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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 열 관련 사망 위험도에 관련한 여러 연구가 있었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에

서 시,군,구 단위로 전국의 열 취약성을 평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 단위에서 전국의 열 관련 사

망 위험도를 추정하고 도시화와 관련된 지역 특성 변수와 열 관련 사망 

위험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2011-2017 연구 기간 동안 228개 

전국 시군구의 사망자료와 온도 자료를 구축하였다. 열 관련 사망 위험

도를 지역별로 추정하기 위해 DLNM(Distributed Lag Nonlinear Model)

을 사용하였다. 전체 지역, 도시 지역, 비도시 지역별로 열 관련 사망 위

험도의 추정치를 풀링하고 도시화와 관련된 지역 특성 변수와 연관 관계

를 찾기 위하여 메타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 풀링된 전국의 열 관련 사망 위험도의 퍼센타일 증가

(PI;Percentile Increase)는 8.7% (95% 신뢰구간: 4.5%, 13.1%)였다. 

도시 지역의 열 관련 사망 위험도의 퍼센타일 증가는 9.8%로 비도시 지

역의 열관련 사망 위험도의 퍼센타일 증가인 6.0%보다 높았지만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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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572). 전체 인구에서 도시 인구 비율(%)

과 열 관련 사망 위험도는 U자형 모형을 보였고, 인구수의 증가와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의 감소는 높은 열 관련 사망 위험도와 연관되

어 있었다. 또한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화와 관련된 지역 특

성 변수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변수가 상이하였다.  

결론 :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열 관련 사망 위험도를 제시하고 

도시 인구 비율(%), 인구수, 실업률, 의료기관 병상 수 등이 도시 지역

과 비도시 지역의 열 취약성의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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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1 연구배경 

많은 역학 연구들은 여러 도시와 국가의 열 관련 사망 

위험도(Heat mortality risk)를 평가해 왔다[1]. 열 관련 사망 위험도가 

나이, 성별, 교육 수준 또는 경제 수준[2-5]과 같은 개별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왔다. 또한 열 관련 사망 

위험도가 기후 조건[6,7], 도시/농촌, 인구[3] 및 국내 총생산과 

실업률[2,9]과 같은 사회 경제적 상태와도 연관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다음의 두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특정 도시[2], 대도시권[3], 현[10]과 같은 비교적 큰 공간 

단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열 취약성을 평가하였고 몇몇 연구들에서만 

보다 소지역 단위[11-13]에서의 열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지역사회 단

위에서의 분석은 위험도와 적응력을 평가할 때 중요하다. 취약성의 몇몇 

결정요인들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 행정구역 단위의 분

석일 경우 연구 결과는 자원의 배분과 정책 시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다[13]. 둘째,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도시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주로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농촌 지역의 열 취약성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다[14].  

도시화의 정도는 주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로 측

정되며 도시에 대한 정의는 국가마다 다르다.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

을 구분하는 데에 있어 행정구역, 인구수, 인구밀도의 구분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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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두 세 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포장도로, 

급수 시스템, 전기 조명의 존재 여부 등 도시 지역의 특성을 구분 기준

으로 하는 국가도 있다[43]. 

도시화는 복잡한 사회경제적 과정으로 인구 이동, 건물 조성의 

변화, 직업, 라이프스타일, 문화 등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 모두에서 인구 구조 혹은 사회 구조가 변화하는 것

을 말한다. 도시화는 일반적으로 높은 수입, 생산 수준 등과 같이 열 관

련 사망 위험도를 낮추는 요인들과 관계가 있다[22]. 동시에 도시화는 

도시 열섬 현상, 대기 질 악화, 소득 불균형, 거주 문제 등과 같은 열 관

련 사망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들과도 관계가 있다[39,40].  

지금까지는 도시 열섬 현상으로 인하여 도시의 열에 대한 노출이 

커 열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왔다. 도시 열섬 현상이란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건물 조성으로 인해 햇빛을 덜 반사하고 열을 더 많이 흡수하여 주

변 온도보다 온도가 더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도시 열섬 현상은 공기

의 순환에 영향을 끼쳐 오존, 에어로졸 등과 같은 대기오염을 증가시켜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22].  

하지만 열 취약성은 단순히 열에 대한 노출 뿐만 아니라 민감도

와 적응 능력 또한 고려되어 평가 되어야 한다[38]. 민감도가 높거나 

건강 관련 자원에 대한 이용 가능성이 낮은 비도시 지역 또한 열에 취약

할 수 있다[12]. 실제로 최근 일부 연구에서 에어컨 사용이나 보건 자

원의 낮은 이용 가능성 때문에 농촌 지역 인구가 열에 더 취약하다고 보

고하고 있다[12,16,17]. 중국 광동 지역에서 행해진 연구에서 두 개의 

비도시 지역이 두 개의 도시 지역보다 열 관련 사망 위험도가 높다고 보

고하였다[16].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화가 건강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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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메커니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는 이러한 이질성을 고

려하지 않는다[8,12]. 

이러한 상반된 연구 결과는 열 취약성의 요인이 도시 지역과 비

도시 지역에서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러 도시 지역

과 비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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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표 

본 연구에서는 2011-2017년 기간 동안 대한민국 모든 228개 

시,군,구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 지역의 열 관련 사망 위

험도를 산출하고 도시와 비도시의 열 취약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그 차이에 영향을 주는 도시화와 관련된 지역 특성 변수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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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 방법 

 

2.1. 연구 자료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7까지 한국의 228개 시,군,구의 

모든 원인별 사망자와 일 평균 온도에 대한 일별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였다. 1년 중 가장 더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로 제한하였다.  

2.1.1. 사망 자료 

각 지역별 사망 자료는 한국 통계청(http://kosis.kr)에서 제공 

받았다. 해당 자료는 228개 시,군,구 단위에 맞게 가공하였다. 심혈관계 

질환 사망과 호흡기계 질환 사망의 경우 ICD 코드 10차 분류를 사용하

였으며 각각 I00-I99, J00-J99의 표준 분류를 따른다. 

2.1.2. 온도 자료 

온도 자료는 기상청(https://kma.go.kr)의 동네예보 실황분석 자

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전국을 5km×5km  간격으로 격자화하

여 읍,면,동 단위로 상세한 날씨를 매 시각 제공하는 자료이다. 본 연구

에서는 읍,면,동 단위에서 각 일별 24시간 평균값을 구한 후 시,군,구 단

위에 속하는 모든 읍,면,동을 평균 내어 시,군,구의 일별 평균 온도를 재

산출하였다.  

