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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후변화와 건강영향

1. 서 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간 협약(Intergovernmental Pannel on Climate 

Change, IPCC)에 의하면, 지구의 기온은 과거 백년간 0.6℃ 상승한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향후 100년간 1.4℃에서 5.8℃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러한 기온 상승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이

해되고 있으며 각종 지구적인 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지구의 곳곳

에서 기온상승, 해수면 상승, 홍수나 가뭄 등 강수량의 변화, 각종 자연재해의 증

가, 생태계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사람

들의 생활과 나아가 건강에 직간접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최근 이

와 관련된 연구들이 국제적으로 보고 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직접적 건강 피해로는 기온 상승이나 홍수 및 가뭄 등 재

해로 인한 사망과 상해의 증가를 생각할 수 있다. 간접적 향으로는 대기오염물

질의 생성조건을 변화시키거나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이나 매개곤충의 생태적 

조건을 변화시켜 관련 질병이 증가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문제는 특히 환경적, 또는 보건학적 평등성에 있어 가

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부유한 국가에 의해 발생하 음에도 불구

하고 주로 저소득국가 국민들이 큰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저개발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응능력이 낮고, 재정의 부족, 시설과 기술능력이 부

족하여 자연재해나 공중보건 문제에 더 취약하기 마련이다. 

선진국에서는 심장질환이나 암과 같이 비전염성질병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망원

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전염성질병은 아직도 주요한 

질병이며 전체 사망자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물, 식품, 매개 숙주에 의한 전염성

질병의 많은 종류가 기후에 민감하기 때문에 저개발 국가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

한 보건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건강상태의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측면이 강

하다. 그러나 최근 사스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지구화가 촉진된 현대에는 부유한 

국가의 국민들도 무역, 여행, 이주 증가로 인하여 세계문제에 직접적으로 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문제는 세계 공동의 문제라고 할 수 있

다. 많은 학문적 노력에 의해 거주지역, 연령, 건강관리기관에 대한 접근의 용이

성, 공공보건시스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후변화는 어떤 형태로든 건강에 

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최근 100년 동안 평균기온 상승폭은 1.5℃로 전 세계적인 평균 

기온 상승폭인 0.6℃보다 더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생태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해 국

민들의 건강악 향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기

후변화로 인한 향이나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건강차원에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 으며 정책적으로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해 왔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향을 예측,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향의 발생 

양상을 조사,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국제적 대응노력과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향의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며 이에 대

한 대응방안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 다. 구체적인 연

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국제적 대응노력 파악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국제적 연구내용 파악

▣ 한반도의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향의 잠재적 가능성 평가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 평가와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방향 제안



IPCC(2001) 예측

+2-3,(불확실성 포함)

21세기

: 매우

급격한

상승

IPCC(2001) 예측

+2-3,(불확실성 포함)

21세기

: 매우

급격한

상승

그림1-1. 과거 20,000년 동안 지구표면의 평균기온 변화(IPCC, 2001)

      그림1-2. 1860년 기온관측이 시작된 이후 지구의 평균기온과 2100년 

예측온도(IPCC, 2001)



2.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의 국제적 대응노력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향은 IPCC의 1차 보고서(IPCC First Assessment 

Report, 1990)에서 처음 거론된 이래 점차 관심이 증가되어 왔다. IPCC 2차 보고

서(IPCC Second Assessment Report: Climate Change 1995)는 건강에 대해 독립

된 장을 할애하 다. 그러나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까지 이 분야의 과학적 연

구결과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2차 보고서의 건강 향 부분은 제한적일 수밖

에 없었다. 이 당시의 연구논문들은 대부분 엘니뇨와 같은 기후변화나 자연재해, 

또는 열파(heat wave)와 같은 극단적 사건으로 인한 건강 향을 주로 다루고 있

다.  IPCC 2차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향을 부정적인 것으

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용할 수 있는 연구 논문들의 한계 때문에 대부분의 

평가가 비정량적이며 전문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향 평가가 많은 내재적 불확실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IPCC 2차 보고서 발간 이후에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 

특히 매개숙주에 의한 전염성질병이나 도시지역에서 기온상승과 사망률의 관계를 

평가한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더불어 향후 기온변화에 따른 건강 향을 예측

하기 위한 모델들의 개발도 촉진되고 있다. 

이런 학문적 성과에 따라 IPCC 3차 보고서(IPCC Third Assessment Report: 

Climate Change 2001)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향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인 검토와 평가가 진행되었고,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과 사회적 변화가 인구

집단의 건강에 향을 준다고 확정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또한 기후변화가 생태

계, 생물학적 과정, 물리적 환경매체 그리고 사회․경제적 환경에 미치는 향이 

최종적으로 집적된 결과고 그러한 향의 종합적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인구집

단의 건강인 것으로 보았다.



IPCC 3차 보고서의 건강 향이 포함된 장(Climate change 2001: Impacts, 

Adaptation & Vulnerability)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이 5개 분야로 대별하여 기후

변화로 인한 향을 기술하고 있다. 그밖에 해수문제, 식품생산과 양, 사회․경

제적 문제 등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 열 스트레스(Thermal Stress)

    ▶ 극단적 현상과 기상재난 (Extreme Events and Weather Disasters)

    ▶ 대기오염(Air pollution)

    ▶ 전염성질환 (Infectious Diseases)

    ▶ 연안문제(Coastal issues)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채택된 21세기를 향한 지구인의 행동

지침적 성격을 띤 아젠다 21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 따라 세계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를 포함한 관련 국제기관들은 기후 아젠

다(Climate Agenda)를 만들고 있다. 기후 아젠다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국제적

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의 포괄적이며 집적된 골조가 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자료의 수집과 활용, 사회경제 및 건강, 생태계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 등이 

포함된다. WHO이외에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States),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OC(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WMO(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International Council of Scientific Unions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WHO는 WMO, UNEP 등과 함께 특별위원회(Task force)를 구성,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 향을 평가하여 1996년에 보고서를 발간하 다. 2000년에는 

‘Climate Change  and  Human Health :  Impact  and  adaptation’을 출간하 다. 

WHO 역시 IPCC와 유사하게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향을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

적 환경, 생태계, 경제적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향을 종합적으로 반 하는 것으



로 보았으며, 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음과 같은 7개 부분으로 분류하

다.

▶ 기후의 변이와 극단적 기후현상

   (Climate variability and extreme weather events)

▶ 자연재해 (Natural disasters)

▶ 매개숙주를 통한 전염성질환 (Vector-borne infectious diseases)

▶ 식품안전 (Food security)

▶ 수자원의 질과 양 (Water quality and quantity)

▶ 도시의 질: 열 스트레스와 대기오염

   (Urban quality: heat stress and air pollution)

▶ 사회적 혼란(Social disruption)

미국의 경우 1989년 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USGCRP)이 창

설되었으며 1990년 의회의 Global Change Research Act에 의해 법적권한이 뒷받

침되었다. 기후변화가 자연환경, 농업, 에너지 생산과 사용, 땅과 수자원, 교통, 건

강, 사회 시스템, 생물종 다양성 등에 미치는 향에 대해 주기적인 보고서를 작

성하도록 요구, 10여년 동안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건강과 관련된 분

야는 1997년에 비로서 포함되었다. 2000년 11월에 USGCRP는 ‘Climate Change 

Impacts on the United States: The Potential Consequences of Climate 

Variability and Change’ 라는 평가 보고서를 완성하 다. 이 보고서는 미국에서 

기후변화와 그 향에 대한 국가적인 연구, 분석, 토론이 시작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건강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되었다. 건강관련 분야는 미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주도적 역할을 맡아 민관 협력에 의

해 실시되었다. 즉 EPA가 후원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이 평가과정을 총괄하여 보

고서를 작성하 으며 세부적인 검토도 담당하 다. 이 평가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향과 관련한 주요 논점을 네 부분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접근방

안을 마련하고자 실시되었다. 



▶ 현재의 국민건강상태와 위해를 주는 요인(Stress)는 무엇인가?

▶ 기후변화나 변이가 현재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가속하거나, 

   개선할 것인가?

▶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기후변화나 변이가 건강에 미치는 향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또한 USGCRP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향의 핵심적인 이슈(key issue)를 

다음과 같은 5개 분야로 보고 각각에 대해 고찰하 다. USGCRP의 보고서는 현

재 활용가능한 과학적 정보를 통해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향을 정리하 고,

아직까지 이해되지 못하거나 정보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주요 연구과제

들이 정리되었다.   

▶ 기온과 관련된 질병과 사망 (Temperature-related Illnesses and Deaths)

▶ 극단적인 기상현상과 관련된 건강 향

   (Health Effects Related to Extreme Weather Events)

▶ 대기오염과 관련된 건강 향 (Air Pollution-related Health Effects)

▶ 수인성/식품관련 질병 (Water- & Food-borne Diseases)

▶ 매개곤충이나 쥐에 의한 질병(Insect-, Tick-, & Rodent-borne Diseases)

NRC(National research council)는 16인으로 구성된 평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후변화와 건강 그리고 사회적 향을 평가하고 있다. 2001년  ‘Under the 

Weather Climate, Ecosystems, and Infectious Diseases’를 발간하 으며, 주로 전

세계적인 전염성질병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NRC의 기후변화와 관

련한 주요 연구내용을 세분하면 아래와 같다. 



▶ 기후변화와 전염성질환 사이의 관계

    (linkages between climate and infectious disease)

▶ 전염병 조기 경고시스템의 구축

    (the potential for disease early warning systems)

유럽연합(EU)의 경우 ACACIA(A Concerned action towards a 

comprehensive climate impacts and adaptation assessment for the  European 

Union) 프로젝트를 통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유럽지역의 향 및 적응방안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기상 향, 사회․경제적 그리고 기술적인 시나리오 구축, 

기후 시나리오 구축, 수질, 토양, 생태계, 삼림, 농업, 어업, 보험, 교통, 에너지, 산

업, 여행, 건강, 연안 및 산악지역으로 구분하여 기후변화의 향을 평가하고 있

다.  그러나 건강 향과 관련해서는 열 스트레스와 대기오염의 증가로 인한 노인

층에서의 사망 및 질병이 증가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런 국제기구나 정부의 노력과는 별도로 개별 학자들에 의한 연구 결과들

도 제시되고 있다. IPCC, USGCRP 등의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했던 Patz는 다음

과 같은 6가지 문제를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문제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정리하 다. 이것은 건강을 중심으로 한 분류가 아니고 건강에 향을 미치

는 기후변화로 인한 특징적 현상을 정리한 점에서 특색이 있다.

   ▶ 열파 또는 대기오염

   ▶ 해수면 상승

   ▶ 홍수

   ▶ 가뭄과 양결핍

   ▶ 엘니뇨 현상

   ▶ 고지대 말라리아



표 1-1. 기후변화와 건강 향의 국제적 연구동향

 IPCC

 연구방향

 : 장기간의 자연적 변화과정과 지역적 패턴의 다양성 평가

 : 측정된 건강 향에 대한 혼란변수(confounding factors)의 기여정도를 

평가

 : 서로 다른 인구집단에서 상대적인 피해정도를 비교

 : 정량적 평가 모델의 개발을 위한 연구 포함

 강조점

 : 기후변화로 인한 향, 대책, 취약성 평가

 : 공중보건 인프라에 있어서 취약집단 파악 및 대책마련을 강조

 NRC

 연구방향

 : 지역적․공간적 기후변화와 전염성 질환의 전파에 대한 고찰

 : 건강 향에 대한 조기경고 및 감시시스템 수립

 : 추후 필요 연구 확인

 강조점

 :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변화와 전염성질병

 : 예측모델 개발과 분석의 불확실성을 개선

USGCRP

 연구방향

 : 현재 국가의 일반적 건강상태 및 건강에 가장 문제가 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 기후변화가 현재 존재하거나 또는 예측된 건강문제에 어느 정도 향  

   을 줄것인가?

