-0.03,2.43)
8 0.74(-0.17,1.67) -0.50(-0.99,0.00) 0.46(-0.76,1.69)
9 0.15(-0.76,1.08) -0.38(-0.88,0.12) -0.06(-1.27,1.17)
10 0.44(-0.48,1.37) -0.46(-0.96,0.04) 0.31(-0.91,1.55)

Respiratory

Disease

0 -1.59(-3.64,0.51) -3.96(-4.79,-3.12)* -3.40(-5.63,-1.12)*

1 -0.40(-2.38,1.61) -2.56(-3.38,-1.73)* -0.90(-3.01,1.25)
2 0.41(-1.49,2.36) -1.76(-2.58,-0.94)* -0.53(-2.57,1.55)
3 -0.54(-2.42,1.38) -1.97(-2.79,-1.14)* -0.33(-2.37,1.75)
4 -0.41(-2.28,1.50) -1.26(-2.08,-0.43)* -0.22(-2.25,1.86)
5 0.23(-1.65,2.15) -0.27(-1.10,0.56) -1.11(-3.13,0.95)
6 -0.10(-1.98,1.82) 0.05(-0.78,0.88) -0.17(-2.20,1.90)
7 0.44(-1.45,2.37) -0.23(-1.06,0.60) 0.31(-1.72,2.39)
8 0.73(-1.16,2.67) -0.25(-1.08,0.58) -0.65(-2.67,1.41)
9 1.77(-0.13,3.71) -1.49(-2.31,-0.66) -1.35(-3.35,0.70)
10 0.50(-1.40,2.44) -1.20(-2.03,-0.37) 0.01(-2.02,2.07)

*:P-value<0.05
‡:(RR-1)*100.RR isarelativeriskwhichisfrom theestimateofthetemperature

changefor4daysintheGAM modelwithsomeconfounders.

Table 10.Percent increase in mortality for decreasing 1℃ in

temperaturechangewithin4daysfrom lag0tolag10in3cities

whenthetemperatureisgrowingcolder(T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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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동안 평균 으로 온도가 하강하여 추워지는 때,즉 4일간 일평균 온

도변화의 값이 음의 값을 가질 때,총 사망과 심 계 질환 사망,호흡기

계 질환 사망에 한 지연효과에 따른 상 험도는 다음과 같다(Table

9).서울에서 4일 동안 평균 으로 온도가 하루에 1℃씩 더 떨어질 때,총

사망은 0.96% 감소하 다.그러나 7일 후에는 총 사망이 0.70% 증가하

고 8일 후에는 0.49% 증가하 다.도쿄에서는 하루 평균 온도가 1℃씩 더

떨어졌을 때,총 사망이 2.29% 감소하 고,다음날은 1.21%,이틀 후에는

0.67%,3일 후에는 0.43% 감소하 다.도쿄에서는 온도가 떨어질 때 오히

려 총 사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는데 이는 도쿄의 온도변화 분포가 계

별로 일정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일평균 온도변화의 변이가 계 별로

커 서울과 비슷한 모습을 보 던 타이페이는 서울과 비슷한 결과를 보

다.온도가 하루 평균 1℃ 더 떨어졌을 때,총 사망이 1.81%감소하고 다음

날 0.69% 감소하 지만 7일 후에는 0.64% 증가하 다.

심 계 질환 사망 한 도시별로 총 사망과 비슷한 경향을 보 다.서

울에서는 온도가 4일 동안 하루 평균 1℃ 씩 더 떨어졌을 때,심 계 질

환 사망은 1.20% 감소하 으나 7일후에는 1.05% 증가하 다.도쿄에서는

온도가 떨어진 후 심 계 질환 사망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 다.타이페

이에서는 6일 후에 심 계 질환 사망이 1.23% 증가하여 서울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호흡기계 질환 사망은 부분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

다.

4일 동안 평균 으로 온도가 하루에 1℃씩 더 올라갔을 때는 체

으로 지연효과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세 도시에서 모두 지연효과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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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는 이틀로 용하 을 때 통계 으로 유의한 값이 나왔으며,지연효

과를 길게 용하여도 유의한 효과는 찾을 수 없었다.그러나 4일 동안 평

균 으로 온도가 하루에 1℃씩 더 떨어졌을 때는 체 으로 지연효과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도쿄를 제외하고 서울과 타이페이에서 지난 4일 동안

하루 평균 온도가 1℃씩 더 떨어진 6일 는 7일 후에 그 향이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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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결론 고찰

한국,일본, 만의 수도인 서울,도쿄,타이페이의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 다.세 도시는 동일한 아열 기후에 치해 있으나 지리

