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보건학석사학위논문

도시지역 노인 인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온연관 사망 위험 취약성

: 한국 시계열 – 다지역 연구

2020년 2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 전공

김 용 욱





도시지역 노인 인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온연관 사망 위험 취약성

: 한국 시계열 – 다지역 연구

지도교수 조 영 태

이 논문을 보건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 년 1 월

서울대학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인구학 전공

김 용 욱

김용욱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 년 1 월

위 원 장           김   호      (인)

부 위 원 장        조 성 일     (인)

위    원           조 영 태     (인)



국 문 초 록

도시지역 노인 인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온연관 사망 위험 취약성: 한국 시계열 – 다지역 연구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 도시지역의 도시화, 사회적 고립 및 노령화 지표들과 노

년층의 폭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간의 연관성을 발견하고 측정하는 연구이다. 또한, 

이러한 연관성이 성(sex)이나 노인의 연령 구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

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폭염과 연관된 지역별 도시화와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인구층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 119개 시·구 단위 도시지

역들에 대한 기상청 일별 평균 기온자료와 사망원인통계의 일별 사망자 자료로 

DLM(Distributed Lag Model)을 이용하여 폭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성을 분석하였다. 

이때 폭염의 기준은 각 지역별 상대적 상위 95%의 평균 임계온도가 이틀 이상 지

속되는 경우로 보았고, Lag 효과는 열흘까지를 최곳값으로 보았다. 고온연관 사망에 

대해서는 연령층 및 성별로 층화하여 관찰 및 분석하였다. 각 지역별 설명변수의 

경우 총인구수, 인구밀도, 도시인구비율과 같은 도시화 지표들은 통계청 KOSIS 자료

들로, 친목 활동 및 이웃간 상호신뢰감과 같은 사회적 연결망 지표들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로, 아파트·단독 주택·다세대 주택 등 주거 유형별 1인 노인가구 

비율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로부터, 노령화 지수는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자료를 

통해 확보 및 산출하였다. 이후 지역별 설명변수들과 폭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지역별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도시별 1인당 평균 지방소득

세, 평균 온도 및 평균 온도 범위 변수들을 보정한 채로 각 설명변수별로 단변량 

메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관찰 대상 도시 규모별로 나타나는 연관성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전체 119개 도시들 내에서도 수도권, 광역시들 및 30만 명 이

상의 인구를 가지는 도시들 규모와, 이외의 작은 도시들 규모로 이분화하여 따로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19개 도시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65세

부터 74세까지의 노인 인구층과 75세 이상의 노인 인구층에 대해 각각 PI(Percentile 

Increase)가 4.37(-2.74, 12.01)과 11.12(6.72, 15.71)로, 75세 이상 인구층에서 더욱 위

험도가 높았다. 또한, 65세부터 74세까지의 노인 인구층에 비해 75세 이상 인구층에

서 여성의 고온연관 사망 비중과 폭염-위험도가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 지역의 도

시화를 나타내는 총인구수, 인구밀도, 도시인구비율 지표 모두 75세 이상 인구층의 

고온연관 사망 위험과 유의한 양의 연관성이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남성보다 여

성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지역별 친목 활동 및 이웃간 상호신뢰감과 같은 사회관계

망 지표는 고온연관 사망 위험과 음의 연관성이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한편 고온연관 사망 위험에 대해 지역별 전체 

노인가구 중 단독 주택에 거주하는 1인 노인가구 비율은 전반적으로 음의 연관성,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1인 노인가구 비율은 양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경향은 관찰 대상 도시 규모가 컸을 때 유지된 반면, 

그렇지 않은 소도시 규모 내에서는 약해졌다.

결론: 본 연구는 한국 노인층에서 나타나는 폭염 취약성(vulnerability to heat wave)

을 한국 내 세부도시 단위로 도시화 및 사회적 고립간의 연관성에서 찾고 정량화하

였다. 각 도시지역별 인구 규모, 인구밀도, 도시인구비율, 친목 활동, 이웃간 상호신

뢰 그리고 가구의 주거 유형별 1인 노인가구 비율 변수들은 노인 인구층의 폭염-취

약성을 줄이거나 높이는 데 영향이 있는 중요 변수들이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급격한 노령화와 기후 변화의 환경 속에서 각 지역의 사회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폭염 대응 보건정책 및 인구정책이 구축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폭염, 온열질환, 고온연관 사망 위험성, 도시화, 사회적 고립,

사회적 자본, 1인 가구, 주거 형태

학번: 2018-26519



목차

1. 서론 1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1.2 연구목적 2

2. 문헌고찰 및 연구가설 4

 2.1 문헌고찰 4

  2.1.1 도시화와 사회적 고립 4

  2.1.2 도시화와 고온연관 사망 위험성 5

  2.1.3 국내 도시별 고온연관 사망 위험성 6

  2.1.4 사회적 고립과 고온연관 사망 위험성 7

 2.2 연구가설 9

3. 연구방법 10

 3.1 ‘도시지역(urban areas)’의 정의 10

 3.2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의 정의 11

 3.3 ‘폭염(heatwave)의’의 정의 12

 3.4 연구자료 13

  3.4.1 기상 및 사망자료 13

  3.4.2 도시화 지표 자료 14

  3.4.3 사회적 고립 지표 자료 15

  3.4.4 노령화 지표 자료 17

  3.4.5 지역별 경제 수준 지표 자료 17

  3.4.6 그 외 설명변수들 자료 18

 3.5 분석방법 18

4. 결과 20

5. 고찰 41

 5.1 논의 41

 5.2 제한점 45

 5.3 의의 46

6. 결론 48

7. 참고문헌 49

Abstract 61



표 목차

Table 1. Summary statistics for heatwave-related mortality data 2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weather and urbanization/social isolation/aging 

indicators of each city 25

Table 3-1. Pearson’s correlations (p-values) between urbanization and social 

isolation/aging indicators 28

Table 3-2. Pearson’s correlations (p-values) between social isolation, aging and 

other (general health status/medical infrastructure/stress level) explanatory 

variables 29

Table 4. Association between urbanization/social isolation/aging indicators and 

heatwave-related mortality risk of the elderly populations 32

Table 4-1. Association between urbanization/social isolation/aging indicators and 

heatwave-related mortality risk of the elderly populations in the capital area 

(Seoul and Gyeonggi), six metropolitan cities and other cities with more than 

300,000 population 33

Table 4-2. Association between urbanization/social isolation/aging indicators and 

heatwave-related mortality risk of the elderly populations in less urbanized cities

34

Table 5. Association between social isolation/aging indicators and heatwave-related 

mortality risk of the elderly populations, with additionally adjusted average values 

of regional population size 36

Table 6. Association between urbanization/social isolation/aging indicators and 

heatwave(the upper 97th percentile average temperature)-related mortality risk of 

the elderly populations 38

Table 7. Descriptive statistics for general health status/medical infrastructure/stress 

indicators: additional analysis 39

Table 8. Associations between general health status/medical infrastructure/stress 

indicators and heatwave-related mortality risk of the elderly populations 40



그림 목차

Figure 1. The PI(Percentile Increase) of heatwave-related mortality risk for the 

elderly populations 22

Figure 2-1.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average temperatures in South Korea 23

Figure 2-2.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average temperatures in Seoul city 24

Figure 3-1.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urbanization/social isolation indicators in 

South Korea 26

Figure 3-2.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urbanization/social isolation indicators in 

Seoul city 27

Figure 4. The PI(Percentile Increase) of heatwave(the upper 97th percentile 

average temperature)-related mortality risk for the elderly populations 37



- 1 -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도시화는 건조 환경, 직업 구조, 라이프스타일, 도시 및 지방의 사회 기반 시설 등

을 포함하는 인구 및 사회 구조에 영향을 주는 복잡한 사회경제적 과정이다(UN 

2018). 또한, 도시화는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모두에서 진행되어 온 국제적인 현상

이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OECD 2006). 현재 세계 인구의 55%가 도시지

역에 살고 있으며, 2050년 즈음에는 인구의 3분의 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게 될 것

으로 예측되고 있다(UN 2018).

 이러한 이유로 도시에서의 더운 날씨와 기후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 

환경 역학연구의 주된 이슈로 존재해 왔다(Satterthwaite 2009). 또한, 도시화가 진행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후 및 사회경제적 변화와 이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

간의 연관성 역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Hajat et al. 2010). 특히 미국과 영국에

서 진행된 연구들에서는, 더욱 도시화된 지역의 사람들이 덜 도시화된 지역의 사람

들보다 고온연관 사망 위험에 더 취약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의 

열섬 효과(urban heat island effect)” 역시 기후적 요소로서 고온연관 사망 위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Anderson and Bell 2009; Hajat et al. 2007). 아울러 최근 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Sera et al. 2019)에서도, 도시의 총인구수, 인구밀도, 공

기 오염 등과 같이 대개 도시지역들에서 높게 나타나는 사회적 및 환경적 요인들이 

폭염에 대한 높은 취약성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이 도시지역 인구에 대한 주요 건강 위험 요인 중 

하나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Cacioppo and Hawkley 2003; Cacioppo and Cacioppo 

2014), 폭염에 대한 취약성 요인으로서는 다른 기후 및 사회적 요인들보다 상대적으

로 덜 연구되어왔다. 도시화는 아파트 거주나 1인 가구와 같은 사회적 고립을 증가

시키는 삶의 형태와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Gore 1990; McKenzie 2008).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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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많은 연구들에서 이와 같은 고립된 주거 형태가 혈액 순환상 건강이나 정신 건

강에뿐만 아니라 전반적 건강 수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Cacioppo and 

Hawkley 2003; Kawachi et al. 1996; Kegler et al. 2017)고 보고하고 있다. 즉, 도시

화된 지역일수록 더 커지는 사회적 고립이 폭염에 대한 취약성을 더 높인다고 가정

해볼 수 있으며, 이러한 연관성에 관한 양적 연구는 도시지역의 새로운 인구정책과 

고온 위험(heat-risk) 대응의 보건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과 과학적 근거를 제시

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고도의 경제 성장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를 

경험해 왔으며(60년대 도시인구 비율 27.5%에서 90년대 79.4%까지 상승), 현재 세계

에서 가장 도시화된 국가들 중 하나이다(2017년 현재 도시인구 비율: 81.5%)(UN 

2018). 이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는 상당한 도시 밀집화와 노령화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가파른 사회적 자본과 거주 형태의 변화로 인한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 

현상이 심각한 정치·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Yi and Hwang 2015). 더욱이 한국 사

회에서 도시화와 노령화는 앞으로도 계속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UN 2018,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화 및 사회적 고립과 노년층의 폭염 취약성간의 양적 연구가 

기후 변화가 건강에 주는 영향을 측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정책과 인구정책

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해줄 수 있다.

1.2 연구목적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시계열 다지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별 도시화와 사회고립 요인이 국내 노년층의 고온연관 사망 위험 취약성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다지역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도시지역의 도시화, 사회적 고립 및 노령화와 연관된 지표들과 노년층

의 고온연관 사망 위험간의 연관성을 발견하고 측정한다.

 둘째, 이러한 연관성이 성(sex)이나 노인 인구의 연령층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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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폭염과 연관된 지역별 도시화와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인구층을 확인한다.

 셋째, 이러한 연관성이 관찰 대상 도시들의 규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도시 

규모별로 나누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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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고찰 및 연구가설

2.1 문헌고찰

2.1.1 도시화와 사회적 고립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사람들이 가지는 시민으로서의 사회 참여, 사회적 관

계망(social network),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신뢰(social trust) 등과 같은 기회

나 자원을 의미하는데(McKenzie and Harpham 2006), 급격한 도시화는 지역 내에서 

이러한 사회적 자본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McKenzie 2008). 각기 다른 지역에서 서

로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사회적 규범을 가진 채로 도시로 모여든 사람들은 그들이 

기존에 가졌던 관념들을 다시 검토 및 평가해야 한다(McKenzie 2008). 또한, 같은 

도시 내에서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계급 및 문화 공동체들로 나뉘고, 이에 따라 지

역 구분 및 1인 가구, 노인가구, 미혼모 가정, 다문화 가정, 고시촌 등 다양한 차원

의 사회적 구분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도시화 과정이 개개인들이 가지는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상의 변화를 

겪게 하고(McKenzie 2008), 도시화와 함께 수반되는 경쟁, 계층 갈등 혹은 동화의 

과정 속에서 사회적 일탈(social deviance)을 불러 일으킨다(Bhugra and Minas, 

2007). 또한,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하거나 존

중받지 못하는 계층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경험하며, 이러한 영향력은 

건강이나 교육 요인과 같은 사회적 기반에의 불충분한 접근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

다(Bibeau 1997; Desjarlais et al. 1995; McKenzie 2008). 더욱이 이러한 도시들의 인

구가 노령화되면 상당한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실제 선진국들이 직면한 주요 문제들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Mullins et al. 1996; 

Vlahov and Galea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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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도시화와 고온연관 사망 위험성

 도시의 건설 및 기능과 연관된 표면과 대기의 변화는 엄청나다. 건물, 도로, 그 외 

다른 인프라 구조와 연관된 새로운 표면 물질들은 표면의 형태의 변화와 함께 에너

지, 물교환(water exchange), 공기의 흐름 등에 영향을 준다(Grimmond et al. 2007). 