 : 기후변화의 적응(adaptation)을 위한 국가적 자원은 무엇인가?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향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가?

 강조점

 : IPCC와 비슷하며, 미국의 현황파악에 중점을 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향에 대한 관심은 상대

적으로 늦게 시작되었지만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국제회의에서 이 분야의 

전망도 포함되어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 ☜
    ( Major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environment and health in the 1990s)

 1992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Rio de Janeiro.

 1992  Tenth Commonwealth Health Ministers Meeting, Nicosia.

 1992  UNEC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Transboundary            

    Watercourses and International Lakes, Helsinki.

 199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Cairo.

 1994  Second Europea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Health, Helsinki.

 1995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Copenhagen.

 1995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Beijing.

 1995  Pan American Conference on Health and the Environment in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Washington DC.

 1995  Second Conference on Health, Environment and Development, Beirut..

 1996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Settlements (HABITAT II), Istanbul.

 1996  World Food Summit, Rome.

 1998  UNECE Convention on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Decision-making, rhus.

 1999  Third European Ministerial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Health, London.

 * 출처 : WHO(Climate Change and Human Health: Impact and adaptation, 2000)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향에 대해서 여러 국제기관들이 비슷한 분류를 택하

고 있으며 기관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

강 향 분류를 직접 향과 간접 향으로 대별하고, 세부 분류는 USGCRP의 분류

를 따랐다. 그리고 다른 보고서나 연구 성과물들의 결과들을 이에 따라 재분류하

고 검토 및 종합하 다. 기후변화로 인한 현상인 기온, 강수량 등의 변화로 인하

여 직접적 건강피해를 입히는 것을 직접적 향으로 보았고, 생태계나 대기오염의 

변화 또는 질병의 숙주의 서식 등의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향을 미치는 것을 

간접적 향으로 보았다.

직접적인 향 중 열파 현상 등 기온상승에 의한 사망률이나 질병의 변화를 

기후변화로 인하여 향을 받는 첫번째 건강분야로 하 으며, 홍수 등 기상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손상이나 전염성질병의 증가 등을 두번째 분야로 하 다. 간접적인 

향은 첫번째 대기오염을 통한 건강 향, 두번째는 수인성 전염병과 식품 관련 

질병, 마지막으로 매개동물로 인한 질병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 다. 지구적 규모

의 기후변화로 인한 직․간접 건강 향의 체계는 아래 그림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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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지구적 규모의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향 



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 발생형태

1. 기온관련 질병과 사망의 증가 

가. 개요

 

기후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기온의 상승이다. 지구의 기온은 금세기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림 2-1은 미국 나사 연구소

(NASA Goddard Institute for Space Studies: Global Temperature Trends 2002 

Summation)의 자료이다. 기상 관측이 이루어진 1860년대 이후 지구의 기온이 계

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의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100년 동

안 전 지구적 평균이 0.6℃ 상승하 는데, 이와 같은 변화는 과거 지구의 기온이 

1℃ 상승하는데 걸린 시간이 약 10,000년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유래가 없는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금세기에 특히 두 번에 결친 급격한 기온상승이 이루어졌는

데, 첫 번째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주로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상승하

다. 두 번째는 1980년도부터 뚜렷하게 증가하기 시작하 는데, 그 상승률이 과거

에 비해 더욱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온의 상승은 그림 2-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가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위도가 높은 지역에서 더 큰 기온상승을 보여주고 있어, 미국 등 북미

지역, 동북아시아, 러시아와 유럽대륙 지역에서 기온 상승폭이 더 높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2-1. 지구기온의 변화

 *출처: World Health Organization European Centre for Environment and Health, I-00187 Italy 

그림 2-2. 대륙별 기온 상승폭



평균기온이 상승하거나 기온의 변이가 증가하면 극단값을 보이는 날이 증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2-3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자료이다. IPCC 보고서에 

의하면 여름철에 기온이 2-3℃ 증가하면 극단적으로 더운 날(Extremely hot day)

의 발생빈도가 대략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온이 상승하면 특히 여름철에 과거에 비해 극히 더운 날이 더 많이 발

생하며, 이로 인하여 사람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

다. 반면에 겨울철의 기온이 상승하면 추위로 인한 질병이나 사망이 감소할 가능

성도 있다. 그림 2-4는 기후변화가 기온관련 질병에 미치는 향과 그러한 관계

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방향을 개념화한 것이다.



그림 2-3. 기온의 변이 증가에 따른 극단값 발생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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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관련 건강 향 발생과 필요한 연구



나. 고온으로 인한 건강영향

 우리 몸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체와 주위 환경과의 계속

적인 열 교환이 필요하다. 열 교환은 열역학적 법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체열

은 일차적으로 체내의 대사과정을 거쳐 생산되고, 신체와 외부 환경 사이에 전도, 

대류, 복사, 증발 등의 기전을 통해 열 교환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장기간 고온에 

노출되어 체온 조절이 되지 않아 고온 상태가 유지되면 세포가 손상되어 효소의 

변성 내지 비활성화가 일어나고, 세포막이 파괴되어 단백질 합성의 장애로 여러 

건강장해가 발생한다. 고온으로 인한 건강 향으로는 열경련(Heat cramp), 열기절

(Heat syncope), 열피로(Heat exhaustion), 일사병(Heatstroke) 등이 있다. 

열에 노출되면 처음 나타나는 인체의 반응은 체표면의 혈액순환(surface blood 

circulation)이 증가하고 열을 감소시키려 계속적 신체반응이 일어나며, 이로 인한 

심장의 부담은 곧 열 스트레스로 연결된다. 적은 스트레스는 견딜 수 있으나 심하

고 갑작스런 고온은 사망에 이르게도 한다. 가장 흔한 사망이나 급성질환의 원인

은 일사병이다. 그밖에 심장질환, 당뇨병, 고혈압, 호흡기 질환, 사고, 경련, 자살, 

살인 등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llis, 1972; Ellis & 

Nelson, 1978). 1980년 켄사스시에서 발생한 혹서기간의 연구에 의하면 열사병 증

상은 그전에 질병의 징후가 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며, 노곤함, 혼미, 착란, 혼수 

같은 증상과 함께 급격하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Jones 등, 1982). 열경련으

로 인한 사망은 최고기온이 나타난 1-2일 후에 가장 많으며, 온․습도를 함께 고

려한 열지수(Heat Index)가 고온과 사망과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나타낼 수 있

다는 보고도 있다(Semenza 등, 1996). 일례로 그림 2-5는 미국 시카고에서 발생

한 혹서 때 일최고기온과 열지수에 따른 사망자를 나타낸 것으로 최고기온이나 

열지수의 상승에 따라 사망자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사망자의 증가는 일

최고기온이 최고로 상승한 하루내지 이틀 후에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2-5. 일최고기온 및 열지수의 변화에 따른 사망자수 변화

일반적으로 더위에 대한 신체적 환경순응은 5-6일이 지나면 가능하지만 완

벽한 순응이 이루어지려면 5-6년이 지나야 한다(Frisancho, 1991). 또한 극단적 고

온 현상에 대해서는 신체적 적응이 어려우므로 기온과 건강과의 관계에서는 이러

한 극단적(extreme) 현상이 주요 관심 대상이 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건

강 향인 기온관련 질병이나 사망 또한 단순한 평균기온의 상승폭 보다는 열파

(heatwave) 또는 혹서로 표현될 수 있는 극단적 현상에 의해 향을 받는다. 미

래의 기후 예측 시나리오에 의하면 현 상태로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될 경우  극

단적 고온의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2003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예처럼 혹서로 인한 사망증가와 같은 직접적 건강피해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할 수 있으며, 최근 이에 관한 연구들이 최근 국제적으로 많이 진행되

고 있다.

고온으로 인한 건강 향을 평가한 주요 연구결과로 여름철의 고온이 노인이

나 도시거주자와 같은 취약 인구집단 내에서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보수적으로 평가하더라도 해마다 평균 240명이 고온과 관



련해서 사망하고 있으며, 1980년의 혹서기간에는 1,7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

었다(CDC, 1995). 1995년 시카코에서는 5일 동안 최고 기온이 93-104oF (34-40oC)

인 혹서가 발생하 는데, 다른 해와 비교하여 사망자수는 85% 증가하 고 병원 

내원율은 11% 증가하 다. 이 기간 동안 최소한 700명이 초과 사망하 고 이들 

사망자의 대부분은 기온상승이 직접적 원인이었다(CDC, 1995; Semenza, 1999; 

Semenza, 1996). 1995년 국에서 발생한 혹서시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12.4% 증가하 고,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11.3% 증가하는 등 총 사망자가 

15% 증가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Rooney 등, 1998). Diaz는 마드리드의 1986년부

터 1997년까지의 사망 자료를 이용해 일최고기온이 36.5
oC 이상인 경우 기온이 

1oC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이 28.4% 증가함을 확인하 다(Diaz 등, 2002).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임계온도는 국가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더운 지역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인다. 유럽의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여름철이 더운 지

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의 열관련 사망자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보고

(Keatinge, 2000)도 있으나, 미국의 연구에서는 추운지역의 도시가 더운 기후에 대

해 더욱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Chestnut, 1998).

고온으로 인한 질병이환률의 상승은 사망률과의 관계에 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불확실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질병이환과 관련한 일부 연

구사례로 1995년 시카고의 혹서를 대상으로 다양한 질병발생 및 병원입원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광범위한 범주의 질병 환자들에서 입원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 으며 특히 호흡기, 심장 및 신장질환, 당뇨, 신경계이상, 간질 등의 

환자들에서 입원률이 증가하 다. 시카고의 경우 혹서가 발생한 일주일 동안 병원

입원률은 11% 증가하 고, 65세 이상 연령에서의 병원내원률은 기대치에 비해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emenza, 1996). 이외에 현재 보고된 연구로 1980년 

혹서 때 세인트루이스와 캔서스시에서의 병원내원률이 각각 5.1%와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Jones 등, 1982). 같은 해 멤피스에서는 고온관련 질환으로 483명

의 응급실 내원이 보고 되었으며 가장 흔한 진단명은 탈진, 일사병, 열기절 등이

었다(Applegate 등, 1981). 