인 치에 따라 그 특성이 매우 달랐다.이는 온도와 습도 등의 기상변수

를 통해 악 할 수 있었으며,일정기간 동안의 온도변화로 정의되어 계산

된 온도의 기울기를 통해서도 세도시의 기후 특징을 비교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계산된 일평균 온도변화 값은 기존의 연구에서 행해지지 않

은 온도에 한 응용변수로써 한국,일본, 만의 기후와 날씨에 한 많

은 정보를 제공하 다.일평균 온도변화는 온도와는 다소 다른 특성을 가

지며 각 도시의 기후를 설명하 다.세 도시에서 모두 에 가장 큰 양의

온도변화 값을 가져 이 가장 따뜻해지는 계 임을 보 으며,여름의 온

도변화 값은 보다는 작은 양의 값을 가져 여름동안의 온도상승은 보

다는 작을 것을 알 수 있었다.가을의 온도변화 값은 가장 작은 음의 값을

나타내 사계 가장 추워지는 계 임을 보 고,겨울의 온도변화는 0에

가까운 값으로 온도변화가 거의 없음을 보 다.계 별로 세도시의 온도변

화 값이 비슷한 추세를 보 으나 그 값은 서울에서 가장 컸으며 도쿄,타

이페이 순으로 값의 차이를 보 다.온도변화에 한 기간을 3일부터 20일

까지 다양하게 설정함으로써 세 도시의 기후에 한 다양한 이해가 가능

하 다.특히,기간에 따른 온도변화 값을 살펴 으로써 서울에서 겨울의

일평균 온도변화 값은 다른 두 도시에 비해 큰 표 편차를 가졌는데,이는

서울에서 겨울 온도의 변동이 큼을 의미한다.즉,서울에서 겨울의 온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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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기간 동안 따뜻해지거나 추워지는 변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겨울 기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삼한 사온 기후를 잘

설명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일평균 온도변화의 건강 향에 한 분석에서,일정기간동안 온도가 따

뜻해질 때와 추워질 때를 온도변화가 양의 값 는 음의 값을 가질 때로

나 어 그에 한 건강 향을 얻을 수 있었다.일반 으로 따뜻해지는 기

간(온도변화가 양의 값을 가질 때)에 온도가 증가하는 폭이 커질수록 사망

이 증가하 고,추워지는 기간(온도변화가 음의 값을 가질 때)에는 온도가

감소하는 폭이 클수록 사망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즉,갑자기 따뜻해

지거나 갑자기 추워질 때 사망이 증가하는 경향을 띄었다.따뜻해 질 때의

온도변화에 한 건강 향은 그 기간이 짧을 때 더 큰 향을 보 고,추

워질 때의 온도변화에 한 건강 향은 그 기간이 길 때 더 큰 상 험도

를 가졌다.이 결과는 기존의 연구된 이틀간의 온도변화보다 더 나은 추정

값을 보 으며 모형 합도 비교에서도 본 연구를 통해 생성된 온도변화가

기존 연구보다 더 나은 값을 보 다.

기간을 4일로 고정하여 지연효과에 한 분석을 시행한 결과에서는 따뜻

해 질 때의 온도변화에 한 지연효과는 짧았으며 추워지는 때의 온도변

화에 한 지연효과는 길게 나타났다.이는 기온과 건강에 한 연구에서

고온에 의한 건강 향은 짧은 시간에 나타나는 반면, 온에 의한 건강

향은 긴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연구결과(BrookeG.Anderson,2009;

BragaAL,2001)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사망 자료를 심

계와 호흡기계로 하 그룹을 나 어 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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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심 계 질환 사망이 총사망보다 큰 상 험도 값을 보 고,호흡기

계 질환 사망은 긴 기간의 온도변화에 해서 큰 상 험도를 나타냈다.

온도가 건강에 미치는 향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으나

본 연구는 온도의 상 인 차이가 건강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것으로

기존 연구와는 차별성을 갖는다.온도의 상 인 차이에 한 연구로는

이틀간의 온도차이인 오늘과 어제 온도의 차이,하루 간의 온도차이인 아

침과 녁사이의 일교차에 한 연구가 있다(AntonellaZanobetti2012;

Youn-HeeLim,2012;YumingGuo,2011;JingyanCao,2009;C.

Kyobutungi,2005;Fernando Morgadinho Santos Coelho,2010;

NanaMireku,2009)그러나 본 연구는 온도의 단순한 차이가 아닌 일정

기간 동안 온도의 차 인 증가 는 감소에 한 온도의 기울기 값으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며 기존에 연구된 온도변화 변수에 한 모형

합도 비교에서도 본 연구에서 생성된 온도변화 변수가 더 나은 값을 보

임을 증명하 다.따라서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된 단 기간 온도 변화에 의

한 건강 향을 찾고자 시도한 본 연구는 기후변화와 공 보건 측면에서

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기존에 시행된 하루 는 이틀간의 온

도변화에 한 건강 형과 유사한 결과를 보 다.