이는 열, 이산화탄소, 오염 물질들의 인위적(anthropogenic)인 직접적 방출과 더해

져, 도시만의 특징적인 기후들을 만들어낸다(Landsberg 1981; Oke 1997; Grimmond 

et al. 2007). 그리고 위 서론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이러한 도시 기후의 특징을 보

여주는 대표적인 개념으로 “도시 온난화(urban warming)”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

로 도시지역들이 대부분 해당 도시를 둘러싼 지방 지역들보다 항상 더 온도가 높다

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Oke 1997).

 도시 온난화 즉, 도시의 고온현상은 주로 도시 내 중공업 환경의 더 높은 축열

(thermal-storage) 작용, 낮은 수준의 환기, 밀도 높은 교통수단 등과 같은 토착화된 

열 방출원(heat sources)과 연관이 있다(Luber et al. 2008). 이러한 현상은 “도시 

열섬 효과(urban heat island effect)”로도 불리우며(Oke 1973), 이는 밤의 기온을 

높이고 경감을 제한하는 작용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상당한 열 스트레스(heat 

stress)를 제공한다(Kunkel et al. 1996). 그리고 특정한 온도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고온연관 사망(heat-related mortality)’에 영향을 주게 된다(Kalkstein and Davis, 

1989).

 이처럼 도시 열섬 효과로 더 많은 고온으로의 노출로 인해,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은 비도시지역들(less-urbanized or nonurbanized areas)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고

온에 취약한 지역이라고 추정된다(Hajat and Kosatky 2010). 여기에 도시의 노령인

구 비율(McGeehin et al. 2001; Klinenberg 2003; Kovats 2008)이나 인구밀도

(Medina-Ramon et al. 2007) 요인 역시 지역의 heat-risk를 높이는 유의한 변수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패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영국과 웨일즈의 

사례(Johnson et al. 2005; Hajat et al. 2007)나 방글라데시의 사례(Burkart et al. 

2011)들이 있다. 하지만 고온-취약도(heat vulnerability)는 고온에의 노출뿐만 아니라 

민감도나 (고온 환경에의) 적응 능력(acclimatization or adaptive capacity)에 의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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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도 달라진다(Manangan et al. 2015). 더 높은 민감도와 낮은 적응 능력(이를테면 

제한된 보건의료자원 이용성이나 교육수준, 에어콘 가동 등)을 가진 비도시지역들이 

고온 환경에 취약할 수 있는 것이다(Chen et al. 2016). 즉, 중국의 광동 지역(Zeng 

et al. 2014)이나 장쑤 지역(Chen et al. 2016)에서의 선행연구 사례처럼 고온연관 사

망 영향이 도시지역보다는 비도시지역/지방에서 더욱 유의하게 두드러지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전자의 패턴은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도시화가 이미 전반적으로 

대부분 이루어졌거나, 경제 수준이 상당한 선진국이거나 혹은 방글라데시와 같이 

도시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국가에서 나타나는 반면, 후자의 패턴은 중국처럼 한

창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개발도상국형 지역에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2.1.3 국내 도시별 고온연관 사망 위험성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는 광역시들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에 따라 고온연관 사망 위

험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내 7개의 주요 광역도시들의 

heat-risk를 분석한 김다혜의 연구(2019)에서는 대구와 서울에서 사망에 대한 폭염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대구는 다른 도시들보다 압도적으로 최고 

기온이 높은 반면, 서울의 경우는 도시의 열섬 효과로 인해서 해당 도시들의 고온

연관 사망 위험이 높은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김다혜 2019). 한편 이대근의 연구

(2018)에서는 습도와 지역성 등 세부적인 기후 요소들을 고려하여 한국 내 14개 주

요 도시별 폭염으로 인한 전 연령대 및 노인 인구층의 추가 사망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인천, 서울, 전주 등의 도시에서 heat-risk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한국 내 대규모 도시들이 폭염에 대해 가지는 인구밀

도, 상대적으로 높은 여름 기온, 위도에 따르는 습도 차이 등의 주요 취약 요인들로 

도시지역별 heat-risk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이대근 2018). 또한, 한국 전반적인 

63개 도시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내 다른 고온연관 사망 취약성 연구(정지훈 외 

2014)에서는 고온에 따른 초과 사망 발생의 시작온도를 기준으로 인천, 서울, 대전, 

울산, 광주, 대구 순으로 취약성이 높은 반면, 지역별로 임계온도를 넘어선 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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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서울, 대전, 인천 순으로 고온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

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해당 연구(정지훈 외 2014)에서는 중

부 지방(인천, 서울, 대전) 도시들의 경우 남부지방(광주, 부산, 울산, 대구) 도시들에 

비해 낮은 온도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지만 서서히 증가하는 반면, 남부지

방의 도시들은 초과 사망자가 발생하는 임계온도가 높은 데 반해 중부 지방과 비교

했을 때 더 급격하게 사망자가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국내 6개 주요 광역도시들과 더불어 대만 3개 도시와 일본 6개 도시에서 사

망에 미치는 이상기후의 영향을 관찰한 Chung(2015)의 다국가 연구에서도 서울, 인

천, 대구에서 고온 임계점이 올라갈수록 추가 사망이 가파르게 올라간 반면, 부산, 

대전, 광주에서는 추가 사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여준다. 게다가 

Chung(2015)의 연구에서는 사망을 일으키는 고온의 영향(heat effect)이 남부의 대만

보다 북부의 한국이나 일본에서 더 크다는 결과를 나타내면서, 북부 위도에 사는 

사람들이 더운 날씨에 더 적응 능력이 없다는 가설을 증명하였다. 또한, 해당 연구

에서는 더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이상기후(고온과 추위 모두 포함)에 취약하다는 결

과를 보여주기도 한다(Chung 2015).

2.1.4 사회적 고립과 고온연관 사망 위험성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은 사람들이 기존에 가졌던 특정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의 손실로부터 생겨나는(Weiss 1973) 단절감이며, 미혼이거나 혼자 살고, 사

회적 참여에 저조하며, 사회적 지지가 불충분한 경우 등 여러 좋지 못한 사회적 건

강 상태와 연결된다(Berkman and Syme 1979; Dean et al. 1992; Hawkley et al. 

2006; Krause 1987; Thoits and Hewitt 2001; Cornwell and Waite 2009). 그리고 다수

의 연구들이 이러한 사회적 단절과 고립에서 오는 외로움이 실질적으로 심혈관질

환, 염증, 우울증 등의 병적 상태들과 연관이 있다는 맥락을 밝혀 왔다(Cacioppo et 

al. 2006; Hawkley et al. 2006; Steptoe et al. 2004). 아울러 위에서도 언급되었다시

피, 사회적 고립은 도시 거주와 상호작용하는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McKenzie 

2008).



- 8 -

 한편 사회적 고립은 온열질환 및 고온연관 사망 위험에 있어서도 중요 요소로 작

용한다. 열사병이 있는 환자들에 대한 미주리주(St. Louis and Kansas City, Mo.) 환

자-대조군 연구(Kilbourne et al. 1982)에서는 열사병 위험을 높이는 데 유의한 영향

이 있는 요인들 중 하나로서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불능의 상태(inability to care 

for oneself)”를 언급한다. 해당 요인은 열사병 질환에 있어서 대조군에 비해 상대 

위험도가 5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록 직접적인 사회적 고립 요인은 아니었

지만, 폭염 시기에 폭염을 피하거나 예방적 활동을 하는 측면에서 사회적 고립 상

태일 때 이러한 시도나 노력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은 시카고 폭염 연구(Semenza et al. 1996)에서도 나타난다. 해당 연구는 1995년 

여름 시카고에서 고온으로 인해 일어난 700명 이상의 사망에 대해 환자-대조군 연

구를 진행했다. 분석 결과, 고온연관 사망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로 병상에 국한된 

생활과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상태,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상태, 혼자 거주 등 주

로 사회적 고립 요소들이 유의한 연관성을 가졌다. 반면, 해당 연구에서 집단 활동

이나 친구들과 같은 사회적 연결망의 요소는 heat-risk에 있어서 보호적 요인들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미시간의 8개 도시에서 heat-risk에 대해 노인들이 가지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Gronlund et al. 2015)에서도, 미혼 상태인 인구들 사

이에서 폭염 기간에 심혈관질환 사망의 오즈비가 1.21로, 이에 대해 보호 효과를 가

지는 기혼 상태보다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한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도 노인 인

구층이 고온연관 사망 취약성에 가지는 주요 요인으로서 사회적 고립을 지목하였

다.

 하지만 고온연관 사망 위험에 대한 도시화 수준이나 사회적 고립 요소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밝혀내는 연구는 한국에서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위 국내 heat-risk 

관련 연구 현황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시피, 국내 광역시의 구 단위 또는 도 지역의 

시 단위의 세부 수준으로 진행된 연구도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내 

시·구 단위로 각 도시지역의 도시화 또는 사회적 고립수준과 고온연관 사망 위험

간의 연관성을 관찰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도시화 진행으로 인한 지역별 사회적 

고립수준의 증가와 이로 인한 고온연관 사망 위험을 관찰 및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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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기 때문에, 전국의 도시지역만을 관찰 대상으로 둔다. 특히 한국은 도시와 비도시

간 주거 및 경제 환경과 생활 양상이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최진호 2011), 도시와 

비도시지역들을 같은 대상으로 그 안에서 도시화 및 사회적 고립수준과 heat-risk를 

관찰하기에는 상당한 교호 작용들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었다. 더욱이 도시가 아닌 

군 단위 이하의 행정구역의 경우, 일별 기상관측이 가능한 관측소가 부재하거나 실

측 기상 데이터가 온전하지 못하여 도시지역들의 데이터와 같은 기간과 수준으로 

비교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아울러 비도시지역들의 고온연관 사망 표

본 크기(sample size) 자체가 부족하여 안정도와 신뢰도를 흐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광역시의 구 단위와 도지역의 시 단위의 수준으로 국내 

도시들을 관찰 대상으로 정한다.

2.2 연구 가설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화가 더욱 진행된 도시지역일수록 고온연관 사망 위험이 높을 것이다.

   2. 사회적 고립이 더욱 심하게 일어나는 지역일수록 고온연관 사망 위험이 높을 

것이다.

   3. 도시지역별 노령화 정도에 따라 고온연관 사망 위험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4. 이러한 지역별 도시화/사회적 고립수준/노령화는 고온연관 사망 위험에 있어

서 연령대와 성별로 기여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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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도시지역(urban areas)’의 정의

 도시는 사람이 건설한 인간과 자연으로 구성된 인공생태계이며(김준호 1997), 인구

밀도와 사회경제 기반시설 요인들을 포괄하는 비(非)농경 지대이다(Weeks 2010). 역

사적으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건강 수준이 올라감으로써 사망률은 점

점 감소해왔다. 이러한 인구 변천(Demographic Transition)과 더불어 기술 발전으로 

인해 농경 지대의 농업 생산량이 더욱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산업화된 도시지

역으로 이전하여 도시의 인구수 및 밀도가 증가하고, 상업과 무역 거래가 활성화되

며 고용 구조상의 변이가 일어나는 도시 변천(Urban Transition)까지 같이 일어나게 

되었다(Weeks 2010; Pannell 2002). 하지만 도시와 지방 지역 간의 개념상 관계가 

더욱 복잡하고 뒤엉켜지면서, 도시와 지방 지역을 구분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Rigg 

1998; Borruso 2003; Weeks 2010).