2.1.3. 도시화 관련 지역 특성 자료 

   지역별 열 관련 사망 위험도에 차이를 주는 도시화 관련 지역 특

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가 배포한 지역사회 건강 결과 

http://kosis.kr/
https://k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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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건강 결정요인 데이터베이스 ver.1.0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

는 전국의 시,군,구 단위로 건강 관련 435개 지표를 수집하여 2008년부

터 2016년까지 1년 단위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이다. 본 자료의 2011

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지역 수준의 특성을 평균 내어 사용하였다. 건

강 결과 및 건강 결정요인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1

인당 GRDP는 통계청(URL: http://kosis.kr)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

지 지역 총생산(GRDP)값을 수집하고 각 시,군,구 인구수로 나눠 계산했

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표별 순환구조 형식을 띠고 있어 매년 조사하

는 항목과 2~3년 단위로 조사하는 항목이 동시에 존재한다. 지표 선정 

시 순환 단위가 1년인 지표를 우선순위로 선정하였다. 월간 침상와병 경

험률(%), 총 도시림 면적율(%), 1인당 총 도시림 면적과 같이 매해 제

공하지 않는 지표들에 대해서는 2011-2016 해당기간동안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해의 지표 값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지역 변수들은 모두 4가지로 분류되며 지표의 정의는 [표1]

에 제시하였다. 도시화(도시 인구 비율, 인구, 인구 밀도), 사회경제적

(실업률, 1인당 GRDP,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건강(양호한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 월간 침상와병 경험률, EQ-5D), 녹지율(총 

도시림 면적률, 1인당 총 도시림 면적)로 분류할 수 있다.  

도시 인구 비율은 해당 지역의 전체인구 중 동, 읍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평

소 본인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의 보기인 매우 좋

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중 매우 좋음과 좋음이라고 선택한 사

람들의 비율이다. EQ-5D는 건강 관련 삶의 질의 5가지 차원(운동능력, 



１１ 

 

자기관리, 일상 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의 기술체계를 종합한 지표

이다. 도시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도시림과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림을 포함한다. 산림자원의 조

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도시림은 산림, 가로수 등 도로변 녹지, 하천

변 녹지, 국공유지 녹화지, 학교숲, 담장녹화지, 자연휴양림 등을 포함한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림은 도시 자연공원구

역,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저수지 등을 포함한다.  

 



１２ 

 

 

표 1. 지역 특성 변수의 정의, 자료 활용 년도, 자료 출처 

 변수 정의 
자료활용년

도 
자료 출처 

도시화 

도시 인구 비율(%) 전체인구 중 도시지역(동-읍 지역) 인구 비율 2011-2016 한국토지주택공사 

인구수 지자체별 주민등록(거주자)이 되어 있는 인구수 2011-2016 행정자치부 

인구 밀도 (인구수(명)/행정구역면적(km2))×100 2011-2016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사회경제 

실업률(%)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 x 100 
2011-2016 통계청 

1 인당 GRDP (원) GRDP/해당지역인구수 2013-2015 통계청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인구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병상 

수/주민등록연앙인구)*1000 명 
2011-2015 각시도, 행정안전부 

건강수준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주관적 건강 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에 응답한 

사람/조사대상 응답자 X 100 
2011-2016 지역사회건강조사 

월간 침상와병 경험률(%) 
최근 30 일 동안 질병이나 손상으로 한나절 이상 누워 보내야 

했던 사람/조사대상 응답자 X 100 

2011, 2012, 

2013, 2015 
지역사회건강조사 

EQ-5D 
건강 관련 삶의 질의 5 가지 차원(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 

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의 기술체계를 종합한 지표 
2011-2016 지역사회건강조사 

녹지 

총 도시림 면적률(%) 

도시지역 면적 대비 총 도시림 면적의 비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도시림 : 산림, 

가로수 등 도로변 녹지, 하천변 녹지, 국공유지 녹화지, 학교 

숲, 담장녹화지, 자연휴양림, 기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림 면적 : 

도시 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저수지 

2011, 2013, 

2015 
산림청 

1 인당 총 도시림 면적 
도시림 면적/도시지역 인구수 

* 도시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도시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림 

2011, 2013, 

2015 
산림청,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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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시 정의 기준 

먼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구분하

였다. 도시 지역(151개 지역)은 시와 7대 광역시에 속해있는 군,구를 

포함하였다. 비도시 지역은(77개 지역) 도시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추가로 도시를 구분하는 기준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 번째는 시와 구는 도시 지역으로 분류하고 군을 

비도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두 번째는 도시 인구비율이 해당 지표의 

중앙값보다 큰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각각 도시 지역, 비도시 지역

으로 분류하였다. 세 번째는 인구밀도가 해당 지표의 중앙값보다 큰 지

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각각 도시 지역, 비도시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네 번째는 인구수가 해당 지표의 중앙값보다 큰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

역을 각각 도시 지역, 비도시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2.3 통계적 분석방법 

지역별 열관련 사망 위험도를 추정하고 도시화 관련 지역 특성변

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3가지 단계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DLNM(Distributed Nonlinear Model)과 준포아송

(quasi-Poisson)분포를 따르는 일반화 선형 모형을 사용하여 지역별 

여름철 온도와 사망과의 관계를 도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메타 

분석을 통하여 전체 지역의 열 관련 사망 위험도와 하위그룹에서의 열 

관련 사망 위험도를 산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메타 회귀 분석 모

형을 적용하여 각 지역의 열 관련 사망 위험도와 도시화 관련 지역 지표

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같은 방법으로 연령(65세 이상, 65세 미만), 

요인별 사망(심호흡기 질환, 비심호흡기 질환)에서의 추가적인 하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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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진행하였다. 모든 분석은 R 통계 소프트웨어(버전 3.5.3)을 사용

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DLNM을 이용하여 지역별 열관련 사망 위험

도를 추정하였다. DLNM은 비선형과 지연(Lag)효과라는 온도의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형이다[1]. 극한 온도 노출은 발생 후 며칠 

동안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있다[20]. Lag는 노출과 결과 사이의 

시간 간격을 의미한다. DLNM은 예측변수와 예측변수의 Lag를 2차원 

공간으로 고려하는데, cross basis 함수를 통해 구현된다. 모형 가정과 

lag 옵션에 대한 선택은 기존 선행 연구들에 기반하여 설정하였다

[10,21]. 온도에는 B-스플라인을 적용하였고 지역별 여름 온도의 50%

와 90%에 해당하는 온도로 간격의 값을 지정하였다. Lag는 로그 스케일

에 따라 동등한 간격의 값 2개를 지정하였다. 온도의 지연효과를 반영하

고자 온도의 자유도는 10으로 설정하였다. 계절성 보정은 자유도 4의 

natural cubic B-스플라인을 이용하였다. 요일(dow;day of week)은 범

주형 변수로 보정되었다.  