표 2-1. 고온으로 인한  사망을 평가한 연구

현

상
건강 향 향크기 향지역과 기간 참고문헌

사

망

자

일반사망자수

1994년과 비교하여 사망자수 85% 

증가

미국 시카고, 1995년

(7월13일 - 7월21일)
CDC, 1995

평균기온의 97퍼센타일에 해당되

는 21.5℃이상의 기온에서 1℃ 상

승할 때 마다 사망자수 3.3% 증

가

국 런던, 1976년

(1월 - 12월)

Hajat 등,

2002

평년과 비교하여 사망자수 8.9% 

증가

국 잉 랜드, 1995년

(7월30일부터 8월3일)

Kovats 등,

1999

일반 사망자 수 15% 증가
국 런던, 1995년

(혹서기간)

Rooney 등,

1998

초과사망자수

평년과 비교하여 2800여명의 

초과사망자 발생

미국, 1995년

(혹서기간) 
NCHS,1995

평년과 비교하여 700명의 

초과사망자 발생

미국 시카고, 1995년

(5일동안)

CDC,

1995

2000여명의 초과사망자 발생
그리스 아테네, 1987년

(혹서기간)

Katsouyanni 등,

1988

열관련사망자수

514명의 열관련 사망자 발생 

(10만명당 12명)

미국 시카고, 1995년 

(7월 11일 - 7월 27일)

Whitman 등,

1997

57명의 열관련 사망자 발생

(1994명 14명, 1996년 7명)
미국 미조리, 1995년 CDC, 1998

열관련 5,224명 사망 미국 전역, 1979-1991년 CDC, 1994

열관련 8,015명 사망 미국 전역, 1979-1999년 CDC, 2003

총사망자수 197명중 91명(46%)이 

열관련 사망자

미국 워키, 1995년

(7월 13일 - 7월 23일)
CDC, 1996



표 2-2. 고온으로 인한  질병을 평가한 연구

현

상
건강 향 향크기 향지역과 기간 참고문헌

질

환

자

열관련질병

열관련 질병발생자 470명 발생 

(1996,1997년과 비교하여 2배 

증가)

미국 미조리주, 1998년 

(7월18일부터 22일까지)
CDC, 1999

병원입원률

5% 증가
미국 캔사스, 1980년

(혹서기간)

Jones 등,

1982

11% 증가
미국 시카고, 1995년

(5일동안)

Semenza 등,

1999

5.1% 증가
미국 성 루이스, 1980년

(혹서시간)

Jones 등,

1982

응급실내원환자수

열관련 질병인 기절, 졸음, 열

경련에 의한 응급실 내원환자

수 증가

미국 시카고, 1995년

(5일동안)

Semenza 등,

1999

심혈관계질환

심혈관계질환자의 병원 방문 

증가
미국 멤피스, 1980년

Jones 등,

1982

평균기온의 97퍼센타일에 해당

되는 21.5℃이상의 기온에서 

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 3% 증가

국 런던, 1995년

(1월 - 12월)

Hajat 등,

2002

관찰 중이던 심혈관계질환자의 

초과내원율 23% 증가

미국 시카고, 1995년

(5일동안)

Semenza 등,

1999

기타

평일과 비교하여 호흡기질환자

의 사망자수 5.5% 증가
국, 1995년

Hajat 등,

2002

관찰 중이던 당뇨환자의 

초과 입원률 30% 증가

미국 시카고, 1995년

(5일동안)

Semenza 등,

1999

관찰 중이던 신장질환자의 

초과 입원률 52% 증가

미국 시카고, 1995년

(5일동안)

Semenza 등,

1999

관찰 중이던 신경계 이상환자

의 초과 입원률 20% 증가

미국 시카고, 1995년

(5일동안)

Semenza 등,

1999



다. 고온관련 질환의 위험요인

고온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고온이라는 물리적․환경적 인자에 의해 발생하

지만 사회적 여건, 보건학적 기반시설 등에 의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같은 사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이나 위험요인이 있다. 이러한 위

험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은 적당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

며, 지금까지 알려진 대표적인 위험요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거주: 도시 거주는 고온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매우 중요한 위험 요인

이다. 연구에 의하면 아파트의 꼭대기에 살거나, 도시지역 거주자, 에어컨이 없는 

주거환경이 고온으로 인한 사망률이나 질병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Jones 등,1982; Kilbourne 등, 1997). 이처럼 도시거주가 위험요인이 되는 이유는  

열섬효과로 인한 향 때문이다. 1981년 Landsberg의 연구에 의하면 도시 중심부

분이 주변보다 열지수와 열관련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Landsberg, 1981). 

Buechley에 의하면 도시지역에서 고온관련 사망자는 인구 도가 높은 곳에서 더 

많은 것으로 보고하 다(Buechley, 1972). 또한 Clarke에 의하면 도시지역은 전원

지역에 비해 밤에 열을 더 효과적으로 유지한다는 사실을 제시하 다(Clarke, 

1972). 이로 인한 열대야 현상은 극도의 열 스트레스(thermal stress)의 원인이 될 

수 있다. Jones 등에 의하면 1980년 혹서 당시 세인트루이스나 캔서스와 같은 도

시 지역에서의 사망률은 각각 57%와 64%가 증가한 반면 다른 미주리주의 전원

지역에서는 불과 10%만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 다(Jones 등, 1982).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 기후와 건강의 관계에 있어서 거주환경의 중요성이 

확인되고 있다. 냉방시스템이나 기타 주택의 형태 및 환경이 고온관련 건강 향에 

중요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연령: 혹서 발생시의 고온 관련 질병이나 사망에 관한 역학 연구들에 의하

면 노인과 어린이들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Jones, 1982; Greenberg, 

1983; Fish, 1985). 인종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65세 이상 연령군이 기온으로 인한 

건강 향에 민감하며, 특히 8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사망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CDC, 2000). 설사, 호흡기감염,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

도 혹서기간에 위험군에 해당한다(Jones, 1982).

▶사회․경제적 요인, 인종, 빈곤, 사회적 독립상태, 정보를 통한 고온 대처 

능력 역시 기온으로 인한 건강 향의 민감성에 향을 미친다. 외국의 경우 경제

적 이유로 냉방장치를 갖지 못하는 조건이 고온으로 인한 사망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emenza, 1996). 경제적 이유로 냉방장치를 활용하지 못하더라

도 창문을 열거나 선풍기를 사용하여 환기를 시키는 것도 실내의 더운 공기를 완

화시켜 사망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러한 사실

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외에 1995년 미국 시카고의 혹서 발생시 흑인 중 사망률

이 백인에 비해 50%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reenberg, 1983).



라. 겨울철 온난화와 건강영향

여름철 혹서현상의 증가와 달리 지구온난화는 겨울철의 기온을 상승시켜 건

강에 미치는 향에 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다. 기존의 계절에 따른 사망률 연구

에 의하면 겨울철 사망률이 여름에 비해 10-25%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

서 겨울철 기온이 상승하면 추위로 인한 사망률 감소와 같은 긍정적 향을 기대

하는 연구결과도 있다. 일례로 국의 기온 예측모델에 따른 2050년 겨울의 사망

률 예측결과 20,000명 정도(약 25%) 사망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Donaldson 등, 2001). 반면 대다수의 연구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사망률의 

증가가 겨울의 감소폭보다 클것으로 예상하고 있다(Langford & Bentham, 1995; 

Martens, 1997; Guest 등, 1999). Kalkstein 등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겨울

철에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보다 여름철의 사망률 증가가 세배 정도 크다고 보고

하 다(Kalkstein & Greene, 1997). 더욱이 중요한 사실은 겨울철 사망률과 기온

변화와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특히 인플루엔자와 같은 겨울

철 사망률에 큰 향을 미치는 질병의 경우 온도와의 관련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Langford & Bentham, 1995), 겨울철 기온상승에 따른 건강 향을 명확히 설명하

기는 어렵다. 

 이외에 기온변화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는 따뜻한 지역에서 추운지역보다 더 민

감하게 나타나며 지역별, 더위 및 추위에 대한 감수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

로 이와같은 특성을 반 한 지속적 평가가 필요하다. 



2. 기상재해로 인한 건강영향

가. 개요

어느 한 지역에서의 기후는 온도, 강수량, 바람 또는 이와 유사한 인자들의 

장기간에 걸친 평균적 행동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나 기후 현상에는 1백년 만의 

대홍수, 10년만의 눈보라, 갑작스런 태풍이나 회오리 바람과 같은 예외적 현상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상태라고 생각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난 극단적

(extreme) 온도나 강수 또는 열대성 폭풍 등을 ‘극단적 기상현상(extreme weather 

event, 이후 기상재해)’ 이라고 한다. 이와같은 기상재해는 불규칙적이고 무질서한 

사건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에서는 평년의 기후를 30년간의 평균치로 정의하고 있다. 그

러므로 과거 30년간 관측되지 않았던 정도의 예외적인 기온과 강수량을 이상기후

라고 할 수 있으며, 정량적으로 표현하자면 평년치와의 차이가 표준편차의 2배 이

상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건강 향과 관련하여 ‘극단적 기상 향(extreme 

weather event)’은 지역사회나 생태계에 심각한 향을 미치는 기상학적 변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기상재해에 대한 응급대처 능력의 향상으로 인하여 열대성 태

풍으로 인한 사망자는 감소하 다. 그러나 전체적인 자연재해의 발생빈도, 사망이

나 손상 및 경제적 손실과 같은 피해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IFRC, 1998; 

Munich Re, 1999). 그림 2-6은 IPCC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연도별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재해의 발생 횟수나 경제적 피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6.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연도별 변화(IPCC, 2001)

IPCC 3차 보고서에 의하면 1972년부터 1996년 사이에 자연재해로 인하여 세

계적으로 연평균 약 123,000명 사망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향을 받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이 전체 사망자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Loretti & Tegern, 1996)(그림 2-7). 개발도상국의 인구집단이 재해로 인한 피해

를 더 많이 받고 있어 저소득 국가의 경우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선진국에 비

해 20-30배 정도 높을 수 있다. 1982-1982년에 발생한 엘니뇨로 인한 가뭄과 홍

수는 볼리비아, 에쿠아도르, 그리고 페루에서 대략 10%의 GNP(Gross national 

product) 손실을 가져왔다.(Jovel, 1989)

표 2-3은 과거 20년 동안 지역별로 기후 및 기상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향을 받은 인구집단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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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대륙별 기상재해 발생 빈도

표 2-3. 1980년 및 1990년대 세계 각 지역에서 극한 기후 또는 날씨 향에 의해 

죽거나 향을 받은 수

1980년대 1990년대

발생건수 사망자* 향인구* 발생건수 사망자* 향인구*

아프리카  243  417  1378  247  10  1043

동유럽  66  2  1  150  5  124

동지중해  94  162  178  139  14  361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265  12  541  298  59  307

동남 아시아  242  54  8505  286  458  4274

서태평양  375  36  2731  381  48  11,998

선진국  563  10  28  577  6  408

합 계  1,848  692  13,362  2,078  601  18,515
* 단위 : 천명



나. 기상재해와 건강영향

기상재해가 인간의 건강에 향을 주는 경로는 복잡하고 상호 연관되어 있

다. 아래 그림 2-8은 기후변화, 기상재해 그리고 건강 향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다. 그림의 왼쪽은 기후변화가 어떻게 재해의 발생과 강도 및 기간에 향을 미치

는가를 나타내며, 오른쪽은 재해로 인한 인구집단의 피해를 나타낸 것이다.  현재 

기상재해에 관한 연구는 미래의 기상재해에 좀 더 잘 대비하고,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재해의 발생에 관여하는 여러 요소들을 잘 이해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적응조치

(adaptation measure)가 필요한지 역시 중요한 연구 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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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기상이변(Extreme weather event)으로 인한 건강 향 발생과 연구방향 



기상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건강피해는 사망과 상해를 들 수 있다. 미국의 경

우 1945년에서 1989년까지 145건의 자연재해로 인해 총 14,536명이 사망하 다. 

재해당 평균 100명이 사망하 고 연평균으로는 3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 다

(Glickman, 1992). 또한 1996년 엘니뇨 발생으로 인한 극심한 이상기후로 540명이 

사망하고 2,711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1997년엔 600명의 사망자와 3,799명의 상해

가 발생하 다(National Weather Service, 2001). 사망과 상해로 인한 피해외에도 

안전한 물 공급 시스템의 파괴, 건강 및 위생시설의 파괴 그리고 면역기능이나 병

원균 조절 프로그램의 혼란으로 인해 특정 전염성질병의 유행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들 전염병은 재해지역에 풍토성이 있거나, 공중보건 기반시설이 불충분한 경우 

더욱 증가한다. 