본 연구에서 정의된 일평균 온도변화는 따뜻해지는 때와 추워지는 때를

나타내는 양과 음의 두 방향으로 존재한다.때문에 온도변화에 한 방향

과 값이 요하다고 여겨져 분석 모형에서 일평균 온도변화의 방향을 조

정 하 고 한 혼란변수들로(온도,상 습도,pm10와 독감,시간추세)

보정하여 그 결과의 타당성을 뒷받침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그러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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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사용된 온도의 단기 변화추세 값은 20일 이하의 일정 기간 동

안의 온도 선형 기울기 추정 값으로 해당 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의 격

한 온도 변화는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를 들어,4일간의 온도변화 값은

4일 동안 온도의 증감을 선형 추세로만 계산하므로 그보다 작은 2일,3일

간의 격한 온도의 증감에 한 정보는 무시되어 온도 변화에 해 과소

는 과 평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 본 연구에서는 심 계 질환

과 호흡기계 질환으로만 사망 자료를 세분화하여 분석하 으므로 다양한

만성질환 는 감염성 질환에 한 추후분석과 성별,연령에 따른 세분화

된 그룹에 한 분석,계 에 따른 추가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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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GCV scoresandstandardizedcoefficientsbytheTC2-TC20modelinSeoul

TC>0 TC<0

variable coefficient SE
Standardized

coefficient
coefficient SE

Standardized

coefficient
GCV

Seoul

TC2 0.0023 0.0015 1.5203 0.0019 0.0018 1.0960 1.1333

TC3 0.0061 0.0022 2.7054** 0.0043 0.0023 1.8240 1.1302

TC4 0.0033 0.0027 1.2214 0.0068 0.0029 2.3174 1.1317

TC5 0.0114 0.0037 3.0728 0.0114 0.0036 3.1209 1.1270

TC6 0.0090 0.0044 2.0406 0.0186 0.0043 4.2880** 1.1261*

TC7 0.0090 0.0052 1.7403 0.0193 0.0051 3.8107 1.1282

TC10 0.0011 0.0075 0.1423 0.0150 0.0074 2.0148 1.1338

TC15 -0.0342 0.0111 -3.0820 0.0065 0.0119 0.5475 1.1310

TC20 -0.0546 0.0159 -3.4429 0.0016 0.0164 0.0957 1.1299
*:Theminimum GCVvalueamongtheTC2-TC20modelsinSeoul.
**:Themaximum standardizedcoefficientvalueamongtheTC2-TC20modelsi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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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CV scoresandstandardizedcoefficientsbytheTC2-TC20modelinTokyo

TC>0 TC<0

variable coefficient SE
Standardized

coefficient
coefficient SE

Standardized

coefficient
GCV

Tokyo

TC2 0.0038 0.0008 4.9868 0.0044 0.0009 5.1529 1.2152

TC3 0.0088 0.0012 7.4286** 0.0080 0.0013 6.0763 1.2111*

TC4 0.0097 0.0016 5.8963 0.0121 0.0018 6.9257** 1.2130

TC5 0.0087 0.0021 4.0995 0.0149 0.0022 6.7511 1.2157

TC6 0.0060 0.0026 2.3166 0.0150 0.0027 5.6330 1.2190

TC7 0.0030 0.0031 0.9547 0.0136 0.0031 4.3578 1.2211

TC10 -0.0164 0.0047 -3.4883 0.0117 0.0045 2.5872 1.2213

TC15 -0.0483 0.0076 -6.3823 -0.0023 0.0070 -0.3205 1.2175

TC20 -0.0880 0.0105 -8.3998 0.0010 0.0095 0.0998 1.2143

*:Theminimum GCVvalueamongtheTC2-TC20modelsinTokyo
**:Themaximum standardizedcoefficientvalueamongtheTC2-TC20modelsin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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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CV scoresandstandardizedcoefficientsbytheTC2-TC20modelinTaipei

TC>0 TC<0

variable coefficient SE
Standardized

coefficient
coefficient SE

Standardized

coefficient
GCV

Taipei

TC2 0.0071 0.0018 3.8950 0.0035 0.0021 1.6432 1.2173

TC3 0.0145 0.0027 5.4030** 0.0120 0.0029 4.0956 1.2089*

TC4 0.0158 0.0037 4.3169 0.0168 0.0037 4.4840** 1.2131

TC5 0.0196 0.0047 4.1863 0.0177 0.0046 3.8391 1.2157

TC6 0.0275 0.0057 4.8281 0.0155 0.0055 2.8200 1.2154

TC7 0.0280 0.0067 4.1726 0.0224 0.0064 3.4852 1.2155

TC10 0.0245 0.0101 2.4290 0.0367 0.0095 3.8642 1.2192

TC15 -0.0215 0.0158 -1.3567 0.0532 0.0155 3.4418 1.2214

TC20 -0.0777 0.0216 -3.5960 0.0218 0.0216 1.0088 1.2188
*:Theminimum GCVvalueamongtheTC2-TC20modelsinTaipei.
**:Themaximum standardizedcoefficientvalueamongtheTC2-TC20modelsinTaip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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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relationship

between

temperaturechangewithin

afew daysanddaily

mortality

YoungEunLee

Dept.ofEpidemiologyandBiostatistics

TheGraduateSchoolofPublicHealth

SeoulNationalUniversity

Therearemanystudiesaboutmortality-temperatureassociation.