Y~𝑝𝑜𝑖𝑠𝑠𝑜𝑛(𝜇) 

𝑙𝑜𝑔 𝐸(𝑌𝑡) = 𝐵0 + 𝑐𝑏 + 𝑑𝑜𝑤 + 𝑛𝑠(𝑑𝑜𝑠, 𝑑𝑓): 𝑓𝑎𝑐𝑡𝑜𝑟(𝑦𝑒𝑎𝑟) 

228개의 모든 지역별 각각 다른 lag의 효과들을 모두 더하여 누

적 효과 그래프를 구한 후 각 지역의 여름철 온도의 90% 대비 99%의 

온도의 사망자 비를 열관련 사망 위험도로 정의하였다[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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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열관련 사망 위험도 산출 예시(서울 관악구) 

두 번째 단계에서는 메타 회귀 모형을 통해 전국, 도시 지역(151

개 지역), 비도시 지역(77개 지역)의 열 관련 사망위험도를 풀링하였다

[10,21]. 왈드 검정을 통해 도시지역과 비도시 지역의 열 관련 사망 위

험도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또한 최적선형불편추정량(Best linear 

unbiased predictors)을 계산하였다. 이 방법은 일별 사망자 수가 적어 

정확도가 낮은 추정치에 대해서 비슷한 특성을 가지는 인구의 정보를 빌

려오는 방법이다.  

세번째 단계에서는 도시화 관련 지역 특성 변수가 지역별 열 관

련 사망 위험도와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메타 회귀 

분석을 적용하였다. 지역별 평균 온도와 온도의 범위로 보정하였고 전국, 

도시 지역, 비도시 지역에서 각각 메타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지역별 

열 관련 사망 위험도와 도시화 관련 지역 특성 변수들의 관계는 퍼센타

일 증가(PI;percentile increase)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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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결과 

 

3.1 도시화 관련 지역 특성 변수의 기술통계 

지역별로 도시화 관련 지역 특성변수, 온도, 사망자 수 등의 분포

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도시 지역, 비도시 지역별 특성을 [표2]에 제시

하였다. 대부분의 도시화 관련 지역 특성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

되었다. 도시 인구 비율(%), 인구수, 인구 밀도, 실업률(%), 월간 침상

와병 경험률(%)은 도시 지역이 비도시 지역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대로,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총 도

시림 면적률(%), 1인당 총 도시림 면적은 비도시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 외 도시화 관련 지역 특성 

변수들인 EQ-5D, 1인당 GRDP,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에서는 

도시지역과 비도시 지역 간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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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역별 온도, 사망자 수, 지역 특성 변수의 기술통계표 

 변수 
전체 

평균(최소, 최대) 

도시 

평균(최소, 최대) 

비도시 

평균(최소, 최대) 

p 

(Wilcoxon 

rank sum 

test) 

온도와 

사망자수 

평균 온도 23.34(19.05,24.86) 23.68(19.05,24.86) 22.68(20.04,24.04) * 

총 사망 2583.17(148,10929) 3315.58(344,10929) 1146.88(148,2363) * 

도시화 

도시 인구 비율(%) 73.85(5.2, 100) 89.45(5.2, 100) 43.25(18.72, 93.64) * 

인구수 2.24(0.1, 11.52) 3.13(0.21, 11.52) 0.49(0.1, 1.21) * 

인구 밀도 0.4(0, 2.81) 0.6(0.01, 2.81) 0.01(0, 0.04) * 

사회경제 

실업률(%) 1.67(0.18, 4.25) 2.35(0.9, 4.25) 1(0.18, 2.92) * 

1 인당 GRDP (원) 29.34(6.09, 366.69) 31.09(6.09, 366.69) 25.97(14.59, 68.85) 0.105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13.16(0.06, 53.29) 13.5(0.15, 48.35) 12.48(0.06, 53.29) 0.224 

건강수준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46.35(34.82, 64.37) 45.26(34.82, 56.5) 48.48(35.7, 64.37) * 

월간침상와병 

경험률(%) 
5.27(1.75, 8.85) 5.64(2.67, 8.85) 4.53(1.75, 7.53) * 

EQ-5D 953.07(936, 971.67) 953.5(936, 971.67) 952.23(938.67, 969.17) 0.13 

녹지 
총 도시림 면적률(%) 41.58(1.81, 420.28) 37.62(3, 420.28) 49.3(1.81, 188.29) * 

1 인당 총 도시림 면적 15.21(0.04, 368.68) 3.55(0.04, 42.15) 37.9(0.25, 368.68)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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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열 관련 사망 위험도 

 

그림 2. 228개 지역의 열 관련 사망 위험도 분포 

 

그림 2에 지도에 모든 228개 지역의 열 관련 사망 위험도를 나

타내었다. 전국 지역별 열 관련 사망 위험도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우리

나라 열 관련 사망 위험도는 최댓값이 1.217이고 최솟값이 0.995이다. 

열 관련 사망 위험도가 높은 5개 지역은 순서대로 서울 노원구, 서울 은

평구, 경남 양산시, 경기 용인시, 강원 평창군이다. 열 관련 사망 위험도

가 낮은 5개 지역은 서울 성북구, 대구 달성군, 경기 고양시, 충북 제천

시, 강원  춘천시이다. 

전국 228개 지역을 풀링하여 전국의 열 관련 사망 위험도를 퍼

센타일 증가(PI; 여름 온도의 90th 대비 99th의 위험도 증가[9])로 나타

낸 결과 8.70%(95% 신뢰 구간 : 4.50%, 13.0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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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지역에서는 열 관련 사망 위험도의 퍼센타일 증가는 

9.78%(95% 신뢰 구간 : 5.81%, 13.90%)이고 비도시 지역에서는 열 

관련 사망 위험도의 퍼센타일 증가가 6.00%(95% 신뢰 구간: -5.58%, 

19.00%)이었다. 도시 지역이 비도시 지역에 비해 사망 위험도의 퍼센타

일 증가가 높아 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림3]은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을 나누는 구분 기준을 다르

게 하여 민감도 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Index 2는 시와 구는 도시 지

역으로 군은 모두 비도시 지역으로 정의한 기준이다(도시 : 146개, 비도

시 : 82개). 즉 Index 1에서 도시로 구분하였던 광역시에 속해있는 군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비도시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Index 3은 지

역별 도시인구비율이 중앙값인 83.91%보다 크면 도시 지역으로, 같거나 

작으면 비도시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Index 4는 인구 밀도가 인구 밀도

의 중앙값인 0.045보다 크면 도시지역으로, 같거나 작으면 비도시 지역

으로 분류하였다. Index 5는 인구수가 인구수의 중앙값인 145,872명보

다 크면 도시 지역으로, 같거나 작으면 비도시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의 구분 기준을 다르게 하여 열 관련 사

망위험도를 풀링한 결과 도시 지역은 각 1.098(95% 신뢰구간 : 1.058, 

1.139), 1.097(95% 신뢰구간 : 1.057, 1.138), 1.105(95% 신뢰구간 : 

1.063 , 1.149), 1.118(95% 신뢰구간 : 1.075 , 1.162), 1.111(95% 신

뢰구간 : 1.069 , 1.155)였다. 마찬가지로 비도시 지역에서 풀링한 열 관

련 사망위험도는 1.060(95% 신뢰구간 : 0.944 , 1.190), 1.076(95% 신

뢰구간 : 0.961 , 1.206), 1.078(95% 신뢰구간 : 0.995 , 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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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95% 신뢰구간 : 0.961 , 1.122), 1.04(95% 신뢰구간 : 0.962 , 

1.128 )이다. 