기상재해로 인한 간접적 피해로는 생태계의 변화와 인구의 집단이동 등을 

들 수 있다. 장기간 가뭄이 지속된 경우나 극심한 가뭄이 발생한 경우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 나타날 수 있고, 직업을 찾아 도시로 이사를 하는 등의 이동도 발생

한다. 또한 기상재해로 인한 생태적 변화는 전염성질병의 매개체인 곤충, 진드기 

등의 다양성과 분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외에 기상재해의 발생은 개인의 감정이나 정신건강에 향을 미친다. 재해

로 인한 가족과의 사별, 재산손실, 그리고 사회붕괴는 정신건강과 관련한 문제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아직까지 구체적 자료의 부족으로 재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성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의 발생과 

심각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일부 연구를 통해 재해 이후 스트레스성 장

애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1972년 펜실베니아 지역에서 광범위한 홍수의 원인이 된 

Agnes 허리케인이 발생한 이후 5년간 정신건강과 관련한 문제의 증가가 기록되

었다(Logue, 1979). 최근에는 앤드류 허리케인이 통과한 지역에 거주하 던 주민

에 대한 장기 연구결과, 성인의 20-30%가 사건이 있은 후 6개월과 2년후에 조사

한 결과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증상을 나타내었다(Norris, 199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와 이로 인한 건강 향

은 크게 아래와 같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Noji, 1997). 



 ▶ 육체적 상해 또는 사망

 ▶ 향 상태의 부족 (특히 어린이들에서)

 ▶ 피난 시설의 수용인원 증가와 물공급 부족으로 인해 이재민 중에서, 

    호흡기 및 설사질환 증가

 ▶ 정신건강에 대한 향, 어떤 경우는 장기간 지속

 ▶ 물공급 시스템과 하수 처리 시스템의 손상으로 수인성 질환의 위험성 증가

 ▶ 화학물질 저장고나 폐기물 처리 장소로부터 위험한 화학물질이 누출 및 전파



다. 기상재해별 건강영향

(1) 홍수 

전 세계적으로 홍수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

오는 자연재해이다(Menne 등, 1999). 미국의 경우 모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손상의 40%가 홍수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French, 1989). 최근들어 홍수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해안이나 범람원 같은 위험지대에 거주하는 사

람들이 증가하 기 때문이며, 또한 환경파괴적인 육지 사용형태는 홍수 발생시 질

병 및 사망률을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래 기후 예측 시나리오는 폭우의 발생빈도와 홍수의 위험이 향후 지속적

으로 증가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Knutson, 1999; Meehl, 2000). 또한 기후변화

로 인한 기상재해의 증가는 강과 연안의 범람 위험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한 건강

피해도 증가시킬 수 있다. 홍수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지형, 홍수지역 주변의 기

반시설, 인간이 만든 여러 위험요인, 그리고 홍수 다발 지역의 광범위성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이외에 제방, 둑의 제조, 방벽 그리고 배수시설과 같은 홍수 제어를 

위한 기반시설이 오히려 홍수의 심각성이나 크기에 부정적 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홍수제어를 위한 시스템이 파괴되면 그 결과로 상해나 사망이 더 크게 발생한

다. 1994년 7월에 조지아주의 홍수로 인한 15명 사망자의 절반 정도는 흙댐의 붕

괴로 인한 사망으로 조사되었다(CDC, 1994). 배수로 역시 홍수지역으로부터 벗어

나고자 하는 일반인들의 사망과 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1992년 푸에루토리코

에서 발생한 홍수에서 배수로를 따라 급속히 상승한 물은 차와 사람들은 쓸어버

렸고, 길과 다리의 유실로 인하여 탈출을 어렵게 만들어 사망자를 증가시켰다

(Staes 등, 1994).

홍수가 상해 및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정도는 홍수의 형태에 달려있다. 

단기간 호우로 인한 돌발홍수는 갑작스런 물의 양의 증가와 높은 유속 때문에 사

람들이 제한된 시간동안 안전한 곳을 찾기 어렵게 만들어 단순하면서도 가장 치

명적인 피해를 발생시킨다. 저수지역에서 강수량이 증가하면 댐의 갑작스런 방류



량 증가 및 댐 붕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서서히 강수량이 증가하는 홍수의 경

우 갑작스런 범람에 따라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열상, 상처로 인한 부

상 및 때때로 감전사를 유발한다. 사람들로 붐비는 피난처로의 대규모 인구집단의 

이동은 물이나 하수체계가 망가진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장염을 발생시킬 수 있

다. 이외에 홍수는 농업 및 산업 지역에서 사용되는 미생물과 화학물질을 확산시

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선진국에서는 잘 관리되고 있는 홍수제어 시스템, 위생 기반시설, 공중보건법 

및 질병 감시체계에 의해 홍수로 인한 질병이나 위험이 크게 감소하 다. 그러나 

1997년 100명 이상이 사망한 중앙 유럽의 홍수는 건강과 복지에 대한 중대한 피

해사례로 기록되었다. 폴란드의 경우 6000㎢에 달하는 지역이 범람하 고 160,000

명이 대피하 으며 피해비용은 30억 달러로 추정되었다(1996년 GDP의 2.7%). 체

코에서는 50,000명이 대피하 으며, 80억 달러(GDP의 3.7%)의 경제적 손실을 입

었다. 

중국의 경우도 과거 몇 년간 홍수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 다. 1996년 공식집계로 

20억명의 사람들이 홍수에 의한 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하 다. (3,000명 이상이 

사망하 으며 363,800명이 상해를 입었다. 3백7십만 가옥이 파괴되었고, 1천8백만 

가옥이 피해를 입었다. 직접적 경제적 손실만도 120억 달러를 초과하 다)(IFRC, 

1997). 1998년 국가 공식 통계 집계는 2억명의 사람들이 홍수로 향을 받았고 

3,000명 이상이 사망하 으며, 4백만 가옥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 

경제손실만도 200억 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National Climate Centre of 

China, 1998).

홍수로 인한 건강 향은 즉각적, 중간적 그리고 장기적 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각적 향은 대부분 물에 잠기거나 단단한 물체에 휩쓸려 사망 또는 상해

를 입는 경우이다. 중간적 향은 오염된 물의 섭취(cholera, hepatitis A)와 접촉

(leptospirosis)으로 인한 질환 및 피난처의 과 한 이재민 수용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전염성질환을 들 수 있다. 1988년 방 라데시에서 발생한 재앙적 홍수에 관



한 연구결과를 보면 설사가 가장 흔한 질환이었으며 45세 이하의 모든 연령에서 

설사가(watery diarrehea)가 가장 흔한 사망원인으로 조사되었다(Siddique 등, 

1991). 다음으로는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질병이 많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장기

적 향으로는 홍수 이후 어린이들에서 발견되는 심각한 양부족을 들 수 있다. 

홍수는 또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향을 미친다. 1997년 

폴란드에서 발생한 홍수 이후 알콜 중독, 생리적 장애 및 행동장애의 증가(특히 

어린아이들에서)가 보고 되었다. 홍수직후에는 곰팡이와 진균류가 자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알레르기 체질의 사람들에서 특히 위험을 증가시킨다. 예를 들어 

최근 발견되는 폐의 헤모시데린침착증(pulmonary hemosiderosis)은 홍수 후 가정 

내에서 진균 농도가 높아지면서 발생되는 Stachybotris 종 때문이다 (Montana 등, 

1997; Etzel 등, 1998). 

 (2) 태풍 (열대성 저기압 또는 열대성 사이클론) 

세계적으로 약 90만명의 사람들이 1967년부터 1991년 동안 태풍으로 인하여 

사망하 다(IFRC, 1993). 미국의 경우 금세기에 약 14,600명이 태풍으로 사망하

고, 대략 7천만명이 태풍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한번 발생하면 50-100명의 사망

자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우 조기 경보 시스템의 향

상에 따라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감소하고 있으나, 인구 도가 높고 자원이 빈약

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파괴적 능력을 보여준다(IPCC, 2001).

저지대와 환경적으로 손상된 지역의 빈곤하고 집해 거주하는 인구집단이 

열대성 사이클론(허리케인이나 태풍으로 불리기도 하는)의 취약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에 열대성 사이클론으로 인한 가장 심각한 피해는 기상학적, 지형학

적 조건과 함께 저소득국가로서의 취약성과 빈약한 인구자원 등의 조건을 갖고 

있는 방 라데시에서 주로 발생되었다. 대부분의 사망은 폭풍발생으로 인해 큰 파

도에 휩쓸려 익사하면서 발생하 다. 그밖에 무너진 집에 깔리거나 폭풍에 날린 

물체에 부딪치거나 관통하면서 생기는 손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태풍이 지나

간 후 복구과정에서 사망이나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쓰러진 나무를 



치우면서 톱에 손상을 입는다든가 감전사 등의 위험이 있다. 홍수와 마찬가지로 

전염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피난처에서의 집단 거주에 따른 위생상의 

문제로 인한 질병이 발생이 증가한다.

(3) 가뭄 

극심한 가뭄은 막대한 곡물수확의 감소, 식량부족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개

발도상국의 경우에는 큰 기근을 가져오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식량의 생산과 분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 가뭄으로 인한 양부족이나 기근이 건강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뭄은 식량감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산불과 전염성 질

환을 증가시키는 잠재적 요인이 된다. 

가뭄으로 인한 산불은 사망률에는 향이 적으나 기능적 장애와 호흡기증상을 증

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산불시 발생되는 연기는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과 같이 심장이나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상당한 양의 미세먼지를 공기 

중에 배출한다. 따라서 호흡기질환이 이미 있는 사람들에서 좀 더 위험하다. 산불

로 인한 연기에 노출된 사람들의 경우 부비강염, 상기 호흡기 감염, 후두염, 눈의 

염증이 보고 되고 있다. 일례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책길에서 1991년에 발생한 

목초지대의 화재는 건조상태에서 마른 초목에까지 번져 25명이 사망하 고 241명

이 응급실을 방문하 다(Shusterman, 1993). 또한 산불발생시 화상이나 외상성 질

환으로 인한 치료를 요구하는 사람보다 두 배 정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기관지 경

련이 보고 되었다. 또한 가뭄은 전염성질환과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가뭄이후 

평소보다 강수량이 많아지면 한타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질환이 증가한다는 보고

도 있으며, 코시디오이데스 진균증(coccidiodomycosis)과 같은 진균성 전염병이 증

가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가뭄으로 인한 건강 향에는 식량부족으로 인한 양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

도 포함된다. 양부족은 감염에 대한 저항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또한 가뭄이 발

생하면 위생용으로 사용하는 물의 양이 줄어들어 분변오염으로 인한 설사질환의 

증가와 트라코마, 옴과 같이 세안 위생과 관련이 있는 질병이 증가한다. 가뭄기간 



동안에 매개곤충 번식 지역의 변화로 말라리아가 발생할 수도 있다(Bouma & 

van der Kaay, 1996).

(4) 기타 기상재해

겨울철의 심한 폭풍은 저온과 상관없이 사망에 향을 미친다. 심한 눈보라

의 발생에 따른 심장질환으로 사망이 증가하는 것이 보고 되었다. 1991년에서 

1996년의 1월을 조사시점으로 한 펜실베니아의 사망률에 관한 후향적 연구에 의

하면 강설량이 3㎝ 보다 많은 경우, 온도가 하 7℃ 이하일 때 사망률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많은 종류의 기상재해들이 일반 인구집단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망 

및 질병의 원인이 된다. 미국의 경우 1968년부터 1985년까지 번개로 인하여 1,916

명이(Duclos 등, 1990), 1980년부터 1995년까지는 1,318명이 사망하 다(CDC, 

1998). 번개는 높은 전압과 이차적인 열발생, 그리고 폭발적 힘으로 인하여 직접

적 위험이 된다. 간접적으로는 산불의 발화원이 되거나 거주지 또는 자동차위로 

나무들을 쓰러뜨려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먼지 폭풍이나 황사는 천식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라. 기상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가중시키는 위험요인 

재해는 기후로 인한 위험과 인구집단의 취약성이 연결되어 발생한다. 기상재

해로 인한 피해가능성의 증가는 주로 인구성장, 빈곤 그리고 환경오염의 결합이 

원인이 된다(Alexdander, 1993). 기후 위험요인으로는 폭풍형성이 잘되는 날씨나 

기후조건(이와 같은 요인은 인공위성 또는 다른 신기술들에 의해 연구되어질 수 

있음)을 들 수 있다.  또한 범람원이나 해안지역과 같은 고위험지역의 개발과 이

들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증가와 빈곤 역시 위험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

다. 국소적 환경의 피폐 역시 재해의 취약성에 향을 주며 재해로 인한 피해에 

향을 주는 요소들은 아래 그림 2-9와 같다.  