 하지만 이러한 도시와 지방 지역 간 경계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Weeks(2010)는 

도시지역이 갖는 기능적 특성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인구 규모, (2) 공간 

영역, (3) 공간 대비 인구 비율, (4) 사회경제 기관들. 특히 Weeks(2010)는 도시지역

을 농업이 일어나지 않는 특성 즉, 비(非)농경 지대로서의 도시의 성격을 이야기한

다. 이는 특히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도로교통부에서 ‘도시지역’을 정의하는 

방식과 비슷하다(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 정의의 모호성으로 인해, 인구 규모와 한국 행정

구역 기준을 고려하여 도시지역을 선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도시지역’ 정의

는 기본적으로 법제처의 지방자치법 법령(2017)에 근거하는데, 국내 행정적 지역 구

분단위에서 두 번째 단위에 해당한다. 국내 첫 번째 지역 구분단위는 8개의 광역시

와 9개의 도 지방 지역들로 나뉜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 단위가 미시적 지방자치

단체 단위인 시·군·구인데,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도시지역들을 살피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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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광역도시들의 구와 각 도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5만 명의 인구수 기준을 넘는 

시 단위의 도시들을 관찰 지역으로서 119개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와 더

불어 대도시들(metropolitan areas)에서의 도시화 정도와 사회적 고립수준에 따르는 

고온연관 사망 위험을 따로 관찰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

도권 지역과 그 외 광역시 지역들, 그리고 인구 30만이 넘는 도시들 즉, 위에 언급

된 인구 규모와 행정상 특성들을 가지는 비교적 큰 규모의 83개 도시들만을 따로 

관찰하는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동시에 그 이외 수도권이 아니거나 

인구 30만이 되지 않는 36개 소도시들을 따로 묶어서 관찰 및 분석하였다.

3.2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의 정의

 위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은 사람들이 가지는 사회

적 연결망(social network)의 손실 또는 불충분으로 일어나는 외로움(Weiss 1973)과 

사회와의 단절감이다. 이러한 외로움과 단절감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또는 

사회적 연결망 개념과 역관계를 가지는데(Nyqvist et al. 2016; Litwin and 

Shiovitz-Ezra 2010), 모든 연령층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Khullar 2016). 한편, 사

회적 자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정의들과 사회적 행동들이 있지만

(McKenzie 2008; Chow and Chan 2008),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Putnam(1994)이 

정의하는 범주들이 일반적으로 통용된다(McKenzie 2008): (1) 지역사회에의 연결망, 

(2) 시민으로서의 참여 또는 사회활동 참여, (3) 지역 소속감, (4) 상호 협력, (5) 지

역사회에 대한 신뢰감.

 본 연구에서는 위 다섯 가지의 큰 범주들을 측정하는 지역 지표들을 모두 확보할 

수는 없지만, 크게 노인들의 심리적 연결 측면과 물리적 연결 측면으로 나누어서 

관찰하였다. 심리적 연결 지표는 위에도 사회적 관계망 지표로서, 친목 활동, 지역

사회 내 신뢰, 이웃간 상호 협력 변수들이다. 그리고 물리적 연결 (또는 단절) 지표

는 1인가구 또는 주거 형태 지표로서, 도시지역 내 전체 노인가구 중 아파트,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 1인 노인가구 비율 변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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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폭염(heatwave)’의 정의

 폭염(heatwave)에 대한 측정 방식은 아직 해당 관련 연구 분야에서 확고히 표준화

되지 않았다(Lee et al. 2018). 다만 Robinson(2001)의 연구에서도 언급하고 있다시

피, 폭염을 정의내리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방식은 폭염

을 고정된 절댓값 이상으로 보는 것이고, 두 번째 방식은 폭염을 ‘해당 지역의 평

균 온도에서 벗어난 경우’ 즉, 상대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첫 번째 방식은 특히 

연령, 성(sex), 체력 등 인간의 생리학적 특성들을 고려했을 때 명확한 임계치 온도

를 제시해 줄 수 있다. 또한, 지역마다 통일된 폭염 임계치 온도가 고정됐을 때, 이

에 대비할 수 있는 폭염 예방 또는 대응적 보건정책 구성이 간단하고 신속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지역별로 다른 평균 온도, 온도 범위, 고온에 대한 

적응 능력 또는 취약성을 반영할 수 없다. 이를테면 폭염이라고 칭할 수 있는 기준 

온도는 지역마다 다르며, 위에서도 언급된 Chung(2015)의 연구에서처럼 폭염에 대

해 사람들이 가지는 적응 능력 또는 취약성 역시 지역 기후별로 확연히 상이하다. 

반면, 두 번째 방식대로 지역에서 관측되는 모든 온도 값들 중 상위 특정 백분율을 

벗어나는 것으로 폭염을 정의내리는 방식은 첫 번째 방식의 한계점들을 보완해줄 

수 있다. 그리고 실제 폭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측정하고 분석한 많은 연구들이 

각 지역별 폭염에 대한 상대적 임계치를 이용하였다(Anderson and Bell 2010; Guo 

et al. 2017; Tong et al. 2015; Tong et al. 2014; Wang et al. 2016; Lee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을 산출하기 위해 노출의 지표로서 일별 

평균 온도를 사용하였으며, 관찰하고자 하는 시기 동안 각 지역별 온도 분포 중 백

분율 상위 95%에 속하는 평균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것을 폭염으로 정의하였

다(Guo et al. 2018). 특히 이는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 해당 방식을 통해 더욱 정확

한 통계적 측정을 시행했다는 보고(Tong et al. 2014; Lee et al. 2018)나, 이상 기온

이 지속되는 기간의 영향력으로 폭염을 정의내리고 산출한 방식이 실제 폭염으로 

인한 추가 사망과 연관성이 떨어졌다는 보고(Guo et al. 2017)를 통해 그 정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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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된다.

3.4 연구자료

3.4.1 기상 및 사망 자료

  우선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총 119개 도시지역들에 대한 일

별 기온 변수들과 일별 노인(만 65세 이상) 총사망 수를 수집하였다. 국내 기상청에

서는 국내 모든 지역들에 대해 종관기상관측과 방재기상관측의 방식으로 기본적으

로 기온, 바람, 강수량, 습도, 기압 등을 측정한다. 종관기상관측은 종관규모의 날씨

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해진 시각에 모든 관측소에서 같은 시각에 실시하는 지상관

측 방식이며, 방재기상관측은 지진, 태풍, 홍수, 가뭄 등 기상 현상에 따른 자연재해

를 막기 위해 실시하는 지상관측을 의미한다(기상청 기상자료 개방포털 웹사이트). 

종관 기상관측은 일기도에 표현되어 있는 보통의 고기압이나 저기압의 공간적 크기 

및 수명을 가리키는, 주로 매일의 날씨 현상을 의미하며, 방재 기상관측은 관측 공

백 해소 및 국지적인 기상 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약 510여 지점에 자동 기

상관측장비(AWS, Automatic Weather System)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진행되는 관측

을 의미한다(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웹사이트). 본 연구에서의 온도변수는 일별 

최고기온, 평균기온, 최저기온(℃)을 모두 포함한다. 각 도시의 기상 변수는 보통 해

당 지역구에 설치된 단일 관측소에서 관측한 값이며, 한 지역구 내에서 여러 개의 

관측소들이 중복되어 지역 온도를 관측한 경우에는 해당 값들로부터 평균값을 산출

하였다. 본 연구의 기상자료는 여름 기간으로만 한정하였으며, 이는 6월부터 9월까

지 국내에서 가장 더운 연이은 네 개월로 구분된다. 또한,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중 일별 기상자료가 70% 미만이거나 일정 기간동안 연속된 개체로서 데이터

가 결핍된 지역들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해당 도시의 행정구역 안에 포함된 지역의 

관측 데이터라 하더라도, 산이나 섬 지역처럼 극단적인 기온이 관측될 수 있는 데

이터나 지역 역시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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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사망원인통계는 통계청에서 통계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및 시·구청(재외국민은 재외공관)에 접수된 사망신고

서를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이다(2018년 사망원인통계 보도자료). 이는 

매해 발생하는 사망 사건에 대하여 당해년도 1월부터 익년 4월까지 16개월간 신고

된 자료를 집계한 결과로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사인분류 지침에 따라 사망자의 

사망 근원 요인을 기준으로 집계한다(2018년 사망원인통계 보도자료). 본 연구에서

는 사망자료의 경우 노화 단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65세부터 74세 연령층과 75세 이

상 연령층으로 층화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부분 모집단 분석(sub-population 

analysis)을 시행하기 위해서, 65세 이상의 노인 모집단을 성(sex)으로도 각각 나눴

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에서 이러한 인구사회적 요소에 집중하

며 추정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사망원인별로는 층화하여 분석하지는 않았다.

3.4.2 도시화 지표 자료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도시화 지표들로서 각 지역별 총인구수, 

(1당) 인구밀도, 도시인구 비율 변수들을 모으고, 10년간의 각 지표 값을 평균 

내어 사용했다. 각 지역 총인구수 변수는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인구밀도 변수는 각 지역 주민등록 총인구수/행정구역 면적()으로 정의된다. 도

시인구 비율은 각 지역별 전체인구 중 동이나 읍과 같은 세부 지역구들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로 정의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와 산출 방식은 한국 국토교통부에 의

해 제공된다(Kim 2018; 통계청 2018). 특히 2단계 지역 단위(시/구)는 3단계 지역 단

위인 동, 읍, 면으로 구성되고, 동은 시나 구 지역 단위의 하부 지역구들 중 하나이

다. 한편, 읍은 시 지역의 또 다른 구성 지역구로서, 대부분 20,000명 이상의 인구들

로 구성된 도시화된 지역으로 정의된다(2017 법제처 지방자치법). 면 지역은 동이나 

읍의 하부 지역구가 아니며, 도시지역이 아니므로 본 연구 관찰에서는 제외되었다.

 따라서 위 정의를 기반으로 총인구수 지표는 통계청 KOSIS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

인구현황 통계자료를 통해 원지표를 확보하였다. 마찬가지로 도시지역 인구비율 지

표 역시 통계청 KOSIS에서 제공하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현황 통계자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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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표를 확보하였다. 인구밀도 지표는 각 도시지역별 주민등록상 총인구수에서 각 

행정구역 면적()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산출하였는데, 각 도시지역별 면적 

데이터 역시 통계청 KOSIS 내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통계자료를 통해 확보 및 

이용할 수 있었다.

3.4.3 사회적 고립 지표 자료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과 연관된 총 6개의 인구사회학적 지표들을 모으고, 이

를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과 주거 유형별 1인 노인가구 비율 두 가지 중분류

로 나누었다. 사회적 연결망 범주에는 각 지역별 친목 활동과 이웃간 상호신뢰감 

및 이웃간 상호부조 변수가 있고, 주거 유형별 1인 노인가구 비율에는 각 지역별 

전체 노인가구 중 아파트/다세대 주택/단독 주택에 각각 거주하는 1인 노인가구의 

비율 세 가지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 연결망 변수들은 백분율(%) 개념이며,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공식 지표들을 이용하였다. 지역

사회건강조사(Korea Community Health Survey, KCHS)는 조사수행체계를 표준화하

여 비교 가능한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매년 전국 

각 지역자치단체 단위의 보건소에서 실시하는(지역사회건강조사 2017년 원시자료 

이용지침서) 건강조사 체계이다. 친목활동 변수는 각 지역별 전체 조사대상 응답자 

중 “한달에 한 번 이상 친목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합니까?”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의 백분율이다. 이웃간 상호신뢰감 변수는 같은 조사대상 응답자 중 “우리 동

네 사람들은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백분율이다. 그리고 이

웃 간 상호부조 변수는 같은 조사대상 응답자 중 “이웃에 경조사가 있을 때, 주민

들 사이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전통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백분율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세 지표 모두 표준화율 변수로 이용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 지

역사회 건강조사 웹사이트에서 오픈소스로서 공개하는 ‘지역사회 건강결과 및 건

강 결정요인 데이터베이스 ver 1.0’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변수를 확보하였다. 다

만 해당 자료는 2016년까지의 지표까지만 확보되어 있고, 위 세 변수 모두 2011년

부터 2년에 한 번씩 조사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건강결과 및 건강 결정



- 16 -

요인 데이터베이스 ver 1.0’ 자료에서는 2011년, 2013년, 2015년 총 3개년에 해당

하는 세 표준화율 변수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2017년의 데이터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웹사이트 내의 ‘지역사회 건강통계’에서 각 지역자치 단체별 보건소에

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본 연구에서 관찰하는 119개의) 지역구별로 확보하였는데, 

여기서는 모든 지표 데이터가 조율로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해당 자료의 10세별 

백분율 값들을 이용하여 2015년 주민등록인구통계 연앙인구의 10세별 인구구조 비

율에 맞게 따로 연령표준화하여 값을 산출해 냈다. 