도시 구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 

지역이 비도시 지역에 비해 열 관련 사망 위험도가 높다는 일관된 결과

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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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도시 구분 기준에 따른 열 관련 사망 위험도 
 
Index 1 : 행정구역 기준(도시 : 시, 구, 광역시에 속한 군 ; 비도시 : 그 외) 

Index 2 : 행정구역 기준(도시 : 시, 구 ; 비도시 : 군) 

Index 3 : 도시 인구 비율 기준(도시 : 도시 인구 비율>중앙값; 비도시 : 도시 인구 비율≤중앙값) 

Index 4 : 인구 밀도 기준(도시 : 인구 밀도 >중앙값; 비도시 : 인구 밀도 ≤중앙값) 

Index 5 : 인구수 기준(도시 : 인구수 >중앙값; 비도시 : 인구수 ≤중앙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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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역 특성 변수와 열 관련 사망 위험도와의 관계  

연구 기간인 2011-2017년 6월부터 9월의 기간 동안 총 

588,96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도시와 비도시 각각 500,652명과 

88,3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전국 평균온도, 도시 평균온도, 비도

시 평균온도는 각각  23.3 ˚C, 23.7 ˚C, 22.7 ˚C이다.  

[표 3]은 도시화 관련 지역 특성 지표와 열 관련 사망 위험도 사

이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전체 228개 지역에서 인구수의 증가는 열 관

련 사망 위험도를 1.8%(95% 신뢰 구간 : 0.43%, 3.19%) 높이고,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의 한 단위 증가는 열 관련 사망 위험도를 

0.66% (95% 신뢰 구간 : -1.18%, -0.14%) 낮춘다. 다른 도시화 관련 

지역 특성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총 도시림 면적률

(%)과 1인당 총 도시림 면적 등 녹지율과 관련된 변수들은 열 관련 사

망 위험도를 낮추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 도시 지역과 비도

시 지역으로 구분 하였을 때도 유의하지 않았다.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에서 각각의 메타 분석 결과, 도시 인구 

비율은 도시, 비도시 모두에서 유의한 변수였으나 방향성이 달랐다. 도

시지역의 경우 도시 인구 비율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0.38%(95% 신

뢰 구간 : 0.03%, 0.74%)가 증가하는 반면, 비도시 지역의 경우 1.14% 

(95% 신뢰 구간 : -1.91%, -0.36%) 감소한다.  

도시 인구 비율을 제외하고 도시지역과 비도시 지역에서 유의한 

변수가 달랐다. 도시 지역의 경우 인구수가 한 단위 증가 할 때 열 관련 

사망 위험도는 1.94%(95% 신뢰 구간 : 0.51%, 3.39%) 증가한다. 또한 

실업률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열 관련 사망위험도는 7.56%(95%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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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 0.51%,15.1%) 증가한다. 하지만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열 관련 사망위험도는 0.74%(95% 신뢰 구간 : 

-1.32%, -0.16%) 감소한다.  

 비도시 지역에서는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이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열 관련 사망 위험도는 2.11%(95% 신뢰 구간 : -

4.09%, -0.08%) 감소한다. 

부록의 [표5], [표6], [표7], [표8]에 도시 분류 기준을 다른 네 

가지로 다르게 하여 메타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시나 구는 도시로 

분류하고 군을 비도시로 분류한 경우 [표3]에서 유의했던 변수들의 통

계적 유의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인구수의 중앙값을 기준으

로 도시와 비도시를 분류하였을 때 EQ-5D도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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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열 관련 사망위험도와 지역 특성 변수와의 관계 

변수 
전체 

(228개 지역) 
 

도시 

(151개 지역) 
 

비도시 

(77개 지역) 
 

열 관련 사망 위험도, PI(95% CI) 8.70(4.50,13.07)  9.78(5.81,13.90)  6.00(-5.58,19.00)  

도시화 관련 지표       

도시 인구 비율(%) 0.09(-0.12,0.31)  0.38(0.03,0.74) * -1.14(-1.91,-0.36) ** 

인구수 1.8(0.43,3.19) 
*

* 
1.94(0.51,3.39) ** 24.8(-30.43,123.87)  

인구 밀도 0.00(0.00,0.00)  0.00(0.00,0.00)  -0.19(-0.42,0.05)  

실업률(%) 4.88(-0.93,11.03)  7.56(0.51,15.1) * -3.89(-26.74,26.1)  

1 인당 GRDP (원) 0.01(-0.13,0.15)  0.01(-0.13,0.16)  -0.56(-1.61,0.51)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0.66(-1.18,-0.14) * -0.74(-1.32,-0.16) * -0.50(-1.81,0.82)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0.6(-1.49,0.29)  -0.05(-1.1,1)  -2.11(-4.09,-0.08) * 

월간 침상와병 경험률(%) 1.68(-1.11,4.55)  0.99(-1.97,4.04)  7.04(-1.7,16.56)  

EQ-5D -0.06(-0.61,0.49)  0.03(-0.55,0.63)  -1.08(-2.66,0.54)  

총 도시림 면적률(%) -0.01(-0.14,0.11)  -0.04(-0.17,0.08)  0.31(-0.18,0.8)  

1 인당 총 도시림 면적 -0.04(-0.29,0.22)  -0.45(-1.21,0.32)  -0.05(-0.4,0.3)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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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전국 228개 시,군,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도

시화 정도에 따른 지역별 폭염 사망 위험도를 살펴보았다. 전체지역으로 

풀링한 열 관련 사망 위험도 퍼센타일 증가는 8.70(95% 신뢰구간 : 

4.50%, 13.0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도시지역이 비도시 지역보

다 열 관련 사망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p=0.572). 또한 도시화 관련 지역 특성 변수들과 열관련 사

망 위험도와의 관계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이질적이었다. 도시지

역에서는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더 높은 열관련 사망 위험도를 보였으나, 

비도시 지역에서는 반대였다.  