위험및

위협에
노출

피해의

증가

대처및
복구능력
감소

접근성

결여

자원

부족

위험및

위협에
노출

피해의

증가

대처및
복구능력
감소

접근성

결여

자원

부족

그림 2-9. 기상재해로 인한 취약성 가중요인



마.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에 대한 적응방안

기술력은 예방노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재해의 발생으로 인

한 건강 및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재해 복구 과정과 저감대책의 수립에 도

움이 된다.  계획성 없는 육지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범람원 관리들이 선행되어

야 한다. 특히 이와 같은 조치는 홍수와 허리케인으로 인한 상해 및 사망을 최소

화 할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민감한 해안지역과 중요한 강어귀나 강주변의 거주

자들 또는 휴양지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지역들에 취해져야 한다.

공중에 대한 교육 역시 중요하다. Carter 등(1989)이 토네이도의 희생자에 대

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네이도의 공격을 받은 건물에 있던 사람들의 21%만이 

권고된 안전지역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에르토리코의 홍수시의 조사

결과 역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홍수 발생시 안전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해 예방교육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가. 개요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향은 고농도 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부터 호흡

기질환에 대한 향과 특히 만성심장질환이나 폐질환이 있는 민감집단에 대한 

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주로 도시 거주 인구를 대상으로 주요 대기오염물질(SO2, 

O3, NO2, CO, Pb, 분진)로 인한 건강 향이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다. 건강에 대

한 이들 오염물질의 향은 여름이나 고온상태에서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Bates 등, 1987; Katsouyanni 등, 1997). 예를 들어 스페인의 발렌시아(Ballester 

등, 1996)와 바르셀로나(Sunyr 등, 1996), 이탈리아의 로마(Michelozzi 등, 1998) 

등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SO2와 총사망률 및 심혈관계 사망률과의 관계에 있어 

겨울보다는 더운 기간에 좀 더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Moolgavkar(1995) 등은 필라델피아에서 수행한 연구를 통해 SO2는 봄, 가을, 그

리고 겨울에 가장 심한 건강 향을 보인 것으로 보고하기도 하 다. 또한 많은 도

시에서 매일의 사망과 질병률의 증가는 더운 기간의 높은 오존 농도와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oolgavkar 등, 1995; Sunyer 등, 1996; Touloumi 등, 

1997). 이처럼 기후변화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다양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온, 강수량, 구름, 수증기, 풍속, 풍향 등과 같은 기상학적 요인은 대기 중

의 화학반응에 향을 미치고, 그것은 또한 오염물질의 이동이나 오염물질이 도시

나 지역에서 지구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비율 등을 변화시킨다. 대기 구성성분의 

변화는 다시 지역적인 기후 변화를 야기한다. 기후변화가 대기오염에 향을 주는 

노출경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날씨에 향을 미침으로써 국소적, 지역적 오염물

질의 농도에 향을 준다. 두 번째 전력생산을 위한 연료소비의 증가와 같이 인위

적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증가시킨다. 세 번째는 대기오염물질의 자연 발생원

의 배출량에 향을 줄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대기중 알레르기성 오염물질



(aeroallogen)의 형태 및 분포에 향을 준다.

그림 2-10은 기후변화와 대기오염물질의 농도와의 관계, 대기오염 노출과 건

강 향 및 적응방안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표시된 구조적 관계는 일부 불확실

성이 있지만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그리고 건강 향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것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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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오염과 건강 향 및 연구방향



나.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건강영향

(1) 오존 (ozone)

오존과 기타 광화학적 산화제는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면서 상피표면에 상처

를 입힌다. 실험동물과 시험관(in vitro) 연구들은 기도의 투과성과 염증발생을 확

인하고 있고, 급성 오존 노출로 인하여 숙주의 방어능력이 감소됨을 보여주고 있

다. 매우 높은 오존 농도를 사용한 일부 시험관 연구에서 오존이 돌연변이, 세포

발생, 그리고 세포 변형의 원인이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오존 농도일지라도 건강한 사람들의 장기간 노출은 폐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급성 폐기능 감소와 호흡기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Lambert 등, 1998). 오존이 단기간의 폐기능에 향을 줄 수 있음은 실험적 노출

과 관찰 연구에서 모두 확인되었다(ATS, 1996). 미국의 도시지역에서 자주 측정

되는 오존농도 수준에서 기침, 가슴 통증과 같은 자극증상이 관찰된 실험연구도 

있다. 

이외에 챔버에서 인위적으로 조사대상자를 오존에 노출시킨 결과 기도와 폐포에

서 오존의 향이 나타났다. 연구결과 0.08ppm 보다 낮은 오존농도에서 폐기능과 

육체활동의 감소, 호흡기증상의 악화, 기도반응과 급성염증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0.12ppm의 오존농도에 장시간 노출되면 폐기능 손실 및 깊은 호흡과 함께 기침과 

고통의 증상이 관찰되었고(Folinsbee 등, 1998), 같은 농도에 노출된 운동중인 어

린아이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관찰되었다(McDonnell 등, 1985; Avol 등, 1987). 이

러한 결과들은 장시간 외부에서 운동이나 노동을 하는 성인이나 아이들이 대기 

기준에 근접한 오존농도에서도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오존에 대한 장기간 노출은 기도의 구적 변화와 폐포와 폐기능 감소를 가속화

시켜 만성 폐질환의 발전과 악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의심된다. 오존에 대한 장기 

노출을 시험한 동물 모델에서 폐기종의 최초 단계와 일치하는 폐포의 변화가 관

찰되었고, 기도에서도 미묘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기도와 폐포 손상에 대한 이들 

실험적 관찰은 오존 노출이 유아기 동안 폐 성장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고, 성인



기에는 폐기능 감소를 가속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Thurston 등, 1999). 몇몇 

장기간의 역학연구들이 이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남 캘리포니아

의 아이와 어른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결과 오존농도가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오존농도가 높은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에서 폐질환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생리적 측정은 5년 간격으로 실시되었

다. 높은 오존농도, 황산염, 그리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서 그렇지 않은 지역과 비교하여 호흡기능과 기도손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 다(Detel 등, 1987; Detels 등, 1991). 이와 같은 발견은 광화학적 산화제와 

다른 대기 오염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기능의 노화가 가속화됨을 시사하고 있

다. 

캘리포니아의 일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단면연구는 어린 시절의 오존 노출이 

현재의 폐기능 수준에 향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로스엔젤

레스의 아이들에 대한 연구에서도 역시 높은 농도의 오존 노출로 폐기능 저하가 

발견되었으며, 주로 외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린 아이들에게서 유사한 증상

이 관찰되었다(Peters 등, 1999).  

단기간 오존 노출로 인한 향이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민감 집단

을 대상으로 역학적 조사와 실험적 방법이 실시되었다. 임상연구에서 폐기능 손상

과 천식증상, 만성 폐쇄성 폐질환(Chronic Obstructive Respiratory Disease, 

COPD)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은 오존에 실험적으로 노출시킨 

건강한 조사대상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Linn 등, 

1998; Kehrl 등, 1985; Koenig, 1987).

또한 역학 연구들은 오존 노출이 천식으로 인한 질병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천식관련 연구들은(특히 소아천식) 오존 노

출로 임상적 증상이 악화되고 폐기능이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Linn 등, 1998; 

Kehrl 등, 1985; Koenig, 1987).

시계열적 연구에 의해 오존이 질병률과 사망률의 원인임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있

다. 상당히 많은 시계열적 연구들이 오존 증가가 매일의 사망자 수의 증가 사이에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전체 사망자수 역시 오존 농도와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병원내원률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오존 농도와 심장 및 호흡기로 

인한 입원률과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Thurston 등, 1999). 이들 결과는 오존 

농도가 현재의 대기오염에서 흔하게 보는 수준에서도 건강에 대한 향이 주요한 

환경보건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2) 미세먼지 (particulate matter)

입자상 물질 역시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기오염 물질이다. 입자상 물질은 그

들의 발생기원에 따라 1차물질 또는 2차물질로 분류된다. 1차 입자상물질은 발생

원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배출되고, 2차 입자상 물질은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과 같

은 가스상 전구물질에 의해 형성된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연소로 발생되는 입자

상물질이 특히 의미있게 고려된다(Bernard 등, 2001).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률 증가와 질병발생에 관해서는 런던 스모그등 많은 

역사적 기록이 있고, 최근의 시계열 연구들 역시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

난 십년동안 시계열 분석을 활용한 많은 연구들이 일별 사망률과 미세먼지 및 다

른 오염물질 농도와의 관련성을 평가하 다. 결론적으로 이들 연구에서는 다른 오

염물질이나 날씨를 제어하면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와 사망률 사이에 높은 관련성

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질병발생과도 관련이 있다. 

미세먼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폐렴, 심혈관계 질환을 포함하여, 호흡기 질

환으로 인한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급성심장 

향의 관련성에 대한 메카니즘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심장에 대한 향과 함께 

폐염증과 시토킨(cytokine)배출과 관련된 가설이 제기되고 있다. 미세먼지는 병원 

입원률과 응급실 방문 그리고 폐기능과도 관련이 있다. Schwarz 등이 하버드 6개 

도시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세먼지와 호흡기 증상의 관련성을 보고

하 다. Dockery 등 역시 하버드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서 기침, 기관지염 그리

고 가슴질환과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된 미세먼지(TSP, PM15, PM2.5, and sulfate)

의 관련성을 보고하 다.



(3)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일반 대기 오염물질 중의 하나인 일산화탄소는 대기오염을 통한 노출 이외

에 고농도 노출이 발생하기도 한다. 고농도의 일산화탄소에 대한 노출은 주로 소

방관 같은 특정직업과 의도하지 않은 중독이나 자살을 통해 발생한다. 고노출은 

급성중독을 일으켜 혼수상태나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일반 대기 중의 일산화탄소 농도와 사망 및 병원내원률의 관련성을 보여주

는 시계열적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일산화탄소의 향은 다른 오염물질

들로 인한 증상과 쉽게 분리하여 평가하기가 어렵다. 

(4) 질소산화물(nitrogen oxides)

일반 대기 중에서 NO2는 그 자체로 발생하지 않고 다른 오염물질에 혼합되

어 발생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NO2만에 의한 건강 향의 특징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따라서 가스상 물질로서 직접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향보다 오히려 

2차 입자상물질의 형성에 대한 NO2의 역할과 오존형성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은 

관심이 되고 있다. 

NO2는 호흡기관련 건강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 산화성 가스는 폐 속에 

있는 물과 결합하여 질산을 형성하고, 산화 메커니즘을 통화여 폐의 상피조직에 

손상을 입힌다.  NO2는 주로 기도에서 흡수되고, 폐포에는 거의 침전되지 않는다. 