Thestudieshavesuggestedthatmortality-temperatureassociation

haveJorU-shapeandextradeathoccurhighertemperaturethan

somethreshold.Wearelivingintheglobalclimatechange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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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andestimationabouttheassociationandextradeathdue

to high temperature are important.Increasing globalmean

temperature,standard deviation(SD)ofmean temperature and

diurnaltemperature range are concerned by a number of

researchers.Therearesomestudiesaboutmortality-temperature

changesuchasincreasingSDofmeantemperatureinsummer,

diurnaltemperaturerangeandtemperaturechangebetweentoday

andyesterday.Thesestudiesreportedthatthebiggertemperature

changehavetheworsehealtheffect.Thereforenotonlyglobal

temperatureincreasingbutalsotemperaturechangewithinafew

daysbecameaimportantrisk factorofmortality-temperature

study.

Weobtainedmortalitydata,hourlyweatherandairpollutiondata

recordedevery1hourateachlocalstationinSeoul,Tokyoand

Taipei.Wecalculatedthenumberofdeathinadaybycityand

dailymeantemperature,relativehumidityandPM10for24hours

oftheday.AndwedefinedTemperatureChange(TC)asaslopeof

the temperature within a few days by calculating a simple

regressionbetweentemperatureanddate.Thetemperaturechange

iscalculatedby thenumberofdayswhich isfrom 3to20

days(TC3-TC20).

Theassociationoftemperatureandmortalityisanon-linea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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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umberofdeathinadayiscount-typeoutcomedistributed

overdispersedPoisson.ThereforeweusedGeneralizedAddictive

Model(GAM)toestimatetheeffectoftheTCs.IntheGAM model,

wecontroleddailymeantemperature,relativehumidity,PM10,day

ofweek,timetrendandinfluenzaandweadjustedanindicator

whethertheTCispositiveornegative.Becausethehealtheffects

oftheTCwhenthetemperaturegrowingwarmer(TCisapositive

value)orcolder(TC isa negativevalue)could different,we

adjustedtheindicatorinthemodel.

log             
   

Firstofall,calculated temperature change(TC)had many

informationaboutthreecities’climateandweather.TChadsome

characteristicsliketemperaturebythedistinctseasonsbuthad

differentinformationfrom thetemperature.Wecouldknow that

theTCofspringandfallin3citieswasthebiggestbetween4

season butthesprings’TC waspositive,thefall’sTC was

negative.TherangeofTCwasbiggestinSeoulandthenTokyo,

Taipei’swassmallestamong3cities.Buttheseasonalchangewas

biggestinSeoulandTaipei,theseasonalchangeinTokyowas

small.Andthenumberofdaysfortemperaturechangewasbigger,

therangeofTCwassmallerandtheseasonalchangewasalso

sma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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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heanalysisoftheTCandhealtheffect,wecouldgetsome

resultswhenthepositiveTCincreasedornegativeTCdecreased,

themortalityalsoincreased.Inotherwords,thebiggerabsolute

TCthehighermortality.ButtherelativeriskofthepositiveTC

wasbiggerthannegativeTC’sandtheeffectivenumberofdays

forthepositiveTCisshorterthannegative’s.Thehealtheffectby

citieswasbiggestinTaipeiandthesmallestinSeoul.

ThepositiveandnegativeTChaddifferentlageffectscopeinall

3cities.ThepositiveTChadshortlageffectscopelessthan3

daysbutthenegativeTChadtheloggerlageffectscopemore

than 7 dayslag.Generally thelag ofa heateffectin the

mortality-temperaturestudywasknownasshortandthelagofa

coldeffectwaslongerthanheat’slag.Inthisstudy,thelagof

growingwarmerseasonwasshortandthelagofgrowingcolder

season waslongerthan growing warmerseason’slikeother

studies.Andthecardiovascularandrespiratorydisease’shealth

effectwasbiggerthantheallcausediseasemortality,itmeansthe

cardiovascularorrespiratorypatientswasmoresensitive.

keywords:Temperaturechangewithinafew days,

Climatechange,Dailymortality,Lageffect

StudentNumber:2011-2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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