도시 지역에서는 인구수 증가, 의료기관 병상 수 감소, 실업률 증

가가 열 관련 사망 위험도 상승과 관련되어 있었고 비도시 지역에서는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이 관련이 있었다. 도시지역에서 인구수

의 증가는 간접적으로 건물, 차량, 공장의 수를 증가시켜 열섬현상을 증

가시킬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대기 질 악화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30,31]. 의료기관 병상 수의 증가는 전체지역과 도시지역에서 열 관련 

사망 위험도를 낮추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이다. 의료기관 병상 수의 

증가는 건강 서비스 수준의 향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도시에서 

열에 대한 적응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9]. 실업률과 열관련 사망 위험

도 사이의 유의한 선형 관계는 도시 지역의 경제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 

도시는 주로 1차 산업보다는 2차산업과 3차 산업이 대부분이고 경기 불

황과 고용과 더 관련이 높은 특성이 있다[32]. 이와 다르게 비도시 지

역의 경제구조는 대부분 경제 불황과 고용과는 큰 관계가 없는 1차산업



26 
 

이다. 경제 구조의 특성상 비도시 지역의 열 취약성을 설명하는 것을 어

렵게 만든다. 

 국가마다 도시와 비도시를 구분하는 기준이 다르다. 인구 규모나 

인구 밀도가 보편적인 기준이지만 이 또한 국가마다 면적과 토지이용이 

달라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구역, 도시 인

구 비율, 인구 밀도, 인구수 등으로 도시와 비도시를 구분하였을 때 메

타 분석의 결과는 일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구분기준에 따라 

도시지역의 풀링된 열 관련 사망 위험도와 비도시 지역의 풀링된 열 관

련 사망 위험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도시를 

정의하는 것보다 인구 밀도나 인구수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풀링된 값의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행정구역으로 도시와 비도시를 구분하는 것보다 인구 수와 

인구 밀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도시화 특성을 반영한 분류기준

임을 시사한다. 

 도시화와 열 관련 사망 위험도 관계의 패턴은 특히 65세 미만인 

집단과 비심호흡기질환 그룹에서 더 두드러졌다. 65세 미만인 사람들과 

비심호흡기질환 사람들은 높은 경제활동과 야외 활동을 하는 것과 관련

이 있어 도시화의 특성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라고 추측되지만 향

후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한 연구에서는 도시 지역에 비해 비도시지역이 열에 더 

취약하였고 비도시지역의 낮은 의료 접근율, 낮은 에어컨 보급률, 낮은 

교육수준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하였다[12]. 영국 연구에서는 비도시 

지역에 비해 도시 지역이 열에 더 취약하고 도시 열섬 현상이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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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70부터 1990년사이 빠른 경제 성장세를 보이며 고도

로 도시화되고 발전된 국가가 되었다. 81.9%의 도시화율과 함께 2010

년 1인당 GDP가 30,365$에 도달하였다[26,27]. 이는 영국(도시화율 : 

81.3%, 1인당 GDP : 36,012$)과 중국(도시화율 : 49.2, 1인당 GDP : 

9,303$) 사이의 특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가 비도시보다 열에 

더 취약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고 이는 두 선행연

구에서의 상반되는 결과 사이에 해당하는 결과이다.  

이전의 경제 관련 연구들에서 경제 발전은 도시화와 양의 선형 

관계를 보이고, 지역 간 불평등과는 역 U자형 모형을 보여주었다

[24,25]. 이는 도시와 비도시간의 불평등은 고소득 국가보다는 중간 소

득 국가에서 더 심할 것을 암시한다. 이는 중간소득 국가에서는 도시화

로 인한 사회경제적 차이가 도시와 비도시간의 주요 건강 위험 요인을 

설명하는 반면, 고소득 국가에서는 기후나 환경 요소 등의 비사회적인 

요인이 도시와 비도시의 건강 불평등을 설명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다

시 말해, 도시화가 도시와 비도시에서의 국가 마다 다른 역할을 하는 것

은 국가의 발전 수준과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열 취약성의 시간 변동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몇몇 기존 연구들에서 시간을 고려하여 연관성을 살펴본 바 있

지만 [7,35] 상대적으로 짧은 연구 기간(2011-2017)과 시군구 단위의 

작은 표본 수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살펴볼 수 없었다. 또한, 지역 특

성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로 인하여 각각의 지역 

특성 변수들을 개별로 메타 회귀 분석을 하였다는 점 또한 연구의 한계

이나 비슷한 문제로 인하여 이와 같은 접근을 한 최근의 연구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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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데이터 한계로 인하여 지역별 열섬 정도, 대기오염 정도, 에어

컨 보급률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다. 열 관련 사

망 위험과 영향이 큰 변수들이고 도시화와 관련 있는 변수들이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열 취약성 연

구와 공중 보건학적 중재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한국의 도시화

와 열관련 취약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첫 전국적인 연구라는 점과 한국의 

모든 지역의 열 관련 사망 위험도를 산출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한국

에서 시행된 열 관련 사망 위험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대표적인 

주요 도시의 자료만을 활용하여 분석하거나 비도시 지역을 고려하지 못

하였다[7,37].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모든 시, 군,구라는 세밀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도시화 수준과 열 위험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열 위험에 영향을 주는 지역별 특성 변수들을 탐색하고 도

시, 비도시 지역에서 유의한 지역 변수들을 찾아내었다. 향후 공중 보건 

정책 시행에 역학적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

의 폭염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증거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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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표 4. 전국 시군구의 열 관련 사망 위험도 
서울 강남구 1.085 부산 영도구 1.098 경기 구리시 1.069 