 따라서 사회적 연결망 변수들(친목활동, 이웃간 상호 신뢰감 및 이웃간 상호부조 

변수)은 각 지역별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의 값을 모으고, 평균값으로 산출

하였으며, 이러한 지역 지표들은 그 수치가 낮을수록 해당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수준이 더 낮은 동시에 사회적 고립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연구 진행 중 

설명 지표들간의 Pearson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이웃간 상호신뢰감과 이웃간 상호부

조 변수들간의 양적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높았으므로, 본 연구의 주요결과로는 사

회적 고립과 반대되는 지표로서 (사회적 자본 또는 사회적 연결망 지표로서) 이웃간 

상호부조 변수 제시를 생략하고 상호신뢰감 지표만을 나타낸다.

 한편 전체 노인가구 중 아파트·단독 주택·다세대 주택 세 가지 주거 유형별 1인 

노인가구 비율 변수들은 인구주택총조사(2010, 2015) 자료를 이용하였다. 각각 지역

별 가구주가 65세 이상 노인인 전체 노인가구 중 아파트,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1인 노인가구의 비율(백분율) 개념이다. 특히 다세대 주택 변수의 경우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다세대 주택과 연립 주택 두 경우를 합쳐서 산출하였다. 인구

주택총조사는 전수조사 개념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2010년과 2015년 두 데이터 값

을 평균내어 산출하였다.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의 공동 주택은 5개 층 이상으로 구성된 아파트와 4개 

층 이하의 다세대 주택 혹은 연립 주택으로 나뉜다(국토교통부 2019). 특히 한국에

서 아파트는 거주 또는 상업용 시설들을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고층·고밀도의 주거 

형태이다(Yang 2017). 또한, 한국에서 총가구 중 아파트 거주 비율이 48.1%임을 고

려할 때(인구주택총조사 2015), 아파트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선호되는 주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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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하다. 반면, 다세대 주택은 국내 총가구 대비 거주 비율이 11.2%로서(인구주

택총조사 2015), 아파트에 비해 평균적으로 주거 비용이 저렴하고 경제 소득이 상대

적으로 낮은 편이며, 편의시설의 밀집 정도가 낮아서 덜 선호되는 주거 환경이다

(Jun 2013). 본 연구에서는 다세대 주택 지표를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칭하는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을 합한 값으로 보았다.

3.4.4 노령화 지표 자료

 본 연구에서는 각 도시지역별 노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노령화 지수(aging 

index)를 산출 및 이용하였다. 노령화 지수는 0-14세 유소년 인구수에 대한 65세 이

상 노인 인구수로서, 미래에 생산활동 가능 인구대비 그 사회에서 부양해야 할 인

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짐을 의미하며, 전반적인 인구 연령에 비례한다(Preedy and 

Watson 2010). 즉, 해당 사회가 얼마나 노령화되었고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KOSIS 내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자료를 통해 확보 

및 산출하였다.

3.4.5 지역별 경제 수준 지표 자료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별 도시화, 사회적 고립수준 및 노령화와 이에 따르는 고온

연관 사망 위험을 측정하는 메타분석에서 각 지역별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평균 부과 소득세를 보정변수로 이용하였다. 지역별 소득세 즉, 지방소득세는 과세

대상 중 소득세․법인세 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되는(2014년부터 소득세 법인세의 과

세표준에 국세세율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 세목이다(통계청 KOSIS 지방세통계 

2017). 부과 소득세 변수 데이터는 통계청 KOSIS 내 지방세통계에서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확보하고 연도별 지역의 총인구수로 나눈 후 평균값을 내어 

보정변수로서 이용하였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경우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만을 확보 및 이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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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그 외 설명변수들 자료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 분석으로서, 각 도시지역별 장수 비율, 인구 천 명당 의료기

관 병상 수,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스트레스 인지율 지표들 역시 설

명변수로서 이용하였다. 장수 비율은 각 지역별 장수(長壽)하는 생명력 또는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임의적 지표로서,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별 (주민등록인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85세 이상 노인 인구수 값에서 100을 곱한 값으로 정의 및 산출

하였다.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지표와 의사 수 지표는 각 지역사회의 보

건의료 환경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확보 및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인지

율 지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측정하는 지표로서, 

전체 응답자 중 평소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낀다"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이다"에 응답한 사람의 백분율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지표를 각 도시

지역별 정신 건강 수준으로 보았으며, 연령표준화된 값을 이용하였다. 위 추가 분석 

상의 모든 설명변수들은 통계청 KOSIS를 통해 확보하였다.

3.5 분석방법

 노인 인구층에 대한 고온연관 사망 위험을 측정하고 이러한 위험(heat-risk)과 도시

화·사회적 고립·노령화 지표들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두 단계에 걸친 통

계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첫 번째 분석 단계에서 Quasi-Poisson 분포

의 일반화된 선형 모델과 Distributed Lag Model을 이용하여 각 지역별 폭염과 사망

간의 연관성을 측정하였다(Lee et al. 2018). 특히 폭염에 대한 노출 여부를 이분화

된 지표로 나타냈는데, 여기서 Distributed Lag Model을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사망에 대한 폭염의 유연하면서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균등

하게 분할된 열흘간 지속일의 로그 값에 맞게 두 개 간격의 노트대로 절편을 두는 

Natural Cubic Spline을 기본 기능으로서 이용하였다. 계절성은 1년 내 계절을 반영

하는 네 개의 자유도가 있는 Natural Cubic B-spline을 이용하여 보정되었다. 폭염의 

지연 시기는 최고 열흘로 보았고, 모델링에 대한 결정 기존 연구들(Guo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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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et al. 2018)의 방식들을 채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첫 분석 단계에서 본 연구는 

각 지역별 폭염의 cumulative-lag 측정값들을 산출하였다.

 두 번째 분석 단계에서는 메타 회귀분석(meta regression)을 통해서 각 지역별 측

정값들을 통합하였다. 그리고 도시화/사회적 고립 지표들과 고온연관 사망 위험간의 

연관성을 산출해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단변량 메타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위에 

언급되었다시피 본 연구에서 관찰하는 총 119개 도시지역의 모든 설명변수 지표들

은 관찰 기간 안의 값들을 평균 내어, 각 지역의 도시화 및 사회적 고립 정도를 나

타내는 대표값으로서 재계산 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각 지역별 설명변

수들을 각 연령별 및 성별 인구층의 고온연관 사망에 대한 메타 회귀분석에 적용하

였고, 각 지역별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평균 소득세 지표만을 보정하였다. 그

리고 이러한 연관성 분석은 설명변수가 한 단위 올라갈 때마다 고온연관 사망 위험

이 올라가는 ‘백분율 증가(Percentile Increase, PI)’ 즉, PI 개념으로 측정되었다. 

한편, 각 지역별 일별 평균 온도의 평균값과 범위는 모든 메타 회귀분석 모델에서 

메타 예측변수로서 통제되었다. 

 아울러 추가 분석으로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 그 외 광

역시 지역, 그리고 인구 규모 30만이 넘는 큰 규모의 도시들과, 그 이외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니거나 인구 30만이 되지 않는 소도시들로 나누어 따로 메타 회귀분석

을 따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추가 분석으로서, 도시화 효과를 보정한 상태

에서 사회적 고립의 영향만을 보기 위해서 총인구수 변수를 (지역별 1인당 평균 지

방소득세 변수와 함께) 보정한 메타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민감도 분석으로

서 폭염의 정의를 각 지역별 온도 분포 중 백분율 상위 97%에 속하는 평균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달리 정의하여 고온연관 사망 위험을 측정하고, 이에 

대해 마찬가지로 같은 설명변수들과의 메타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도시지역별 장수 비율,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

사 의사 수, 스트레스 인지율 지표들을 설명변수로서 추가적인 메타 회귀분석을 진

행하였다. 이러한 모든 통계 처리 및 계산에 있어서 본 연구는 R 3.5.3 통계 소프트

웨어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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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Table 1은 고온연관 사망에 대한 요약 통계를 보여준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본 연구의 관찰 기간동안 119개 도시에서 폭염으로 인해 65세부터 74세까지의 노인

인구층과 75세 이상의 노인 인구층에서 각각 110,150명과 273,399명의 사망이 있었

다. 65세부터 74세의 노인층에서는 여성 사망자의 비율이 33.4%였다. 반면, 75세 이

상 인구층에서는 65-74세 인구층에 비해 폭염으로 인한 여성 사망자 비중이 57.4%

로 남성 사망자 비중보다 더욱 높았다. 한편, 각 지역별 총 폭염 평균일수는 본 연

구의 전체 관찰 기간 10년 중 51.4일로 나타났다(범위: 20일~64일). 또한, 모든 관찰 

대상 지역의 평균 여름 온도는 23.8℃였다(범위: 19.6℃~25.1℃).

 Figure 1은 노인 인구층 및 세부 인구층들이 가지는 고온연관 사망 위험성에 있어

서의 cumulative-lag 백분율 증가량(PI 또는 Percentile Increase: 폭염이 아닌 날 대비 

폭염 시기의 위험 증가량)을 보여준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전체 노인 인구

에 대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PI: 7.69%; 신뢰구간: 4.61-10.87%), 65~74세 노인 인구

층(PI: 4.37%; 신뢰구간: -2.74-12.01%)에서보다 75세 이상 노인 인구층(PI: 11.12%; 

신뢰구간: 6.72-15.71%)에서 더욱 높았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 인구층에서는 폭염으

로 인한 사망 위험이 여성(PI: 12.27%; 신뢰구간: 6.39-18.47%)이 남성(PI: 7.19%; 신

뢰구간: 0.74-14.07%)보다 높았다. 반면, 폭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65-74세 노인 인

구층 전체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Figure 2-1은 전국의 연구 대상 도시지역들이 가지는 평균 여름 온도의 지역

적 분포를 보여주고, Figure 2-2는 이에 대해 서울시 내의 분포를 확대해서 보여준

다. 그리고 Table 2는 도시화·사회적 고립·노령화 지표들에 관한 기술 통계량을 

보여준다. 아울러 Figure 3-1는 각 연구 대상 도시지역들이 가지는 도시화/사회적 

고립 지표들을 보여주고, Figure 3-2는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 서울시 내의 분포를 

확대해서 보여준다.

 Table 3-1은 도시화와 사회적 고립 지표들간의 Pearson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친목 

활동 변수와 도시지역 인구비율 변수간의 일대일 관계를 제외하면, 모든 사회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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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망(친목 활동과 이웃들간의 상호 신뢰감) 지표들이 도시화 지표들과 음의 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인구밀도 지표와 전체 노인가구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1

인 노인가구 비율 지표간의 일대일 관계를 제외하면, 모든 도시화 지표들이 전체 

노인가구 중 아파트나 단독 주택에 거주하는 1인 노인가구 비율 지표들과 양의 상

관관계가 있었고, 전체 노인가구 중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1인 노인가구 비율 지

표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아울러 노령화 지수 역시 총인구수와 도시인구 비율

과 같은 도시화 지표들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인구밀도 지

표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Table 3-2는 사회적 연결망, 주택 유형별 1인 노인가구 비율과 같은 사회적 고립 

지표들과 노령화 지표 등 본 연구에서 쓰인 설명변수들간의 Pearson 상관관계를 보

여준다. 모든 사회적 연결망 변수들(친목 활동, 이웃간 상호신뢰감 및 상호부조)은 

전체 노인가구 중 단독 주택 1인 노인가구 비율 변수 및 노령화 지수와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를 가졌고, 전체 노인가구 중 다세대 주택 1인 노인가구 비율 변수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이웃간 상호신뢰감 변수와 상호부조 변수는 전체 

노인가구 중 아파트 1인 노인가구 비율 변수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졌었지

만, 친목 활동 변수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한편, 노령화 지수는 모든 

사회적 연결망 변수들 및 전체 노인가구 중 단독 주택 1인 노인가구 비율 변수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고, 전체 노인가구 중 아파트 1인 노인가구 비율 변수 

및 다세대 주택 1인 노인가구 비율 변수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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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statistics for heatwave-related mortality data.