극히 높은 농도(200ppm 이상)의 NO2는 광범위한 폐손상의 원인이 된다. 동물실험

에서 일반적인 도시 대기의 농도보다 높은 NO2를 노출시킨 결과 폐의 방어 체계

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기질환과 NO2 노출의 사이의 관계

는 실내 공기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다(Lowry 등, 1956). 일반인들에서 NO2에 대

한 노출은 요리나 난방기구 등의 사용으로 인한 오염된 실내공기 때문이다.   



다. 기후변화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로 인한 날씨의 변화는 대기 중 오염물질의 농도에 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관심이 되고 있는 내용은 기후변화로 인한 오존과 미세먼지 농도의 변

화이지만 현재까지 기후변화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정확한 향 및 메커니즘은 별

로 알려진 부분이 없다. 대기오염에 대한 기후변화의 향력을 정량화하고자한 극

소수의 연구는 대부분 기온의 증가가 오존 형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한 것이다. 

대기오염이 심한 경우 대기중으로 배출된 1차 오염물질이 다른 오염물질과의 상

호 작용이나 대기 정상 성분과의 반응, 태양에너지에 의한 광합성적 반응 등에 의

하여 다른 오염물질로 변화된다. 즉 발생원으로부터 배출 되었을 때와는 상이한 

물질을 형성하여 대기를 오염시킬 수 있으며, 새로 생성되는 물질 중 대표적인 것

이 오존이다.

기온과 오존 농도는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 중 온도의 증

가는 광화학적 반응을 촉진하고, 대류권 오존 농도 증가와 다른 옥시던트의 생성

을 증가시킨다(Morris 등, 1991; Morris 등, 1995). 고온으로 휘발성유기물질

(VOCs)과 질소산화물(NOx)의 자연적 배출량이 많아지면 대류권 오존의 증가를 

가져온다. 또한 염소산화물의 증가로 인한 성층권에서의 오존 파괴는 하층에 도달

하는 자외선량을 증가시키고, 더불어 각종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류권의 오존을 

증가시킨다(그림 2-11).



그림 2-11. 일최고온도와 일최고 오존농도

오존은 선진국형 공해라고 일컬어지는 광화학 스모그 현상의 원인이 된다. 

이 스모그 현상은 단순히 매연이나 먼지 공해 때문이 아니라 오염 물질이 햇빛과 

광화학 작용을 일으켜 발생하는 것이다. 오염가스에 의한 스모그 형성의 관계는 

먼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알데히드가 자외선을 흡수하여 산소분자와 반응하

여 원자 상태의 산소를 발생시켜 오존을 만든다. 

이산화질소는 자외선에 의해 우선 원자 상태의 산소와 일산화질소로 분리되고 이 

과정에서 강한 반응성을 때는 산소 원자가 다시 대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

성 물질인 오존을 형성한다. 경우에 따라 오존은 다시 일산화질소와 결합해 이산

화질소 산소로 회복되기도 하지만 오존이 자동차 배기가스인 탄화수소와 결합하

면 알데히드(aldehyde), 퍼옥시아세틸나이트레이트(peroxyacetylnitrate)등과 같은 

또 다른 광화학스모그 물질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따라서 오존의 농도가 광화학



적 스모그 물질의 농도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광화학스모

그 현상은 주로 온도가 높고(24-32℃) 습도가 70% 이하인 여름이나 가을에 많이 

발생한다. 스모그는 대낮에도 대기를 뿌옇고 흐리게 하여 안구가 침침하고, 눈이

나 코 기도를 자극하여 급성 중독의 폐수종을 일으킬 수도 있다. 현재 기후변화와 

오존과 관련한 국제적 연구의 흐름은 기후변화와 오존형성과의 관계를 정량적으

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한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

고 있는 모델들은 대부분 지역적 광화학 격자 모델을 발전시킨 형태이다. 아직 성

층권 오존 감소로 인한 향과 온도, 습도, 구름 등의 기후변화 요인의 적절한 반

 및 지역적 고려가 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아래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일부 오존 모델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 Gery 등은 기상학적 조건에 따라 미국의 도시 조합을 15개로 구별하여, 

온도의 증가와 성층권 오존의 감소가 대류권 오존 형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온도의 증가(+2℃, +5℃)와 오존 감소(성층권 오존의 대략 1/6에서 대략 1/3

의 손실)의 조합에 대한 각각의 경우에 대해 OZIPM4 광화학 탄도 박스 모형을 

사용하여 모델화되었다. 연구결과는 4개로 분류된 각 경우들에 대하여 대기의 섭

동을 적용한 경우와 분리한 경우 모두에 대하여 결과를 요약하 다. 바닥상태의 

오존농도의 변화는 성층권 오존 감소로 인한 향이 온도의 증가로 인한 향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도가 약 2℃ 상승한 경우 대략 2-4%에서 바닥상태

(ground-level)의 오존농도의 증가를 가져오고, 5℃ 상승한 경우 대략 5-10% 농

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Morris 등은 좀 더 발전된 대기질 시뮬레이션 모드인 RTM-Ⅲ(a 

three-dimensional regional oxidant model)를 사용하여, 대기질에 대한 미래 기후 

변화의 향을 평가하 다. 

▶ 이후 연구(Morris 등, 1991)에서는 OZIPM3 box model을 향상시킨 모델

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반응범위를 평가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두 배로 증가

한 경우를 가정하 다. 또한 온도의 증가로 인한 유기물 탄화수소 배출량 증가의 

향이 포함되었다. 



SO2와 NOx는 대기중에서 산화되어 각각 황산과 질산을 형성한다. 이들은 

가스나 에어로졸의 건조상태 또는 산성비와 같은 습한 형태로 지구의 표면에 침

전될 수 있다. 즉 대기오염으로부터 배출된 황 및 질소산화물이 대기 중에서 물방

울에 녹아 비를 더욱 산성화시키며, 고온은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이 산화비율

을 가속화시키고 산성퇴적물을 증가시킨다. Hales는 산성물질의 생성에 대한 온도 

증감의 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storm-cloud model(PLUVIUS-2)를 사용하 다. 

이 모델의 결과는 온도가 10℃증가한 경우 황산염의 농도가 대략 2.5배 정도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성비는 건물, 교량 및 구조물 등을 부식시키고, 식물의 

수분 흡수를 억제시키며 토양의 유기물 분해를 방해하는 등 토양과 수질을 오염

시켜 생태계에 손상을 입힌다. 

라. 기후변화와 대기 중 알레르겐 유발물질 및 진균류

기후와 날씨의 변화는 공기 중의 알레르겐 같은 미생물학적 위해요인을 포

함한 생물학적 위해요인의 전파에 향을 줄 수 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기후변화의 정량적 향의 크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후가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관련된 식물종의 지형적 분포에 향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진균류는 모든 환경에 잘 적응하지만 성장속도는 온도, 습

도와 같은 기상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진류균로 인한 질병의 

발생과 전염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기온의 상승으로 건조상태 

지속과 사막화의 향으로 입자상물질의 운반에 의한 진균성 포자의 확산과 이로

인한 관련 질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북아메리카 같은 지역에서는 풍토

병이나 폐질환이 증가될 수 있다.



최근까지 대기오염물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향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시

도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그들 연구의 대부분이 온도의 증가에 따라 오존형

성의 증가를 평가한 것이다. 연구에 따라 상당한 차이는 있으나, 이들 연구를 통

하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오존농도가 증가하는 것은 밝혀졌다. 그러나 대기질 

모델링을 통한 대기오염물질의 평가는 초기단계인 배출량 평가에서부터 상당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배출량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들을 추론에 의

지하고 있으며, 기후관련 요소는 대부분의 모델에서 상수로 고정된 값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의 대기변화 및 건강 향을 적절히 예측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미래의 배출량조사는 경제성장, 자동차 주행거리, 대기 오염 

규제 프로그램 그리고 온실가스 완화정책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고 이들 

배출량 평가 결과가 적절한 대기질 모델에 반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들 모

델은 온도, 풍속과 같은 기후변수를 포함해야 한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향

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 2-12와 같은 정보가 요구된다. 

배출량평가

(Emissions)

대기질 모델링

(Air quality 

modeling)

건강 향

(Health effect)

 향후 대기오염 규제
 온실가스 완화

 경제성장

 인구성장

 자동차의 주행거리

 기술력 변화

미래의 인구

 - 인구학적 특성변화

 - 용량-반응의 변화

기후변화

 - 온도

 - 강수

 - 풍속

 -구름층(cloudy cover)

기후변화 

시나리오

그림 2-12.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향을 평가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보



기후변화, 대기오염 그리고 건강 향에 대한 고려에서는 필연적으로 불확실

성이 발생된다(그림 2-13). 과거 수십년 동안 집중적인 조사가 수행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건겅 향에 관한 우리의 이해에는 한계가 있

으며, 특히 도시환경에서 발견되는 복합 대기오염물질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는 더 많은 정보가 요구된다. 그러나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건강피해와 관련해서 

명백한 증거가 있으므로, 좀 더 집중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은 여전히 남아있고, 배출

량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 연

구를 통하여 기후변화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향 및 이로 인한 건강 향을 평가

할 수 있는 합리적 모델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 지역적 기후변화 지역적 날씨변화 건강영향

결정의
불확실성

과학적
불확실성

자연적
변이성

기후이외의 자극원

환경적 요인들

사회,경제적 및 다른 요인들

개인의 생활방식

과학적 불확실성

정보수집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온실가스 배출 지역적 기후변화 지역적 날씨변화 건강영향

결정의
불확실성

과학적
불확실성

자연적
변이성

기후이외의 자극원

환경적 요인들

사회,경제적 및 다른 요인들

개인의 생활방식

과학적 불확실성

결정의
불확실성

과학적
불확실성

자연적
변이성

기후이외의 자극원

환경적 요인들

사회,경제적 및 다른 요인들

개인의 생활방식

과학적 불확실성

정보수집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그림 2-13. 기후변화 연구에서 발생되는 불확실성의 크기



마.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대기질 개선

CO2와 다른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은 주요 대기오염물

질의 배출원이기도 하다. 대기오염물질은 일단 대기 중에 배출되면 이를 제거할 

수 없으므로 정책적으로 규제되어야 하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원료물질의 대체 

등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은 주요 오염물질

의 배출량을 줄이는 부수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 효과가 상당할 수 있음을 

제시하기도 하 다. 미국의 경우 교토협약과는 별도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국내의 연구에서,  화석연료의 배출량을 최소화할 경우 대략 30,000명의 미세먼

지로 인한 초과사망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 다. 



4. 매개동물을 통한 질병

가. 개요

매개동물을 통한 질병은 모기나 진드기, 벼룩 등 곤충이나 쥐나 토끼 등의 

설치류가 매개체가 되어 병원체가 인간에게 전파되는 질병들을 말한다. 바이러스, 

리켓치아, 박테리아, 곰팡이, 원충 등 병원체 중에는 곤충과 설치류 등의 매개체를 

통하여 간접전파 되는 종류들이 있다. 이들은 인간이라는 새로운 숙주에게 침입하

기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감염되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요인에 의하여 

향을 받아 각기 다른 건강 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는 생활방식

이나 의료체계, 의료기술 등이 있다. 

기후변화 또한 질병의 발생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

다. 매개동물을 통한 질병들은 생태계 내에서 숙주와 매개동물, 병원체간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발생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각각의 생육 환경의 변화, 즉 기후 

변화에 의하여 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림 2-14. 모기에 의한 질병의 발생



병원체는 숙주와 생육환경에 따라 오랜 세월동안 증가와 감소를 되풀이 해

왔다(Ewald, 1993). 역사적으로 나라와 시대에 따라 토양의 이용형태, 농사방법, 

생활방식, 행동방식, 매개곤충의 관리 등의 변화에 따라 매개곤충을 통한 전염병

은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최근 매개동물에 의한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국제여행 및 교류를 들 수 있다. 