서울 강동구 1.064 부산 중구 1.081 경기 김포시 1.055 

서울 강북구 1.119 부산 해운대구 1.135 경기 남양주시 1.053 

서울 강서구 1.098 대구 남구 1.062 경기 동두천시 1.072 

서울 관악구 1.116 대구 달서구 1.102 경기 양주시 1.128 

서울 광진구 1.091 대구 달성군 0.998 경기 양평군 1.114 

서울 구로구 1.1 대구 동구 1.105 경기 여주시 1.094 

서울 금천구 1.092 대구 북구 1.156 경기 연천군 1.071 

서울 노원구 1.217 대구 서구 1.07 경기 의정부시 1.132 

서울 도봉구 1.014 대구 수성구 1.043 경기 이천시 1.11 

서울 동대문구 1.07 대구 중구 1.113 경기 파주시 1.106 

서울 동작구 1.064 인천 강화군 1.123 경기 포천시 1.074 

서울 마포구 1.154 인천 계양구 1.103 경기 하남시 1.124 

서울 서대문구 1.074 인천 남구 1.052 경기 광명시 1.064 

서울 서초구 1.078 인천 남동구 1.088 경기 광주시 1.081 

서울 성동구 1.105 인천 동구 1.072 경기 군포시 1.048 

서울 성북구 0.995 인천 부평구 1.092 경기 시흥시 1.079 

서울 송파구 1.102 인천 서구 1.104 경기 안성시 1.036 

서울 양천구 1.158 인천 연수구 1.08 경기 오산시 1.113 

서울 영등포구 1.045 인천 옹진군 1.087 경기 의왕시 1.095 

서울 용산구 1.129 인천 중구 1.088 경기 화성시 1.098 

서울 은평구 1.211 광주 광산구 1.087 경기 고양시 1.009 

서울 종로구 1.073 광주 남구 1.154 경기 부천시 1.1 

서울 중구 1.084 광주 서구 1.078 경기 성남시 1.093 

서울 중랑구 1.089 광주 동구 1.09 경기 수원시 1.086 

부산 강서구 1.113 광주 북구 1.113 경기 안산시 1.061 

부산 금정구 1.104 대전 대덕구 1.121 경기 평택시 1.028 

부산 기장군 1.134 대전 동구 1.067 경기 안양시 1.096 

부산 남구 1.085 대전 서구 1.144 경기 용인시 1.179 

부산 동구 1.072 대전 유성구 1.087 강원 강릉시 1.094 

부산 동래구 1.102 대전 중구 1.1 강원 고성군 1.071 

부산 진구 1.029 울산 남구 1.115 강원 동해시 1.103 

부산 북구 1.11 울산 동구 1.119 강원 삼척시 1.08 

부산 사상구 1.068 울산 북구 1.132 강원 속초시 1.083 

부산 사하구 1.07 울산 울주군 1.111 강원 양구군 1.089 

부산 서구 1.105 울산 중구 1.085 강원 양양군 1.106 

부산 수영구 1.026 경기 가평군 1.052 강원 영월군 1.138 

부산 연제구 1.051 경기 과천시 1.065 강원 원주시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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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 1.112 전북 남원시 1.13 경북 문경시 1.145 

강원 정선군 1.125 전북 무주군 1.059 경북 봉화군 1.137 

강원 철원군 1.091 전북 부안군 1.073 경북 상주시 1.136 

강원 춘천시 1.012 전북 순창군 1.071 경북 성주군 1.125 

강원 태백시 1.129 전북 완주군 1.078 경북 안동시 1.097 

강원 평창군 1.178 전북 익산시 1.139 경북 영덕군 1.097 

강원 홍천군 1.081 전북 임실군 1.123 경북 영양군 1.075 

강원 화천군 1.081 전북 장수군 1.092 경북 영주시 1.134 

강원 횡성군 1.11 전북 전주시 1.074 경북 영천시 1.113 

충북 괴산군 1.077 전북 정읍시 1.123 경북 예천군 1.103 

충북 단양군 1.121 전북 진안군 1.073 경북 울릉군 1.078 

충북 보은군 1.052 전남 강진군 1.106 경북 울진군 1.094 

충북 영동군 1.129 전남 고흥군 1.082 경북 의성군 1.148 

충북 옥천군 1.08 전남 곡성군 1.14 경북 청도군 1.072 

충북 음성군 1.09 전남 광양시 1.1 경북 청송군 1.088 

충북 제천시 1.009 전남 구례군 1.097 경북 칠곡군 1.177 

충북 증평군 1.08 전남 나주시 1.079 경북구미시 1.134 

충북 진천군 1.073 전남 담양군 1.104 경북 포항시 1.14 

충북 충주시 1.158 전남 목포시 1.146 경남 거제시 1.075 

충북통합청주시 1.149 전남 무안군 1.147 경남 거창군 1.074 

충남 계룡시 1.085 전남 보성군 1.119 경남 고성군 1.109 

충남 공주시 1.095 전남 순천시 1.093 경남 김해시 1.096 

충남 금산군 1.091 전남 신안군 1.078 경남 남해군 1.027 

충남 논산시 1.115 전남 여수시 1.112 경남 밀양시 1.149 

충남 당진시 1.104 전남 영광군 1.119 경남 사천시 1.06 

충남 보령시 1.085 전남 영암군 1.042 경남 산청군 1.115 

충남 부여군 1.11 전남 완도군 1.054 경남 양산시 1.183 

충남 서산시 1.121 전남 장성군 1.078 경남 의령군 1.078 

충남 서천군 1.09 전남 장흥군 1.093 경남 진주시 1.174 

충남 아산시 1.038 전남 진도군 1.102 경남 창녕군 1.111 

충남 예산군 1.072 전남 함평군 1.105 경남 통영시 1.054 

충남 천안시 1.054 전남 해남군 1.05 경남 하동군 1.172 

충남 청양군 1.101 전남 화순군 1.076 경남 함안군 1.148 

충남 태안군 1.105 경북 경산시 1.079 경남 함양군 1.129 

충남 홍성군 1.052 경북 경주시 1.136 경남 합천군 1.144 

전북 고창군 1.09 경북 고령군 1.088 경남 통합창원시 1.17 

전북 군산시 1.075 경북 군위군 1.113 제주 서귀포시 1.132 

전북 김제시 1.135 경북 김천시 1.152 제주 제주시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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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도시구분기준(행정구역)에 따른 열 관련 사망위험도와 지역 특성 변수와의 관계 

변수 
도시 

(146개 지역) 
 

비도시 

(82개 지역) 
 

도시화 관련 지표     

도시 인구 비율(%) 0.5(0.12,0.87) ** -0.94(-1.63,-0.26) ** 

인구수 1.98(0.56,3.41) ** 4.59(-22.99,42.06)  

인구 밀도 0(0,0)  -0.01(-0.13,0.1)  

실업률(%) 7.56(0.51,15.1) * -3.89(-26.74,26.1)  

1 인당 GRDP (원) 0.02(-0.12,0.16)  -0.29(-1.13,0.56)  

인구 천명 당 의료기관 병상 수 
-0.75(-1.33,-

0.17) 
** -0.35(-1.69,1)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0.07(-1.12,0.99)  -2.11(-4.09,-0.1) * 

월간 침상와병 경험률(%) 0.81(-2.12,3.83)  8.3(-0.44,17.79)  

EQ-5D 0.12(-0.46,0.7)  -1.31(-2.88,0.28)  

총 도시림 면적률(%) -0.04(-0.17,0.08)  0.26(-0.2,0.72)  

1 인당 총 도시림 면적 -0.46(-1.22,0.31)  -0.12(-0.47,0.23)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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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도시구분기준(도시 인구 비율)에 따른 열 관련 사망위험도와 지역 특성 변수와의 관계 