The described percentages were calculated based on the sum of each row.

Figure 1. The PI(Percentile Increase) of heatwave-related mortality risk for the elderly 

populations. *Symbols: star (total), rectangle (female), circle (male).

Classification Deaths aged 65-74 years Deaths aged ≥ 75 years Total deaths

Total 110,150 (28.7%) 273,399 (71.3%) 383,549 (100%)

Female 36,963 (19.1%) 156,980 (80.9%) 193,943 (100%)

Male 73,187 (38.6%) 116,419 (61.4%) 189,60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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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1.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average temperature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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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2.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average temperatures in Seoul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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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weather and urbanization/social isolation/aging 

indicators of each city.

Note) *Percentages to the total elderly households

**dandok jutaek: a regular single-family housing unit

***dasedae jutaek: a multi-family housing unit or a single low-rise 

(four-or-less-story) building

****Aging Index: The ratio of the elderly (aged 65 and over) who are generally 

economically inactive to the number of children (from 0 to 14)

Classification Variable Mean Range

Urbanization

Population 310930.4 (42159.1-1133053.4)

Population density (per km2) 5910.2 (60.2-28222.5)

Percentage of urban population (%) 88.9 (20.9-100)

Social isolation

/ Social network

Participation in social gathering (%) 54.2 (39.6-69.4)

Mutual trust among neighbors (%) 60 (45.1-78.5)

Social isolation*

/ One-person elderly 

household rate 

by housing type

Percentage of single-elderly apartment 
households among the whole elderly 
households (%)

7.9 (2.7-18.8)

Percentage of single-elderly **dandok 
jutaek households among the whole elderly 
households (%)

16.4 (3.5-36.7)

Percentage of single-elderly
***dasedae jutaek households among 
whole elderly households (%)

2.2 (0-7.5)

Aging ****Aging Index 95.9 (30.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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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urbanization/social isolation indicator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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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urbanization/social isolation indicators in Seoul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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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Pearson’s correlations (p-values) between urbanization and social isolation indicators of each city.

Social Isolation
Aging

Social Network One-person elderly household

Percentage of local 
residents who 

participate in social 
gathering/activity (%)

Percentage of local 
residents who have 

trust on their 
neighborhood (%)

Percentage of 
single-elderly 

apartment 
households 

among the whole
elderly 

households (%)

Percentage of 
single-elderly 

*dandok jutaek 
households among 
the whole elderly 
households (%)

Percentage of 
single-elderly

**dasedae jutaek
households among 

whole elderly 
households (%)

***Aging Index

Urbanization Population -0.34 (<0.01) -0.50 (<0.01) 0.21 (0.02) 0.27 (<0.01) -0.58 (<0.01) -0.53(<0.01)
Population density
(per  ) -0.238 (0.01) -0.49 (<0.01) -0.05 (0.58) 0.46 (<0.01) -0.43 (<0.01) -0.07(0.48)
Percentage of 
urban population 
(%)

-0.123 (0.18) -0.56 (<0.01) 0.31 (<0.01) 0.48 (<0.01) -0.63 (<0.01) -0.39(<0.01)

Note) *dandok jutaek: a regular single-family housing unit

**dasedae jutaek: a multi-family housing unit or a single low-rise (four-or-less-story) building

***Aging Index: The ratio of the elderly (aged 65 and over) who are generally economically inactive to the number of children 

(from 0 to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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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Pearson’s correlations (p-values) between social isolation, aging and other (general health status/medical infrastructure/stress level) 
explanatory variables

*Percentage of 
Longevity

Number of beds
in hospital per 

1,000

Number of 
doctors

per 1,000

Participation in 
social gathering 

(%)

Percentage of 
residents who 

perceive everyday 
stress a lot (%)

Percentage of local 
residents

who have trust 
on their

neighborhood (%)

Percentage of local 
residents 

who offer mutual 
aid for their 

neighborhood (%)

Percentage of 
single-elderly apartment 
households among the 

whole elderly 
households (%)

Percentage of 
single-elderly 

**dandok jutaek 
households among 
the whole elderly 
households (%)

Percentage of 
single-elderly

***dasedae jutaek
households among 

whole elderly 
households (%)

****Aging Index

*Percentage of Longevity 1(<0.01) 0.03(0.771) 0.10(0.265) 0.10(0.29) -0.14(0.13) 0.55(<0.01) 0.48(<0.01) -0.16(0.092) 0.35(<0.01) -0.35(<0.01) 0.19(0.04)

Number of beds
in hospital per 1,000 0.03(0.771) 1(<0.01) 0.34(<0.01) 0.28(0.002) -0.27(0.003) 0.16(0.077) 0.27(0.003) 0.00(0.991) 0.48(<0.01) -0.27(0.003) 0.48(<0.01)

Number of doctors
per 1,000 0.10(0.265) 0.34(<0.01) 1(<0.01) -0.05(0.621) 0.16(0.078) -0.15(0.112) -0.23(0.012) -0.04(0.64) -0.10(0.284) 0.13(0.155) 0.16(0.08)

Participation in 
social gathering (%) 0.10(0.29) 0.28(0.002) -0.05(0.621) 1(<0.01) -0.46(<0.01) 0.52(<0.01) 0.40(<0.01) 0.05(0.559) 0.399(<0.01) -0.399(<0.01) 0.26(<0.01)

Percentage of residents 
who perceive everyday 

stress a lot (%)
-0.14(0.13) -0.27(0.003) 0.16(0.078) -0.46(<0.01) 1(<0.01) -0.52(<0.01) -0.41(<0.01) 0.01(0.889) -0.55(<0.01) 0.47(<0.01) -0.3(<0.01)

Percentage of local 
residents

who have trust 
on their

neighborhood (%)

0.55(<0.01) 0.16(0.077) -0.15(0.112) 0.52(<0.01) -0.52(<0.01) 1(<0.01) 0.77(<0.01) -0.24(0.01) 0.63(<0.01) -0.52(<0.01) 0.46(<0.01)

Percentage of local 
residents 

who offer mutual aid for 
their neighborhood (%)

0.48(<0.01) 0.27(0.003) -0.23(0.012) 0.40(<0.01) -0.41(<0.01) 0.77(<0.01) 1(<0.01) -0.43(<0.01) 0.81(<0.01) -0.44(<0.01) 0.57(<0.01)

Percentage of 
single-elderly apartment 
households among the 

whole
elderly households (%)

-0.16(0.092) 0.00(0.991) -0.04(0.64) 0.05(0.559) 0.01(0.889) -0.24(0.01) -0.43(<0.01) 1(<0.01) -0.52(<0.01) -0.17(0.066) -0.42(<0.01)

Percentage of 
single-elderly **dandok 

jutaek households among 
the whole elderly 
households (%)

0.35(<0.01) 0.48(<0.01) -0.10(0.284) 0.399(<0.01) -0.55(<0.01) 0.63(<0.01) 0.81(<0.01) -0.52(<0.01) 1(<0.01) -0.50(<0.01) 0.74(<0.01)

Percentage of 
single-elderly

***dasedae jutaek
households among whole 
elderly households (%)

-0.35(<0.01) -0.27(0.003) 0.13(0.155) -0.399(<0.01) 0.47(<0.01) -0.52(<0.01) -0.44(<0.01) -0.17(0.066) -0.50(<0.01) 1(<0.01) -0.18(0.05)

****Aging Index 0.19(0.04) 0.48(<0.01) 0.16(0.08) 0.26(<0.01) -0.3(<0.01) 0.46(<0.01) 0.57(<0.01) -0.42(<0.01) 0.74(<0.01) -0.18(0.05) 1(<0.01)

Note) *Percentage of Longevity: Number of people aged over 85 / number of people aged over 65 * 100 (%)
     **dandok jutaek: a regular single-family housing unit; ***dasedae jutaek: a multi-family housing unit or a single low-rise (four-or-less-story) building
     ****Aging Index: The ratio of the elderly (aged 65 and over) who are generally economically inactive to the number of children (from 0 to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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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는 메타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대상 전체 도시들에 대한 지역별 도시화·

사회적 고립·노령화 지표들과 고온연관 사망 위험간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75세 

이상의 노인 인구층에서 도시화 지표들(총인구수, 인구밀도, 도시인구 비율)은 모두 

고온연관 사망 위험과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특히 인구밀도와 도시인

구 비율 지표들은 여성과, 총인구수 지표는 남성과 유의한 양의 연관성이 있었다. 

한편, 65-74세 노인 인구층 전체에서 도시인구 비율 지표만이 고온연관 사망 위험에 

있어서 유의한 양의 연관성을 가졌다. 따라서 도시화 요인과 고온연관 사망 위험간

의 연관성은 전반적으로 65-74세 노인 인구층보다는 75세 이상 노인 인구층에서, 그

리고 남성보다는 여성 노인층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두드러졌다.

 Table 4는 고온연관 사망 위험에 대한 지역별 사회적 고립의 영향도 보여주는데, 

남성의 경우 모든 노인 인구층에서 고온연관 사망 위험에 대해 사회적 연결망 변수

들의 유의한 음의 효과를 받는다. 특히 이웃간 상호신뢰 변수는 65세-74세 및 75세 

이상 노인 인구층에서 남성에게만 고온연관 사망 위험에 대해 유의한 음의 영향을 

준다. 반면, 친목활동 변수는 75세 이상 노인 인구층에서 유의하게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지역별 전체 노인가구 중 단독 주택에 거주하는 1인 노인가구 비율이 전반

적으로 고온연관 사망 위험과 음의 연관성을 가졌는데, 특히 7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와 남성 노인 인구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었다. 반면, 전체 노인가구 중 다세

대 주택에 거주하는 1인 노인가구 비율은 전반적으로 약한 수준으로 고온연관 사망 

위험과 양의 연관성을 보였고, 75세 이상 남성 노인 인구에서만 유의한 양의 영향

을 가졌다. 전반적으로 주거 유형별 1인 노인가구 비율 변수들은 고온연관 사망 위

험에 대해 여성보다 남성 인구층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민감한 연관성을 보였다. 한

편 지역별 전체 노인가구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1인 노인가구의 비율과 노령화 지

수는 고온연관 사망 위험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4-1은 서울 및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 그 외 광역시들, 그리고 인구 30만

이 넘는 큰 규모의 83개 도시들만을 대상으로 도시화·사회적 고립·노령화 지표들

과 고온연관 사망 위험간 연관성을 보여주는데, 경향성은 전반적으로 Table 4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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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하나 다소 상대적으로 약한 영향을 나타낸다. 특히 인구밀도와 도시지역 인구비

율과 같은 도시화 지표들은 75세 이상 전체 또는 여성 노인 인구층에서 고온연관 

사망 위험에 대해 유의한 양의 연관성을 보인다. 두 가지 사회적 연결망 전체 지표

들은 65-74세 남성 노인층에서만 고온연관 사망 위험에 대해 유의한 양의 효과를 

주었다. 반면 Table 4-1에서는 주거 유형별 독거노인 가구 비율 지표가 유의한 영향

을 대개 가지지 못하는데, 전체 노인가구 대비 단독 주택에 거주하는 1인 노인가구 

비율이 65-74세 남성 노인층과 75세 이상 여성 노인층에서 유의하게 고온연관 사망 

위험을 낮추는 영향을 주었다. 한편 지역별 노령화 지수는 75세 이상 남성 노인층

에서만 고온연관 사망 위험에 대해 약한 수준으로 음의 연관성을 가졌다.

 Table 4-2는 본 연구의 전체 관찰 대상 도시들 중에서 위 Table 4-1의 대상 도시들

을 제외한 36개 도시들을 대상으로 도시화·사회적 고립·노령화 지표들과 고온연

관 사망 위험간 연관성을 보여준다. 특히 Table 4-1과 비교해서 고온연관 사망위험

에 있어서 더욱 약한 경향을 보인다. 또한, 65-74세 여성 노인층에서 총인구수와 도

시지역 인구비율 변수가 고온연관 사망 위험과 양의 연관성이 있었고, 75세 이상 

남성 노인층에서 인구밀도 변수가 양의 연관성이 있었다. 한편 Table 4-2에서 노령

화 지수는 고온연관 사망 위험에 대해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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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ssociation between urbanization/social isolation/aging indicators and heatwave-related mortality risk of the elderly populations. 