매개곤충에 의한 전염성질병의 위험지역을 여행한 사람들은 각자의 나라에 돌아

가 그 질병을 전파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위험지역을 방문하기 전에 예방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질병에 대한 위험이 과거에 비해 더 널리 공유된다는 사실이다. 자기나라 국민들

의 건강을 고려해서라도 지구차원에서 다른 나라 국민들의 건강문제에 관심을 가

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표 2-4).



표 2-4. 전염성질병의 분포와 새로운 질병의 등장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요인 요인예 질병 또는 원인 미생물예

생태학적 변화

(경제발전과 

육지 이용 형태 

변화를 포함한)

농업, 댐, 수중 생태계의 변화, 

삼림벌채, 국소적 기후변화

댐 - Shistosomiasis

관개수로 - Rift valley fever

농업 - Argentine haemorrhagic fever

계절변화 이상 - Hantavirus pulmonary 

syndrome

인구학적 특성 

및 행동

사회적 향, 인구성장 및 

이동, 전쟁이나 문화충돌, 

항전신성 약물 남용, 

집시설의 이용, 성적 행동

HIV의 확산, 뎅기의 확산, 

국제여행 및 

교류

삼풍과 인구의 세계적 이동, 

비행기 여행

여행관련 말라리아, 모기의 확산,  

설치류 관련 한타바이러스, 

남아메리카의 콜레라 유입, 

V.cholerae의 확산 

기술과 산업

음식물의 세계화, 음식물 

조리과정과 포장과정의 변화, 

조직 및 장기이식, 면역억제의 

원인이 되는 약물남용, 

항생물질 남용

육류의 E.coli 오염 - Haemolytic 

uraemic syndrome

hepatitis B & C -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rty & human variant

면역억제자에서의 전염성 질환

세균에 대한 

적응과 변화
세균 증가

항생물질에 저항성이 있는 세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antigenic draft'

약물에 저항성이 있는 결핵

공공 건강 

대책의 약화

예방프로그램의 축소 및 

예산삭감, 적절치 못한 

위생상태와 전염병 매개 

숙주에 대한 적절한 예방 부족

미국에서 결핵의 재발생, 아프리카 난민 

캠프에서의 콜레라, 러시아에서 

디프테리아의 재발생,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및 동유럽의 말라리아

*출처 : Several factors may contribute to the emergency of a disease(Morse, 1995)



표 2-5는 환경의 변화가 감염성 질병에 어떠한 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나

타내고 있다. 댐이나 운하의 건설과 같이 지형을 변화시키는 것이나 기후변화 뿐 

아니라 농사 등 산업의 변화나 도시화 같은 변화 등도 결과적으로 전염성질병의 

원인이 되는 동물의 서식에 향을 미친다.

표 2-5. 환경의 변화와 전염성질병의 향 

환경의 변화 질병 향을 미치는 경로

댐, 수로
말라리아 모기 번식장소의 증가

River blindness 흑파리 번식 감소, 질병감소

농업의 증가
말라리아 살충제의 이용과 매개체의 생존력 증가

베네주엘라출혈열 쥐의 수 증가, 접촉기회의 증가

도시화

콜레라 위생시설의 열악, 수질오염 증가

뎅기열
하수처리시설과 매개체인 Aedes aegypti모기의 

번식장소증가 

삼림파괴
말라리아

매개체의 번식장소 증가와 사람과의 접촉기회 

증가

리슈마니아증 매개체인 Sandfly의 접촉 증가

조림 라임병 진드기 숙주의 증가, 외부의 노출 증가

해수면온도증

가
적조 독성조류의 증가

강수량의 증가 한타바이러스증후군 쥐의 먹이 증가, 행동패턴의 변화

*출처: Mark L. Wilson, Ecology and infectious Diseas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1.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기후는 질병의 원인인 병원체와 매개체를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생존과 번식에 향을 미친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양상에 분명한 변화를 보이는 전염성질병도 있으나, 일반화시켜 향을 파악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기후변화가 환경변화 중에서도 매

개동물의 생존과 번식에 가장 큰 향을 주는 원인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모기를 매개로 하는 질병(Mosquito-Borne Disease)과 설치류를 매개로 하는 질병



(Rodent-Borne Disease)은 기후변화의 향을 크게 받는다. 기온, 강수량, 습도 

등이 중요한 향을 미치며 바람이나 일조량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강수량과 관련한 향으로 일반적으로 강수량의 증가는 모기의 번식을 증가시

키나 홍수로 인해 모기의 생육환경이 파괴되면 모기의 수가 감소되기도 한다. 

습도가 높아지면 모기의 생존기간이 길어지고 건조한 기후는 모기의 번식기회를  

감소시킨다. 그러나 호수나 물웅덩이가 없어지면 곧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서식지가 변화기도 한다. 

기온이 높아지면 모기가 성충이 되는 비율을 증가시키고 발육기간을 단축시키며 

알의 수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모기의 수를 증가시킨다. 또한 모기에 의한 전염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기의 생존율인데 기온이 높아지면 모기의 행동양식과 

생태계의 조건이 변하여 생존율이 높아진다. 태풍이나 홍수로 인하여 모기와 숙주 

동물의 수가 줄 수 있지만 반면에 거주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람과 매개동물과의 

접촉기회가 증가되어 질병이 증가하기도 한다. 일일 최고 기온과 평균기온은 병원

체가 매개체에 감염되는 비율, 침과 배설물 등에 의하여 다른 숙주로 감염되는 비

율과 관계가 있다는 보고도 있다. 모기를 매개로 하는 질병인 말라리아, 황열, 뎅

기열, 뇌염은 계절적인 패턴을 분명히 가지며 이는 기온에 민감하게 향을 받는

다.

설치류를 매개로하는 질병은 모기에 의한 질병보다 기후에 의해 향을 받는 정

도가 약하다. 그러나 쥐를 매개로 하는 랩토스피라증, 한타바이러스, 쯔쯔가무시  

역시 계절적 패턴과 기후에 민감하게 향을 받는다. 설치류에 의한 질병은 설치

류의 개체 수나 그 배설물에 접촉하는 횟수와 관계가 있는데 기후의 변화는 특히 

접촉횟수에 더 큰 향을 미친다, 강수량이 감소하면 개체수가 감소하지만 사람이 

사는 곳 주변으로 이동하여 접촉의 기회가 증가할 수 있으며 홍수는 동물의 배설

물에 접촉할 기회가 많아져 질병을 유발할 기회가 증가하기도 한다.

표 2-6은 기후변화가 매개동물과 병원균에 미치는 향을 정리한 것이다. 



표 2-6.  매개동물에 의한 질병의 전이에 미치는 기후요인 

기후

요인
매개동물 병원균 척추동물(쥐)

기온

증가

-발육기간 단축

-일부 병원체에 대한 감수성 변화

-개체수의 증가

-사람과의 접촉 증가

-부화율 증가

-전이시즌 변화

-분포 증가

-부화기간 감소

-따뜻해진 겨울은 쥐의 

생존에 유리

강수량 

감소

-더러운 물이 고여있어서 모기가 

알을 낳을 곳이 증가

-지속된 가뭄으로 달팽이수 감소

-강물이 마른곳에 생육장소가 

증가하여 매개체 증가

- 향 없음

-먹이의 감소로 

개체수가 감소

- 사람주변으로 

이동하여 접촉기회 증가

강수량 

증가

-유충서식지 및 매개동물의 증가

-습도의 증가는 생존력 증가

-지속적인 강수량 증가에 의하여 

서식지를 제거할 수 있음

-직접적 향에  

대한 증거가 

없음

-먹이의 증가로 개체수 

증가 가능성

홍수
-홍수는 vector의 서식지와 전이에 

변화를 가져옴

-서식지를 쓸어내림

- 향 없음
-동물의 배설물에 

오염될 수 있음

해수면 

상승

-해수면에 홍수가 소금물에서 

알을 낳는 모기가 많아지는 것에 

향을 미침 

- 향 없음 - 향 없음

*출처: IPCC, 2001 



기후변화와 매개동물에 의한 질병과의 관계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2-15이다.

그림 2-15. 기후변화로 인한 매개동물의 변화와 건강 향 발생경로 

기후변화

지역적

날씨변화

•기온

•강수

•습도

  Vector의 수명

Vector의 성장      

병원균의 성장      

척추동물 숙주의   
분포와 양

Vector와 설치류의
서식지

질병전파

Moderating
Influences

•전염병 전파 시기를 
 변화시킴

•전파의 강도를 변화시킴

•질병분포의 변화

•특정질병으로 인한 위험의
 증가 또는 감소

    연구필요        적응전략  



나. 곤충을 매개로 하는 질병

WHO는 곤충을 매개로 한 질병들이 열대, 아열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인구

에게 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전세계 인구에 광범위하게 향을 미치는 중요

한 질병으로 주목하고 있다. WHO에서 발표한 곤충을 매개로 하는 주요 질병과 

위험에 노출된 인구, 위험지역을 살펴보면 표 2-7과 같다.

표 2-7. 곤충을 매개로 하는 주요 질병과 위험지역 및 위험 노출인구

질병 매개체 위험노출인구

현재감염된 인구수 

또는매년

추가감염수

분포지역

말라리아 모기

24억

(세계인구의 

40%)

2억7천3백만 열대/아열대

필라리아병 모기 10억 1억2천만 열대/아열대

뎅기 모기 30억 1억/년 열대기후지역

황열 모기 4억6천8백만 20만/년
남아메리카/아프리

카

일본뇌염 모기 3억 7만/년 아시아

주혈흡충증 달팽이 5-6억 1억2천 열대/아열대

수면병 체체파리 5천5백만 30만-50만/년 열대 아프리카

리버블라인드 검정파리 1억2천만 1천8백만
아프리카/라틴아메

리카/예멘

샤가스병 흡혈빈대 1억 천6백만-천8백만 중앙/남부 아메리카

*출처: WHO(climate change and human health:impact and adaptation, 2000)



(1) 말라리아

말라리아는 매개곤충에 의한 질병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질병이다. 전 세계인

구의 약 40%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매년 약 3억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이중 백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는 결핵을 제외한 감염질병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환이

다.  말라리아는 1950-1960년대 잔류성 살충제 DDT의 살포 등으로 많은 나라에

서 퇴치하는 단계에 이르 으나 1970년에서 1980년을 거치면서 관리대책의 완화

와 기타 다양한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로는 곤충

의 약에 대한 내성 증가, 퇴치 프로그램 감소, 인구의 증가와 이동, 땅의 이용방법

의 변화, 지구 온난화, 엘니뇨, 벌목과 댐의 건설 등 다양한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

다(Lindsay and Birley, 1996).

말라리아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는 Plasmodium vivax (삼일열원충), P. 

falciparum (열대열원충), P. malariae (사일열원충), P. ovale (난형열원충)등 4가

지이다. 원인 병원체는 얼룩날개모기(Anopheles)에 속하는 모기의 흡혈에 의하여 

전파된다. 미국의 경우  Plasmodium vivax (삼일열원충), P. falciparum (열대열원

충)에 의한 말라리아의 발병이 흔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Anopheles sinensis(중국얼룩날개모기)에 의하여 전파된다.  