변수 
도시 

(114개 지역) 
 

비도시 

(114개 지역) 
 

도시화 관련 지표     

도시 인구 비율(%) 0.68(-0.3,1.67)  -0.08(-0.51,0.35)  

인구수 1.91(0.36,3.49) * 6.52(-3.43,17.49)  

인구 밀도 0(0,0)  0.01(-0.04,0.06)  

실업률(%) 7.7(-2.32,18.75)  4.92(-7.63,19.17)  

1 인당 GRDP (원) 0.03(-0.12,0.18)  -0.14(-0.61,0.32)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0.77(-1.48,-

0.06) 

* -0.39(-1.32,0.54)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0.42(-0.75,1.61)  -1.89(-3.3,-0.45) ** 

월간 침상와병 경험률(%) -0.32(-3.56,3.02)  5.35(-0.31,11.34)  

EQ-5D 0.31(-0.32,0.94)  -0.89(-1.97,0.2)  

총 도시림 면적률(%) -0.02(-0.2,0.15)  -0.01(-0.19,0.17)  

1 인당 총 도시림 면적 -0.42(-1.42,0.58)  -0.1(-0.41,0.2)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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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도시구분기준(인구 밀도)에 따른 열 관련 사망위험도와 지역 특성 변수와의 관계 

변수 
도시 

(114개 지역) 
 

비도시 

(114개 지역) 
 

도시화 관련 지표     

도시 인구 비율(%) 0.34(-0.31,1)  -0.4(-0.77,-0.03) * 

인구수 1.5(-0.08,3.11)  -3.39(-13.37,7.73)  

인구 밀도 0(0,0)  -0.08(-0.16,0) * 

실업률(%) 5.17(-4,15.21)  -5.87(-17.55,7.46)  

1 인당 GRDP (원) 0.01(-0.14,0.15)  0.04(-0.43,0.52)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0.57(-1.32,0.18)  -0.59(-1.43,0.25)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0.41(-0.76,1.6)  -1.52(-2.95,-0.05) * 

월간 침상와병 경험률(%) -0.44(-3.66,2.89)  4.48(-1.26,10.57)  

EQ-5D 0.39(-0.24,1.03)  -1.27(-2.31,-0.22)  

총 도시림 면적률 (%) 0.02(-0.14,0.19)  -0.04(-0.22,0.15)  

1 인당 총 도시림 면적 0.04(-1.63,1.74)  -0.02(-0.31,0.27)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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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도시구분기준(인구수)에 따른 열 관련 사망위험도와 지역 특성 변수와의 관계 

변수 
도시 

(114개 지역) 
 

비도시 

(114개 지역) 
 

도시화 관련 지표     

도시 인구 비율(%) 0.54(-0.01,1.11)  -0.25(-0.59,0.08)  

인구수 1.67(0.07,3.29) * -3.54(-25.83,25.46)  

인구 밀도 0(0,0)  0(0,0)  

실업률(%) 5.97(-2.81,15.55)  -7.43(-19.84,6.89)  

1 인당 GRDP (원) 0.05(-0.14,0.24)  -0.01(-0.23,0.21)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0.85(-1.7,0.01) * -0.31(-1.12,0.5)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0.33(-0.81,1.49)  -1.78(-3.27,-0.27) * 

월간 침상와병 경험률 (%) -0.47(-3.7,2.86)  5.93(0.01,12.19) * 

EQ-5D 0.27(-0.36,0.9)  -1.16(-2.25,-0.05) * 

총 도시림 면적율(%) 0.04(-0.12,0.2)  -0.06(-0.26,0.14)  

1 인당 총 도시림 면적 0.03(-1.18,1.25)  -0.04(-0.34,0.26)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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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하위그룹(연령)에서 열 관련 사망 위험도의 퍼센타일 증가와 도시화 지표와 열 관련 사망 위험도와의 관계 
 연령<65세 연령≥ 65 세 

 
도시 

(151개 지역) 
 

비도시 

(77개 지역) 

 도시 

(151개 지역) 
 

비도시 

(77개 지역) 
 

열 관련 사망 위험도, PI(95% CI) 
2.97 

(-4.07,10.53) 
 

-37.67 

(-61.26,0.28) 

 11.20 

(6.59,16.01) 
 

7.45 

(-17.87,40.56 ) 

 

도시화 관련 지표(단위)    
 

   
 

   도시 인구 비율(%) 
0.87 

(0.13,1.61) 
* 

0.59 

(-1.20,2.41) 
 

0.29 

(-0.12,0.70) 
 

-1.57 

(-2.48,-0.65) 
** 

   인구수(100,000 명) 
4.28 

(1.65,6.98) 
** 

31.59 

(-62.3,359.35) 
 

1.22 

(-0.44,2.91) 
 

35.31 

(-34.02,177.49) 

 

   인구 밀도  
0.00 

(0.00,0.00) 
 

0.10 

(-0.40,0.60) 
 

0.00 

(0.00,0.00) 
 

-0.26 

(-0.55,0.03) 

 

   실업률 (%) 
16.06 

(-0.62,35.54) 
 

69.86 

(-4.57,202.35) 
 

5.52 

(-2.59,14.3) 
 

-17.56 

(-40.73,14.66) 

 

   1 인당 GRDP (원) 
0.17 

(-0.08,0.42) 
 

0.12 

(-2.03,2.32) 
 

-0.07 

(-0.24,0.1) 
 

-0.76 

(-2.08,0.58) 

 

   인구 천명 당 의료기관 병상 수 
-1.29 

(-2.49,-0.07) 
* 

-2.07 

(-4.92,0.86) 
 

-0.7 

(-1.36,-0.03) 
* 

0.06 

(-1.58,1.73)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0.04 

(-2.04,2.00) 
 

-2.54 

(-6.98,2.11) 
 

-0.25 

(-1.45,0.97) 
 

-2.10 

(-4.54,0.41) 

 

   월간 침상와병 경험률(%) 
-0.53 

(-6.06,5.32) 
 

2.3 

(-16.25,24.95) 
 

2.03 

(-1.39,5.57) 
 

9.25 

(-1.35,21.00) 

 

   EQ-5D 
-0.03 

(-1.13,1.09) 
 

-0.7 

(-4.30,3.03) 
 

0.02 

(-0.66,0.71) 
 

-1.32 

(-3.26,0.65) 

 

   총 도시림 면적률 (%) 
0.01 

(-0.23,0.25) 
 

0.87 

(-0.25,2.01) 
 

-0.06 

(-0.21,0.09) 
 

0.22 

(-0.40,0.85) 

 

   1 인당 총 도시림 면적 
-0.27 

(-1.84,1.32) 
 

0.49 

(-0.21,1.20) 
 

-0.57 

(-1.43,0.30) 
 