Results are expressed as percentile increase (95% confidence interval) in heatwave-related mortality risk per 1-unit increase in each 

meta-variable. Average values of regional income tax, summer temperature, and summer temperature range were adjusted in the estimated 

associations.

Urbanization
Social Isolation

Aging
Social Network One-person Elderly Households

Population Population
Density

Percentage of 
urban 

population (%)

Percentage of 
local residents 
who participate 

in social 
gathering/activity 

(%)

Percentage of 
local residents
who have trust 

on their
neighborhood (%)

Percentage of 
single-elderly 

apartment 
households 

among the whole
elderly 

households (%)

Percentage of 
single-elderly 

***dandok jutaek 
households 

among the whole 
elderly 

households (%)

Percentage of 
single-elderly
****dasedae 

jutaek
households 

among whole 
elderly 

households (%)

*****Aging
Index

People 
aged

65-74 years

Total 0.2 (-2.9,3.4) 5.2 (-4.9,16.4) 0.7 (0.1,1.2)** -0.7 (-1.8,0.5) -0.8 (-1.8,0.3) 0.4 (-1.6,2.5) -0.8 (-1.8,0.3) 2.6 (-2.2,7.7) -0.1 (-0.3,0.1)

Female -1.3 (-6,3.7) 6.6 (-9.9,26) 0.9 (0,1.9)* 0.5 (-1.4,2.5) -0.3 (-2.1,1.5) -2 (-5.3,1.5) -0.5 (-2.3,1.4) 3.6 (-4.3,12.1) -0.1 (-0.4,0.2)

Male 1.4 (-2.2,5.2) 3.4 (-8,16.2) 0.6 (0,1.3)* -1.3 (-2.7,0)* -1.2 (-2.5,0)* 1.8 (-0.6,4.2) -1 (-2.3,0.2) 2.2 (-3.4,8.1) -0.1 (-0.3,0.1)

People 
aged

≥ 75 years

Total 1.9 (0.2,3.6)** 9.3 (3.1,15.9)** 0.4 (0.1,0.7)** -0.9 (-1.6,-0.2)** -0.5 (-1.1,0.1) 0.1 (-1.1,1.2) -0.7 (-1.3,-0.1)** 1.9 (-1,4.8) -0.1 (-0.2,0)

Female 1.1 (-1.1,3.4) 11.1 (2.8,20.2)** 0.5 (0,0.9)** -0.6 (-1.5,0.3) -0.1 (-0.9,0.7) 0.6 (-0.9,2.2) -0.6 (-1.4,0.2) 0.1 (-3.6,4.1) 0 (-0.2,0.1)

Male 3.1 (0.4,5.8)** 6.4 (-2.8,16.4) 0.3 (-0.2,0.8) -1.3 (-2.3,-0.3)** -0.9 (-1.8,0)* -0.7 (-2.4,1.2) -0.9 (-1.7,0)* 4 (-0.5,8.7)* -0.1 (-0.3,0)

Note) p-value <0.1 (*), p-value <0.05 (**)
***dandok jutaek: a regular single-family housing unit
****dasedae jutaek: a multi-family housing unit or a single low-rise (four-or-less-story) building
*****Aging Index: The ratio of the elderly (aged 65 and over) who are generally economically inactive to the number of children 
(from 0 to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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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Association between urbanization/social isolation/aging indicators and heatwave-related mortality risk of the elderly populations in 

the capital area (Seoul and Gyeonggi), six metropolitan cities and other cities with more than 300,000 population. Results are expressed as 

percentile increase (95% confidence interval) in heatwave-related mortality risk per 1-unit increase in each meta-variable. Average values of 

regional income tax, summer temperature, and summer temperature range were adjusted in the estimated associations.

Urbanization
Social Isolation

Aging
Social Network One-person Elderly Households

Population Population
Density

Percentage of 
urban 

population (%)

Percentage of 
local residents 
who participate 

in social 
gathering/activity 

(%)

Percentage of 
local residents
who have trust 

on their
neighborhood (%)

Percentage of 
single-elderly 

apartment 
households 

among the whole
elderly 

households (%)

Percentage of 
single-elderly 

***dandok jutaek 
households 

among the whole 
elderly 

households (%)

Percentage of 
single-elderly
****dasedae 

jutaek
households 

among whole 
elderly 

households (%)

*****Aging
Index

People 
aged

65-74 years

Total -0.8 (-4.3,2.9) 4 (-7,16.2) 1 (-0.1,2)* -0.7 (-2.1,0.7) -1.1 (-2.5,0.4) 0.3 (-2,2.7) -1.2 (-2.9,0.6) 2.2 (-3.3,8) -0.2 (-0.5,0.1)

Female -3.6 (-8.9,1.9) 4.8 (-12.9,26) 0.6 (-1.2,2.3) 1.2 (-1.1,3.6) -0.3 (-2.8,2.2) -2.7 (-6.5,1.3) 1 (-2,4.1) 2.7 (-6.2,12.4) 0.2 (-0.3,0.7)

Male 1.2 (-3,5.6) 1.8 (-10.6,15.9) 1.2 (0,2.5)* -1.6 (-3.1,0)* -1.6 (-3.3,0.1)* 1.9 (-0.8,4.7) -2.2 (-4.2,-0.1)** 1.7 (-4.7,8.6) -0.3 (-0.7,0)*

People 
aged

≥ 75 years

Total 1.2 (-0.8,3.3) 7.8 (1,15)** 0.6 (0,1.2)** -0.6 (-1.4,0.2) -0.1 (-0.9,0.8) 0 (-1.4,1.4) -0.8 (-1.8,0.2) 0.3 (-3,3.7) 0 (-0.1,0.2)

Female 1 (-1.8,4) 12 (2.6,22.2)** 1 (0.2,1.8)** -0.6 (-1.7,0.5) 0 (-1.2,1.3) 0.6 (-1.3,2.6) -1.3 (-2.7,0.1)* -0.3 (-4.8,4.5) 0 (-0.3,0.2)

Male 1.5 (-1.5,4.7) 2 (-7.7,12.8) 0.2 (-0.7,1) -0.6 (-1.8,0.7) -0.1 (-1.4,1.3) -0.8 (-2.9,1.3) -0.2 (-1.7,1.4) 0.8 (-4.3,6.1) 0.1 (-0.2,0.4)

Note) p-value <0.1 (*), p-value <0.05 (**)
***dandok jutaek: a regular single-family housing unit
****dasedae jutaek: a multi-family housing unit or a single low-rise (four-or-less-story) building
*****Aging Index: The ratio of the elderly (aged 65 and over) who are generally economically inactive to the number of children 
(from 0 to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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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Association between urbanization/social isolation/aging indicators and heatwave-related mortality risk of the elderly populations in 

less urbanized cities. Results are expressed as percentile increase (95% confidence interval) in heatwave-related mortality risk per 1-unit 

increase in each meta-variable. Average values of regional income tax, summer temperature, and summer temperature range were adjusted in 

the estimated associations.

Urbanization
Social Isolation

Aging
Social Network One-person Elderly Households

Population Population
Density

Percentage of 
urban 

population (%)

Percentage of 
local residents 
who participate 

in social 
gathering/activity 

(%)

Percentage of 
local residents
who have trust 

on their
neighborhood (%)

Percentage of 
single-elderly 

apartment 
households 

among the whole
elderly 

households (%)

Percentage of 
single-elderly 

***dandok jutaek 
households 

among the whole 
elderly 

households (%)

Percentage of 
single-elderly
****dasedae 

jutaek
households 

among whole 
elderly 

households (%)

*****Aging
Index

People 
aged

65-74 years

Total 24.3 (-3.8,60.6) -13.8 
(-88.1,524.3) 1 (-0.2,2.3) -1.1 (-4.6,2.4) -1.1 (-4.8,2.7) -0.4 (-1.9,1) 0.5 (-4.9,6.1) -0.8 (-3.7,2.2) 0 (-0.4,0.3)

Female 68.4 
(11.8,153.5)**

70.9 
(-91.4,3279.3) 3.1 (1,5.2)** -0.8 (-6.1,4.8) -0.3 (-6,5.7) -1.5 (-3.7,0.7) 3.5 (-4.9,12.6) -3.8 (-8.2,0.8) -0.4 (-0.9,0.2)

Male 11.2 
(-15.8,46.9)

-42.6 
(-92.1,316.6) 0.2 (-1.2,1.5) -1.7 (-5.3,2.1) -1.6 (-5.4,2.4) -0.3 (-1.8,1.2) -0.4 (-6,5.5) 0.3 (-2.8,3.6) 0.1 (-0.3,0.5)

People 
aged

≥ 75 years

Total 1.3 (-10.9,15) 80.9 
(-40.5,450.1) 0.2 (-0.5,0.8) -1.5 (-3.1,0.2)* -0.5 (-2.4,1.4) -0.3 (-1,0.4) -0.2 (-2.9,2.7) 0.1 (-1.5,1.6) -0.1 (-0.3,0.1)

Female 8.8 (-8.3,29.1) -17.1 
(-81.1,263.8) 0.4 (-0.4,1.3) -1.3 (-3.5,1) -0.5 (-3.1,2.2) -0.7 (-1.6,0.3) 0.9 (-2.9,4.7) -0.3 (-2.3,1.8) -0.1 (-0.3,0.2)

Male -6.2 
(-23.6,15.2)

421.6 
(-0.5,2634.5)* -0.1 (-1.2,0.9) -1.6 (-4.2,1.1) -0.7 (-3.7,2.4) 0 (-1.1,1.2) -1.3 (-5.5,3.1) 0.4 (-2,2.9) 0 (-0.3,0.3)

Note) p-value <0.1 (*), p-value <0.05 (**)
***dandok jutaek: a regular single-family housing unit
****dasedae jutaek: a multi-family housing unit or a single low-rise (four-or-less-story) building
*****Aging Index: The ratio of the elderly (aged 65 and over) who are generally economically inactive to the number of children 
(from 0 to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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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는 이전 메타 회귀분석(Table 4)에서 각 도시지역별 경제적 수준 즉, 1인당 

평균 지방소득세, 평균 온도 및 평균 온도 범주를 보정했던 것과 더불어 총인구수

까지 보정된 결과이다. 도시 규모가 보정된 상태에서도 Table 4의 양상과 비슷하게 

사회적 연결망 지표들은 남성 노인들과 75세 이상 노인 인구층에서 고온연관 사망

과 유의한 음의 연관성을 가졌다. 또한, 전체 노인가구 중 단독 주택 거주 1인 노인

가구 비율 변수 역시 65-74세 노인층에서 고온연관 사망과 유의한 음의 연관성을 

가졌다.

 Figure 4와 Table 6은 Table 4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상의 전체 관찰 대상 119개 도

시들을 대상으로 하되, 폭염의 정의에 대해 더 높은 기준(지역별 온도 분포 중 백분

율 상위 97%에 속하는 평균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경우)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

과이다. Figure 4에서 나타나듯이, 65-74세 노인 인구층에서는 모두 고온연관 사망 

위험(PI)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75세 이상 노인 인구층에서는 전체와 남성 노인층에

서만 유의한 고온연관 사망 위험이 있었다. 메타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Table 6

은 Table 4의 결과와 거의 유사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또 다른 추가 분석으로서 각 지역별 일반적인 수명 수

준을 나타내는 장수 비율 변수(전체 65세 노인인구 중 85세 이상 고령 노인인구 비

율), 보건의료 환경 기반 수준을 나타내는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및 의사 

수 변수, 그리고 지역의 전반적인 정신 건강 수준을 보여주는 스트레스 인지율 변

수들을 이용하여 따로 메타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Table 7과 Table 8) 해당 과정

에서 기존 메타 회귀분석(Table 4) 방식대로, 각 도시별 1인당 평균 지방소득세, 평

균 온도 및 평균 온도 범위 변수들이 통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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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ssociation between social isolation/aging indicators and heatwave-related mortality risk of the elderly populations, with additionally 

adjusted average values of regional population size. Results are expressed as percentile increase (95% confidence interval) in 

heatwave-related mortality risk per 1-unit increase in each meta-variable. Average values of regional income tax, population size, summer 

temperature, and summer temperature range were adjusted in the estimated associations.

Social Isolation
Aging

Social Network One-person Elderly Households

Percentage of 
local residents 
who participate 

in social 
gathering/activity 

(%)

Percentage of 
local residents
who have trust 

on their
neighborhood (%)

Percentage of 
single-elderly 

apartment 
households 

among the whole
elderly 

households (%)

Percentage of 
single-elderly 

***dandok jutaek 
households 

among the whole 
elderly 

households (%)

Percentage of 
single-elderly
****dasedae 

jutaek
households 

among whole 
elderly 

households (%)

*****Aging
Index

People 
aged

65-74 years

Total -0.7 (-2,0.5) -0.9 (-2.1,0.2) 0.4 (-1.7,2.6) -1.1 (-2.4,0.2)* 2.7 (-2.2,7.8) -0.1 (-0.3,0.1)

Female 0.4 (-1.6,2.5) -0.6 (-2.5,1.4) -1.9 (-5.4,1.8) -1 (-3.2,1.2) 3.9 (-4.1,12.5) -0.2 (-0.6,0.2)

Male -1.3 (-2.7,0.1)* -1.2 (-2.5,0.1)* 1.7 (-0.8,4.2) -1.1 (-2.6,0.4) 1.9 (-3.8,7.9) -0.1 (-0.3,0.2)

People 
aged

≥ 75 years

Total -0.7 (-1.4,0)** -0.2 (-0.9,0.4) -0.4 (-1.6,0.9) -0.5 (-1.2,0.2) 1.3 (-1.6,4.3) 0 (-0.1,0.1)

Female -0.5 (-1.5,0.4) 0 (-0.8,0.9) 0.4 (-1.2,2.1) -0.6 (-1.5,0.4) -0.2 (-4,3.8) 0 (-0.2,0.2)

Male -1 (-2.1,0.1)* -0.5 (-1.5,0.5) -1.4 (-3.3,0.4) -0.4 (-1.5,0.8) 3.1 (-1.4,7.8) 0 (-0.2,0.2)

Note) p-value <0.1 (*), p-value <0.05 (**)
***dandok jutaek: a regular single-family housing unit
****dasedae jutaek: a multi-family housing unit or a single low-rise (four-or-less-story) building
*****Aging Index: The ratio of the elderly (aged 65 and over) who are generally economically inactive to the number of children 
(from 0 to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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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PI(Percentile Increase) of heatwave-related mortality risk for the elderly 

populations. Heatwave was defined as daily mean temperature above 97th percentile of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with two or more consecutive days for each community 

during the study period. *Symbols: star (total), rectangle (female), circle (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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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ssociation between urbanization/social isolation indicators and heatwave-related mortality risk of the elderly populations. Heatwave was 

defined as daily mean temperature above 97th percentile of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with two or more consecutive days for each community 

during the study period. Average values of regional income tax per capita, summer temperature, and summer temperature range were adjusted in 

the estimated associations.

Note) p-value <0.1 (*), p-value <0.05 (**)
***dandok jutaek: a regular single-family housing unit
****dasedae jutaek: a multi-family housing unit or a single low-rise (four-or-less-story) building
*****Aging Index: The ratio of the elderly (aged 65 and over) who are generally economically inactive to the number of children (from 
0 to 14)

Urbanization
Social isolation

Aging
Social Network One-person elderly household

Population Population
Density

Percentage of 
urban 

population (%)

Percentage of 
local residents 
who participate 

in social 
gathering/activity 

(%)

Percentage of 
local residents
who have trust 

on their
neighborhood (%)

Percentage of 
single-elderly 

apartment 
households 

among the whole
elderly 

households (%)

Percentage of 
single-elderly 

***dandok jutaek 
households 

among the whole 
elderly 

households (%)

Percentage of 
single-elderly
****dasedae 

jutaek
households 

among whole 
elderly 

households (%)

*****Aging 
Index

People 
aged

65-74 years

Total 0.3 (-2.8,3.5) 5.2 (-5,16.5) 0.7 (0.1,1.2)** -0.6 (-1.8,0.5) -0.8 (-1.8,0.3) 0.4 (-1.6,2.5) -0.8 (-1.9,0.3) 2.7 (-2.1,7.8) -0.1 (-0.3,0.1)

Female -1.4 (-6.1,3.5) 5.8 (-10.5,25.2) 0.9 (-0.1,1.9)* 0.6 (-1.3,2.6) -0.4 (-2.1,1.5) -2 (-5.4,1.4) -0.1 (-2,1.8) 3.3 (-4.6,11.8) -0.2 (-0.6,0.2)

Male 1.7 (-2,5.4) 3.8 (-7.7,16.6) 0.6 (0,1.3)* -1.3 (-2.7,0)* -1.2 (-2.4,0)* 1.8 (-0.5,4.2) -1.3 (-2.5,0)* 2.6 (-3.1,8.5) -0.1 (-0.4,0.2)

People 
aged

≥ 75 years

Total 1.9 (0.2,3.7)** 9.3 (3.1,15.9)** 0.4 (0.1,0.7)** -0.9 (-1.5,-0.2)** -0.5 (-1.1,0.1) 0.1 (-1.1,1.3) -0.8 (-1.4,-0.2)** 1.9 (-1,4.9) -0.1 (-0.2,0.1)

Female 1.2 (-1.1,3.5) 11.2 (2.9,20.3)** 0.5 (0,0.9)** -0.6 (-1.5,0.3) -0.1 (-0.9,0.7) 0.6 (-0.9,2.2) -0.7 (-1.5,0.1) 0.2 (-3.6,4.2) 0 (-0.2,0.2)

Male 3.1 (0.5,5.8)** 6.3 (-2.9,16.3) 0.3 (-0.2,0.8) -1.2 (-2.2,-0.2)** -0.9 (-1.8,0)* -0.6 (-2.4,1.2) -0.9 (-1.8,0.1)* 4 (-0.4,8.7)* -0.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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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escriptive statistics for general health status/medical infrastructure/stress 

indicators: additional analysis.

Classification Variable Mean Range

General health condition

Percentage of Longevity: 

Number of people aged over 85 / number 

of people aged over 65 * 100 (%)

7.6 (5.4-10.7)

Medical infrastructure Number of beds in hospital per 1,000 13.1 (0.2-46.8)

Number of doctors per 1,000 2.6 (1.1-16.5)

Mental health Stress cognitive (%) 28.4 (2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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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Associations between general health status/medical infrastructure/stress indicators and heatwave-related mortality risk of the elderly 

populations. Average values of regional income tax per capita, summer temperature, and summer temperature range were adjusted in the 

estimated associations.

Note) p-value <0.1 (*), p-value <0.05 (**)

***Percentage of Longevity: Number of people aged over 85 / number of people aged over 65 * 100(%)

***Percentage of 

Longevity (%)

Number of beds

in hospital per 1,000

Number of doctors

per 1,000

Percentage of residents 

who perceive everyday 

stress a lot (%)
People aged 65-74 years Total 7.1 (-4.7,20.3) -1.1 (-2.8,0.8) -0.6 (-5.9,5) 1.1 (-4.5,7.1)

Female 13.2 (-6.6,37.3) -0.2 (-3.3,3) 8.1 (-1.2,18.4)* -0.4 (-9.4,9.4)

Male 2 (-10.7,16.5) -1.2 (-3.2,0.9) -4.2 (-10.2,2.2) 2.2 (-4.4,9.3)

People aged ≥ 75 years Total -1.5 (-7.9,5.4) -0.4 (-1.5,0.7) 0 (-3.1,3.2) 0.9 (-2.5,4.4)

Female -1.7 (-10.6,8) -1.3 (-2.8,0.1)* -1.7 (-5.8,2.7) -1.3 (-5.8,3.4)

Male -1.8 (-11.6,9.2) 0.9 (-0.8,2.6) 2.2 (-2.7,7.3) 4.2 (-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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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찰

5.1 논의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내 119개 도시별 도시화·사회적 고립·노

령화 정도와 해당 도시의 노년 인구층이 가지는 고온연관 사망 위험성에 관하여 분

석하였다. 고온연관 사망 위험성은 65-74세 노인 인구층보다 75세 노인 인구층에서 

더욱 높았으며, 남성보다 여성 노인층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

서는 지역별 도시화와 사회적 고립수준간의 양의 연관성을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도시화와 사회적 고립수준 지표들이 해당 지역의 고온연관 사망 위험성과 양의 연

관성을 가졌다. 그리고 고온연관 사망 위험성에 기여하는 사회적 고립의 영향은 전

반적으로 특히 75세 이상의 노인들과 남성 노인들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반면, 이러

한 영향은 수도권과 광역시들, 그리고 30만 이상 인구 규모를 가진 도시들 범주 내

에서 비슷하게 유지되었고, 그 이외의 소도시 지역들에서는 상당히 약해졌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75세 이상의 노인들과 여성이 기본적으로는 고온연관 사망 

위험을 더 갖는다는 점을 발견하였는데(비록 65-74세 인구층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

성에서 고온연관 사망 위험이 높았지만, 두 성별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

과는 기존 연구 결과들과 일맥상통하다(Anderson and Bell 2009; Chung et al. 2015; 

Medina-Ramón et al. 2006; O’neill et al. 2003; Son et al. 2012). 아울러 본 연구에

서는 65-74세 인구층 전체에서 폭염과 사망간의 유의한 양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층에서 나타나는 고온연관 사망 위험성이 2000년대 후

반부터 낮게 나타난다는 다른 국내 연구(Chung et al. 2017)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데, 이는 노인의 일반적인 정의(65세 이상 연령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연령대의 인

구층이 폭염에 대한 취약 인구층으로서 집중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는 지역의 도시화가 사회적 고립수준과 상호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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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고립수준이 고온연관 사망 위험성에 대한 취약성과 연결

된다는 점이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더욱 높은 수준의 친목활동 정도와 상호신뢰가 

있는 사회의 지역 주민들이 고온연관 사망 위험을 덜 가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같은 노인 1인 가구라 하더라도 전체 노인가구 중 단독 주택에 거주하는 1인 노인

가구 비율이 높은 도시지역일수록 고온연관 사망 위험과 음의 연관성을 가지는 반

면,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1인 노인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대체적으로 (특

히 75세 이상 남성 노인의) 고온연관 사망 위험이 높다는 점도 보여준다. 이웃 사회

나 동일 계층에 대한 신뢰, 유대감, 애착, 집합적 효능감의 수준 등 사회적 자본이 

단독 주택지보다 공동 주택지 거주민들 사이에서 더 떨어진다는 기존 연구들

(Kleinhans et al. 2007; 천현숙 2001; 김동배·이익섭 1995; 천지영 2010; 김영미 

2014)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결과는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 단

독 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보다 사회적 연결망 수준이 떨어지며, 이에 따라 더 

큰 고온연관 사망 위험을 받는다는 점을 암시한다. 즉, 이는 사회적 자본이나 사회

적 연결망 수준에 반대되는 개념인 사회적 고립이 고온연관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기존 연구결과들(Semenza et al. 1996; Klinenberg 2003; Gronlund et al. 2015)과 일

맥상통하며, 이웃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heat-risk에의 취약성을 줄인다는 연구결

과(Klinenberg 2015)를 뒷받침한다. 