-0.27 

(-0.69,0.16)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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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하위그룹(비심호흡기계질환)에서 열 관련 사망 위험도의 퍼센타일 증가와 도시화 지표와 열 관련 사망 위험도와의 관계 
 비심호흡기질환 심호흡기질환 

 
도시 

(151개 지역) 
 

비도시 

(77개 지역) 

 도시 

(151개 지역) 
 

비도시 

(77개 지역) 
 

열 관련 사망 위험도, PI( 95% CI ) 
10.60 

(6.09,15.31) 
 

3.06 

(-18.81,30.82) 

 2.92 

(-4.19,10.56) 
 

-7.35 

(-39.05,40.82) 

 

도시화 관련 지표(단위)    
 

   
 

   도시 인구 비율(%) 
0.51 

(0.09,0.92) 
* 

-1.02 

(-1.93,-0.09) 
* 

0.17 

(-0.52,0.87) 
 

-1.31 

(-2.82,0.22) 
 

   인구수(100,000 명) 
1.9 

(0.32,3.50) 
* 

39.8 

(-26.99,167.68) 
 

2.38 

(-0.47,5.3) 
 

14.29 

(-63.29,255.87) 

 

   인구 밀도  
0.00 

(0.00,0.00) 
 

-0.18 

(-0.45,0.09) 
 

0.00 

(0.00,0.00) 
 

-0.17 

(-0.62,0.30) 

 

   실업률 (%) 
10.51 

(1.90,19.85) 
* 

-5.54 

(-30.16,27.75) 
 

-0.2 

(-13.45,15.08) 
 

-1.49 

(-42.54,68.89) 

 

   1 인당 GRDP (원) 
0.06 

(-0.10,0.21) 
 

-0.59 

(-1.75,0.59) 
 

-0.04 

(-0.34,0.26) 
 

-0.80 

(-2.90,1.34)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0.69 

(-1.36,-0.01) 
* 

-0.26 

(-1.69,1.20) 
 

-0.87 

(-2.02,0.29) 
 

-0.84 

(-3.45,1.84)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0.13 

(-1.30,1.06) 
 

-1.09 

(-3.34,1.22) 
 0.10(-1.96,2.2)  

-3.69 

(-7.55,0.33) 

 

   월간 침상와병 경험률(%) 
1.31 

(-1.97,4.71) 
 

5.09 

(-4.38,15.5) 
 

0.05 

(-5.65,6.1) 
 

9.24 

(-7.34,28.8) 

 

   EQ-5D 
-0.05 

(-0.70,0.61) 
 

-1.32 

(-3.07,0.46) 
 

0.22 

(-0.93,1.38) 
 

-0.34 

(-3.51,2.94) 

 

   총 도시림 면적률 (%) 
-0.06 

(-0.21,0.08) 
 

0.41 

(-0.15,0.97) 
 

-0.04 

(-0.27,0.19) 
 

0.12 

(-0.85,1.11) 

 

   1 인당 총 도시림 면적 
-0.68 

(-1.58,0.23) 
 

-0.09 

(-0.5,0.32) 
 

-0.08 

(-1.47,1.33) 
 

0.03 

(-0.6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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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도시화 관련 지역 특성 변수들의 피어슨 상관관계 

 
도시 인구 

비율(%) 
인구수 인구 밀도 실업률(%) 

1 인당 GR

DP (원)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월간 

침상와병 

경험률(%) 

EQ-5D 
총 도시림  

면적률(%) 

1인당 총   

도시림 면

적 

도시 인구 

비율(%) 1 0.635 0.512 0.786 0.053 -0.012 -0.323 0.281 0.066 -0.095 -0.337 

인구수 0.635 1 0.63 0.673 0.061 -0.043 -0.296 0.295 0.046 -0.182 -0.276 

인구 밀도 0.512 0.63 1 0.648 -0.14 -0.094 -0.155 0.239 -0.027 -0.136 -0.18 

실업률(%) 0.786 0.673 0.648 1 0.118 -0.069 -0.389 0.385 -0.018 -0.041 -0.335 

1인당 

GRDP (원) 0.053 0.061 -0.14 0.118 1 -0.135 -0.061 0.01 0.06 -0.121 0.025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0.012 -0.043 -0.094 -0.069 -0.135 1 -0.051 0.049 0.049 -0.033 -0.26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0.323 -0.296 -0.155 -0.389 -0.061 -0.051 1 -0.628 0.305 0.162 0.322 

월간 

침상와병 

경험률(%) 
0.281 0.295 0.239 0.385 0.01 0.049 -0.628 1 -0.505 -0.101 -0.233 

EQ-5D 0.066 0.046 -0.027 -0.018 0.06 0.049 0.305 -0.505 1 0.033 0.205 

총 도시림 

면적률 (%) -0.095 -0.182 -0.136 -0.041 -0.121 -0.033 0.162 -0.101 0.033 1 0.348 

1인당 총 

도시림 면적 -0.337 -0.276 -0.18 -0.335 0.025 -0.26 0.322 -0.233 0.205 0.34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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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Different role of urbanization on 

heat vulnerability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Munjeong Choi 

Department of Biostatistics and Epidemiolog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Background: Although vulnerability to heat-related mortality has been 

investigated in numerous studies, nationwide community-level assessments 

of heat vulnerability have been far less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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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We estimated the heat-related mortality risk across all basic local 

authority districts in South Korea and investigated the potential region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the heat-related mortality risk.  

Methods: We collected time-series data for mortality and temperature 

variables for all 228 basic local districts in South Korea during 2011-2017. A 

distributed lag nonlinear model was used to estimate district-specific heat-

mortality risk, and the district-specific estimates were pooled in the total 

population and for urban and rural districts using a multivariate meta-analysis. 

We also used meta-regression models to find plausible regional characteristics 

affecting heat-mortality risk.  

 

Results: The pooled percentile increase (PI) in the heat-mortality risk was 8.7% 

(95% confidence interval: 4.5%, 13.1%) in the total population. The heat-

mortality risk was higher in urban districts (PI: 9.8%) than in rural districts 

(PI: 6.0%); however, the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p=0.572). 

In the total population, the heat-mortality risk showed a U-shaped relationship 

with urban population % and generally higher in districts with higher 

population and lower number of beds in hospital. Further,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heat-mortality risk was different between 

urban and rural distr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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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Our nationwide study provides the local district-specific 

vulnerability to heat-related mortality in South Korea and suggests urban 

population(%), population, unemployment rate(%) and medical resource are 

the possible key factors to explain the heterogeneities in heat vulnerability 

among districts. 

 

Keywords: Urbanization, Heat vulnerability, Mortality, Temperature, 

Nationwide study, Republic of Korea, Heterogene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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