 한편 이처럼 본 연구에서 전체 노인가구 중 다세대 주택 거주 1인 노인가구 비율

은 heat-risk에 양의 영향을 주는 반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1인 노인가구 비율은 

heat-risk에 있어서 유의한 효과를 가지지 않았다. 이 역시 같은 공동 주택이라 하

더라도 연립, 빌라 등을 포함하는 다세대 주택보다 아파트 거주민들이 가지는 이웃

에 대한 신뢰감, 애착, 집합적 효능감 등의 사회적 자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는 기존 연구(김영미 2014)결과를 고려했을 때, 다세대 주택에 혼자 거주하는 노인

이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는 노인보다 사회적 자본 수준이 낮고 이에 따라 heat-risk

에 있어서도 더욱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한국 노인층이 가지는 폭염 취약성이 고립은 물론이고 경제적 박탈과

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다른 기존 연구결과(Romero-Lankao et al. 2012)와도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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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이 비슷하다. 위에 언급하였다시피, 한국에서는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모두 전형

적인 공동 주택 형식이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다세대 주택이 아파트보다 더 

저렴하고 작다(Jun 2013). 또한, 한국만의 독특한 거주 환경으로서 아파트는 주거 편

리성, 공원, 그리고 좋은 교육 환경과 의료 시설들을 단지 내부 혹은 주변에 같이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점은 아파트 거주가 폭염에 대한 독거의 취약성을 상쇄

할 수 있는 반면, 다세대 주택에 홀로 거주하는 노인들이 가지는 heat-risk가 경제

적 박탈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이나 이웃간의 접촉 등 사회적 환경과 의료 접근성 

측면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박탈과도 연관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흥미롭게도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연결망과 heat-risk간 연관성에서 성별 차이 역

시 나타났는데, 여성보다는 남성 인구에서 음의 연관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도시의 규모(총인구수)를 통제한 분석(Table 5)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사회학 연구들(Neri et al. 2012; Vandervoort 2000)이 제시하는, 

두 성(sex)이 가지는 사회적 관계 패턴의 차이로 일부 설명될 수 있다. 남성이 여성

보다 더욱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우며(Neri et al. 2012; Vandervoort 2000), 특히 

나이가 들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남성은 여성보다 사회적 지지의 결핍에 있어서 더

욱 취약할 수 있다(Cloutier-Fisher and Kobayashi 2009). 아울러 많은 선행 연구들이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사회적 지

지를 얻고 반대로 타인에게도 사회적 지지를 더 제공하며, 형성된 사회적 관계망에

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한다고 보고해 왔다(Antonucci and Akiyama 1987; Belle 

1991; Leavy 1983). 특히 한국의 남성 노인들은 주로 그들의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자원을 형성해왔던 경향이 있는데, 이로써 은퇴로 인한 그들의 사회적 관계

망의 축소 정도가 여성보다 더욱 커지게 된다(Seok and Jang 2016).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사회적 고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특히 남성 노인 인구층에게 생기는 폭

염 영향을 줄이는 데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위에 언급되었다시피 본 연구는 도시화와 사회적 고립수준간의 양의 연관성을 밝

히고 해당 두 요인 모두 고온연관 사망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데, 특히 사

회적 고립수준의 영향력이 수도권과 광역시들 및 인구 30만 명이 넘는 비교적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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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도시들(Table 4-1)에서 소도시들(Table 4-2)에서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를테면 사회적 연결망 지표들과 전체 노인가구 중 

단독 주택 1인 노인가구 비율 지표가 노인 인구의 고온연관 사망 위험을 줄이는 경

향이 Table 4-2에서보다 Table 4-1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사

회적 고립수준은 도시화된 지역일수록 높아짐과 동시에, 소도시지역들보다 일정 규

모 이상의 도시지역들에서 고온연관 사망 위험에 더욱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

준다.

 한편, 본 연구결과에서 전반적으로 도시지역별 노령화 지수는 고온연관 사망 위험

을 높이는 변수가 아니었다. 더욱이 Table 4-1에 나타나듯이, 큰 규모의 도시지역들

에서는 노령화 지수가 65-74세 남성 노인 인구층에서 유의하게 고온연관 사망 위험

을 낮추는 영향이 있었다. 이는 지역 인구의 노령화와 고온연관 사망 위험간의 양

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기존의 지역별 폭염 취약성 연구들(Hajat et al. 2010; Chen 

et al. 2016)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노령화 지수와 음의 상호연관성을 가지는 즉, 인

구 규모가 크고 도시화된 지역일수록 고온연관 사망 위험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

다.

 이처럼 본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

국 도시지역들에 나타나는 heat-risk 취약성에 대한 주된 요인으로서 사회적 고립 

요소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사회적 고립수준 하나의 영역만이 주된 요인

이거나,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들보다 강력한 요인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도시화는 

다양한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변화들을 아우르는 복잡한 개념이다(Calì 2008; UN 
2018). 이러한 이유로 heat-risk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시화와 연관 다양한 변수들

이 있어 왔다(Chen et al. 2016; Sera et al. 2019). 본 연구에서도 각 지역별 일반적

인 수명 수준을 나타내는 장수 비율, 보건의료 환경 기반 수준을 나타내는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및 의사 수, 그리고 지역의 전반적인 정신 건강 수준을 보

여주는 스트레스 인지율과 같은 다른 설명변수들로 추가적인 분석(Table 3-2, Table 

7, Table 8)을 진행하였으나, 본 연구의 도시지역들 내에서는 고온연관 사망 위험과 

큰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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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한점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들을 지닌다. 첫째, 두 가지 사회적 관계망 변수들(친

목활동과 이웃간 상호 신뢰감)은 자가보고 또는 설문조사에 의해 이루어졌다(지역사

회건강조사 2017년 원시자료 이용지침서). 따라서 이와 관련한 오분류 바이어스

(misclassification bias)나 회상 바이어스(recall bias)와 같은 문제들이 연구자료에 내

재되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몇몇 기존 연구들이 자가보고 조사 방식의 질적 우수

성을 보고하고 있으며(Barr et al. 2009; Okura et al. 2004), 한국 질병관리본부 지역

사회 건강조사의 조사자들과 조사 결과에 대한 질적 관리 역시 지속적으로 시행되

어 왔기 때문에(Lee et al. 2016), 본 연구에서 오분류 바이어스나 회상 바이어스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도시화, 사회적 고립수준, 노령화 등 설명변수들간 상호관계가 높

게 나타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이유로 개별 설명변수에 대한 개별적인 메

타분석을 각각 따로 시행하였다. 따라서 Table 4-2에서처럼 각 도시화 지표들이 

Table 4나 Table 4-1과는 다르게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성별의 노인 인구에서 

heat-risk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아낼 수 없었

다. 하지만 본 연구는 모든 메타 회귀분석에서 각 관찰 도시별 경제 수준을 나타내

는 1인당 평균 지방소득세, 평균 온도, 온도 범주(Table 4 – Table 4-2, Table 6, 
Table 8), 그리고 인구 규모(Table 5) 값들을 보정한 메타 회귀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최대한 교란 바이어스를 통제하고, 집중적으로 본 연구의 주요 설명변수들의 효과

들을 관찰 및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른 최근 연구들 역시 비슷한 이유로 본 

연구와 비슷한 접근법을 취했다(Chung et al. 2108; Sera et al. 2019). 추후 요인 분

석(factor analysis)이나 shrinkage methods 등과 같은 더욱 진보된 분석적 접근법이 

이용되어 연구될 필요가 있다.

 셋째, 같은 주거 유형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수준은 가구 또는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주는 정보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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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분리해서 분석할 수 없었다. 이를테면 본 연구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 가구라 하더라도 기존 연구들(서종여･하성규 

2009; 권치홍･김주영 2012; 한수정 등 2018)에서처럼 일반 분양아파트와 공공 임대

아파트 등으로 층화해서 관찰 및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

해서 본 연구에서는 관찰 대상 도시를 서울 및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 광역시들, 

그리고 30만 이상의 큰 규모를 가지는 도시들과 그렇지 않은 소도시 지역들로 각각 

초점을 맞춤으로써 heat-risk에 대한 주거 유형별 1인 노인가구 비율 지표들의 영향

력을 더욱 분명하게 보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중추적인 경향은 기존 결과와 크게 달

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이용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는 전

수조사를 기반으로 하므로, 각 도시의 주거 유형별 1인 노인가구 비율 즉 고립수준

을 높은 정확도로 측정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각 도시별 1인당 평균 

지방소득세 변수를 보정변수로서 이용하였기 때문에, 해당 제한점에 대해 적어도 

지역별 경제적 차이에서 오는 바이어스는 통제했다고 할 수 있다.

5.3 의의

 위와 같은 제한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폭염-취약성(vulnerability to heat 

wave)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주된 강점은 한국의 119개 도시

지역들을 아우르는 다도시(multi-city) 데이터 셋을 이용하여 노인 인구층의 폭염-취

약성에 미치는 도시화 및 사회적 고립의 영향을 분석한, 가장 큰 규모의 역학연구

라는 점이다. 또한, 이전 고온-취약성(heat-vulnerability) 관련 국내 연구들이 한국의 

주요 도시지역들을 위주로 분석한 반면(Chung et al. 2017; Lee et al. 2018; 이대근 

2018; 김다혜 2019), 본 연구는 더 높은 공간 해상도(higher spatial resolution)로 세

부 지역 도시들까지 관찰하였다. 이전 연구들은 작은 단위의 세부 도시지역들에서 

나타나는 고온-취약성의 공간변이성(spatial variability)에 대해서 밝혀왔고(Bennett 

et al. 2014; Chen et al. 2016; Knowlton et al. 2008), 이러한 세부지역 단위의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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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국가적 자원 분배와 정책 시행에 더욱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고 보고해 왔다(Bennett et al. 2014).

 마지막으로 한국은 최근 몇십년 동안 급격한 노령화를 겪어 왔고, 따라서 고온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은 추후 기후 변화 아래에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Lee and Kim 2016, 2017). 폭염이 노인 인구층 건강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평가

하는 차원에서, 본 연구결과는 그 영향력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본 연

구결과는 폭염에 대비하는 노인 보건정책 차원을 비롯하여 각 도시별 인구학, 도시

학, 보건학 분야 등을 아우르는 다학제적 정책들을 구성하는 데 과학적 및 정량적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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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는 한국 노인층에서 나타나는 폭염-취약성(vulnerability to heat wave)과 도

시화 및 사회적 고립간의 연관성을 찾고 정량화하였다. 각 도시지역별 친목 활동 

정도 및 이웃간 상호신뢰 그리고 주거 유형별 1인 노인가구 비율 변수들은 노인 인

구층의 폭염-취약성을 줄이거나 높이는 데 영향이 있는 중요 변수들이었다. 친목활

동, 이웃간 상호신뢰 및 전체 노인가구 중 단독 주택에 거주하는 1인 노인가구 비

율은 고온-취약성과 음의 연관성을 가졌으며, 전체 노인가구 중 다세대 주택에 거

주하는 1인 노인가구 비율은 고온-취약성과 양의 연관성을 가졌다. 또한, 이러한 사

회적 고립의 영향은 여성보다 남성 인구층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급격한 노령화와 기후 변화로 인한 사회병리 현상을 겪는 한국 사회나 

다른 국가의 대응적 보건·인구정책 구축 및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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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cial Isolation under Urbanization and 

Vulnerability to Heatwave-Related 

Mortality in the Elderly Population

: A Time-Series Multi-Community Study in South Korea

Yong-ook Kim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We investigated whether regional indicators of urbanization and 

social isolation on Korean cities are associated with the elderly heatwave-related 

mortality, and specific vulnerable population groups.

METHODS: We first collected time-series data covering the daily elderly mortality 

and weather variables from 119 cities in South Korea during 2008-2017, to analyze 

heatwave-related mortality in each city. The time-series regression with a 

distributed lag model was used to assess the impacts of heat wave, and the 

city-specific estimates were pooled. Then we implemented each univariate 

meta-analysis for the association between the level of (1) urbanization(each city’s 

population size, population density, percentage of urban population) · (2) social 

isolation((a) social network: social gathering and social trust, and (b) single-elderly 

household rate respectively by housing types: single-elderly apartment 



- 62 -

·single-family·multi-family households among all the elderly households) and the 

estimated heat-related mortality risk by city level. Also, we conducted additional 

analysis by dichotomically focusing on (1) relatively bigger cities(83): capital areas, 

metropolitan cities and large cities with more than 300,000 population, and (2) 36 

less urbanized cities to see how the association appears by the urban scale.

RESULTS: We found that the heat-risk of population aged 75 and over(PI: 11.12 

[6.72, 15.71]) was significant and higher than the one of population aged 65-74(PI: 

4.37 [-2.74, 12.01]), and the heat-risk of women was stronger in the population 

aged 75 and over than the population aged 65-74. Also, the indicators of 

population size, population density and urbanized population in each city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heat-risk of the population aged 75 and over, and this 

pattern was more prominent in women. The indicators of social isolation such as 

social gathering and social trust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heat-related 

mortality risk, and this pattern was more prominent in men. Percentage of elderly 

one-person single-family (detached) households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heat-risk; on the other hand, percentage of elderly one-person multi-family 

households was positively associated. These trends appear similarly on 

CONCLUSION: We found the vulnerability to heat wave among Korea’s elderly 

population, and quantified it. Our findings reveal that regional level of urbanization 

and social isolation have significant heat-related mortality risks in South Korea.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ublic health policies for heatwave risk and 

population policies should be formulated according to the specific social 

features/context in each city, under the effects of raid aging and climate change.

Key words: heatwave, heatstroke, heat wave morbidity, heat related mortality risk,

urbanization, social isolation, social capital, single hou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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