말라리아의 발생은 말라리아 병원균의 개체수와 모기에 물리는 횟수, 감염된 

모기의 수, 그 모기에 사람이 물리는 횟수와 관계가 있다. 이러한 변수에 기온과 

강수량, 습도의 변화가 미치는 향은 면역이 미치는 향만큼이나 관계가 깊다

(Lindsay and Birley, 1996). 기온은 모기가 성충이 되는 기간을 변화시키며 기온

이 높아지면 기간이 단축된다. 알에서 번데기를 거쳐 성충이 되는 기간이 12℃에

서 22.8일이 걸리나 29℃에서는 7.7일이 걸린다(표 2-8). 즉 기온이 높아질수록 성

충이 되는 기간이 단축되어 모기의 개체 수가 증가한다. 물론 매우 기온이 높은 

몇몇 지역에서는 조금만 더 높아져도 모기나 병균이 살 수 없는 기온이 되어 말

라리아에 전염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지만 대다수의 지역은 기온이 조금만 높

아져도 말라리아에 전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표 2-8. 집모기 속의 온도에 따른 발육기간

온도(℃) 12 ℃ 15 ℃ 20 ℃ 26 ℃ 29 ℃

알 (일) 6 4 1.5 1.4 1.2

유충(일) 11.5 8.2 5.7 5.7 5

번데기(일) 5.3 3.3 2.3 2 1.5

알->번데기(일) 22.8 15.5 9.5 9.1 7.7

*출처: Rom WD, 1998

또한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말라리아의 발생에 향을 미치는 기후

요소로 강수량이 있다. 엘리뇨에 의한 폭우로 인해 모기의 서식지를 없애고 유충

이 씻겨 내려가 모기의 수가 감소할 수 있다. 실제로 엘리뇨에 의한 폭우가 내린 

탄자니아에서는 지역에 모기수가 감소하 다는 보고가 있다(Lindsay 등, 2000). 

말라리아와 기후변화에 대하여 IPCC, USGCRP, NRC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

면(표 2-9) 기온과 가뭄 또는 홍수 등의 강수의 패턴이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IPCC는 기온과 폭우 등의 강수패턴이 말라리아의 발병과 관계가 있다고 언

급하 으나  USGCRP는 기후의 요인 외에 전염병관리현황과 사회 경제적 요인이 

말라리아 발병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말라리아와 기후와의 관련성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다.



표 2-9. 기후변화와 말라리아

IPCC1  USGCRP2 NRC3

단기간의 온도변화 및 

강수패턴에 민감하다. 

(폭우는 말라리아 

모기번식지에서 유충들이 

씻겨 내려가는 경우에 

발생률이 감소할 수 있다)

전염병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서 질병 발생률이 급증한다.

장기간의 기후 온난화와 

말라리아의 관계는 사회,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며 따라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한 상태이다.

극심한 강수량과 

강우패턴에 따라 

다양하게 말라리아의 

발생률이 변한다.

관련 기후요인:

기온

강수패턴

특정지역에서 말라리아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기후변화와 관련된 

증거는 아직 불충분 하다.

관련 기후요인:

극심한 강수량

1
 IPCC Third assessment report: climate change 2001(Impact, Adaptation & Vulnerability)
2 USGCRP (Climate change impacts on the United States: The potential consequences of climate variability 

and change, 2000)
3
 NRC (Under the weather climate, ecosystems and infectious diseases, 2001)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이후 사라졌지만 1993년 휴전선 근처에서 재발생

한 이후 매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립보건원의 말리리아 감시체계

(Major Communicable Diseases Surveillance System)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말라

리아 퇴치 사업은 1993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 말라리아 퇴치 10개년 계

획을 수립하여 매년 10-15% 이상 감소, 2010년도까지 완전퇴치를 목표로 하고 있

다. 

미국의 경우 말라리아에 대한 관리는 195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매년 약 1,200명의 

발병이 보고 되고 있다. 대부분은 시골의 농부들에게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1991년 

뉴저지, 1993년과 1999년 뉴욕, 1995년 미시간, 1999년 조지아 등과 같이 도시에서

도 보고 되고 있다(Gubler, 2001).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난 현상과 같이 말라리아가 

일정 기간동안 발생하지 않더라도 말라리아 병원균과 매개곤충은 여전히 존재하

고 있고, 기후변화나 지리적 변화, 환경의 변화가 위험요소로 작용하여 발병이 증

가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세계의 기후 온난화가 계속 진행되면 미래에는 동부아프리카의 

고지대에도 말라리아의 전염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말라리아의 전염이 



고위도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 이외에도 말라리아가 발생하지 않던 고지대 지역으

로 발생범위가 넓어지는 것도 가능하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케냐, 우간다, 탄자니

아, 이디오피아 등의 고지대에 말라리아가 다시 등장하 는데 원인으로 땅의 이용

형태, 말라리아 관리의 소홀, 인구의 증가와 이동 등의 이유도 가능하지만 기후가 

온난화 된 것이 말라리아의 분포에 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연구가 있다(Lindsay 

& Martens, 1998).

WHO는 Climate Change and Human Health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1960-1990년의 말라리아 전염 가능지역의 분포와 해들리 센터(Hadley Centre)의 

2080 기후시나리오에 의한 말라리아 전염 가능지역을 지도로 표시하 다(그림 

2-16a, 2-16b). 지금까지의 기후변화 추세를 고려하고 말라리아 관리 정책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기후의 요인만을 기초로 추정하 을 때 2080년에는 전 세계인구의 

약 80%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있게 되며 약 40%의 인구는 말라리아에 감염될 

것이다(WHO, 2000).

    



           그림 2-16a. 1961-1990년의 말라리아 전이 위험 분포

           그림 2-16b. 2080 시나리에 의한 말라리아 전이 위험 분포



이처럼 기후변화가 말라리아 발생에 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만 그 정도

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말라리아의 경우 전염되는 패턴이 

복잡하고 기후가 미치는 향도 숙주와 병원균, 매체가 각각에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기후변화로 인한 말라리아 분포의 변화에 대한 추정을 위해 모

델을 활용한 장기예측이 시도되고 있다. 

지금까지 말라리아의 전염에 관한 주요 모델은 다음과 같다. 

▶ 생물학적 모델(biological models)

   말라리아의 잠재적인 전염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사용해온 모델이다. 인간

의 개입이나 대처능력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 지구환경의 변화가 말라리아의 변화

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수단이다. 즉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지거나 

올바른 대처방안이 실시되면 이러한 모델에 의한 추정변화가 조절될 수도 있다. 

Martens(1999)은 기온과 모기의 전파와의 관계와 모기의 분포한계를 고려하여 모

델을 만들었다. 이 모델에 의한 2080년의 예측결과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

아의 위험에 노출되는 예상 인구가 2억6천에서 3억2천명으로 위험인구의 비율이 

약 2-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모델은 그 원리의 특성상 위험인

구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이 경제소득이 상위나 중간지역이 대상

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외에 일부 지역의 경우 강수량 감소에 따른 모기의 생존력 저하로 말라리

아의 전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결과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생물학적 모

델의 예측결과 향후 말라리아 위험지역은 증가하고 전염가능 시기도 변화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생물학적 모델의 경우 과도하게 기온의 역할을 강조하고 강수, 습도, 매개동

물에 대한 노출 등의 향을 포함하여 생태적인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지구적 차원의 모델은 지역차원에서는 부적합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상호간의 정합도가 검토되어야 한다.



▶ 통계-경험적 접근 모델(Statistical-empirical approach): 

  말라리아의 결정인자, 환경적인 요인과의 관계 등이 정량화되어 있지 못하

므로 만족한 모델을 만들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현재 모기의 분포와 다양한 기

후인자와의 관련성이 확실치 않고, 기존의 한 두개의 인자를 가지고 예측한 모델

들의 예측치도 현재의 말라리아 분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Rogera(2000)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현재 지구상의 말라리아 분포로부

터 얻어진 관계를 고려하여 모델을 제시하 다. 생물학적 모델의 결과가 전염가능

성이 있는 지역의 인구수를 예측하는 반면, 이 모델의 결과는 실제로 전염이 일어

나는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수를 예측하는 것이다. 모델을 통한 예측결과 2080년에 

전세계적인 말라리아 위험지역의 인구수는 늘어나는 지역이 있는 반면 줄어드는 

지역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현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 다.

▶ CLIMEX model: 

  모기종의 분포의 변화를 고려한 모델이다. 전세계적 추세와 오스트레일리

아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말라리아 매개체의 분포 및 변화를 추

정하 다. 이 모델은 매개곤충의 번식에 적절한 기온과 습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Bryan, 1996). 

그러나 현재 어떠한 모델도 지구적 차원이나 지역적 차원에서 추계 결과의 

정확도에 대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말라리아의 취약지역도 만족스럽게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모기의 지역적 분포 및 말라리아 발생에 

관련된 상세자료를 충분히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모델도 보건학적 대

응이나 사회적인 대응과 같이 인간의 노력을 반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제한

점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현재 기후변화로 인하여 말라리아의 위험성의 변화에 대

해서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뎅기열(Dengue Fever)

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질병 중 말라리아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 뎅

기열이다. 뎅기열은 아시아, 남태평양 지역,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의 열대지방

에 걸쳐 널리 발생하며 300백억명이 뎅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연간 1억명이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IPCC, 2001 & WHO, 2000)

뎅기열은 Flaviviridae와 Flavivirus속의 DEN-1, DEN-2, DEN-3, DEN-4형

의 4가지 혈청형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며 낮에 흡혈하는 모기(Aedes. aegypti)

에 물려 감염된다. 제2차 세계대전부터 1970년대까지 많이 발생하 으나 감소추세

에 있다 최근 인구증가, 도시화, 유동인구의 증가, 바이러스와 모기 개체수 증가 

에 따라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뎅기 바이러스와 매개모기는 열대지방 및 특히 도시지역의 중요한 건강문제

이다. 열대지방에서 뎅기열의 전염은 일년 내내 발생하는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습도와 강수량이 높은 달에 나타난다. 역학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인구의 

성장과 빠른 도시화, 효과적인 모기 관리정책의 실패, 새로운 뎅기 바이러스의 출

현 등이다(Gubler, 1997). 뎅기열의 매개체인 Aedes aegypti 모기는 사람의 환경

과 접한 관련이 있어서 집의 구조와 사람들의 행동방식, 사회경제적인 상황 등

과 접한 향이 있다. 미국 텍사스지역에서 뎅기열이 발생한 경우를 보면 43명 

발생자의 대부분이 멕시코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이었다 

(Gubler 등, 2001). 이처럼 뎅기열은 기후변화 요인외에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의

한 향을 많이 받는다.

뎅기열에 대한 모델 연구는 기온에 의한 모기 개체수 및 생존력의 변화로  

전염가능 지역이 어떻게 변화할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일례로 2100년 기

온이 2℃ 상승할 경우 전염가능 지역의 넓이 및 분포와 지역적으로 전염가능시기

의 변화에 대한 모델이 구축되어 있다(Jetten & Focks, 1997). 

지금까지 모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위험지역의 기온 상승으로 인하여 모기

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연구나 일시적인 기온 상승에 의하여 뎅기 바이러스의 발

생이 변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기온에 의한 뎅기열



의 발병을 평가하는데 사회적, 보건위생적, 지리적인 향은 고려는 되지 않았다. 

역학적, 생태적인 요인을 모두 고려해서 뎅기열의 전염에 미치는 향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뎅기열에 대한 기존 모델은 말라리아와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다. 열

대지방의 경우에도 전염정도는 백신의 보급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아열대 지

방은 기온 이외의 요인들, 사회적, 지리적 요인들에 의하여 향을 많이 받는다

(Gubler, 1998b). 

뎅기열과 기후변화에 대한 IPCC, USGCRP, NRC의 보고를 보면 기후 온난화가 

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생활환경과 공중보건 기반시설의 향이 있음을 언급하

고 있다(표 2-10)

표 2-10. 기후변화와 뎅기열

IPCC
1
  USGCRP

2
NRC

3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나 

공중보건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기후 온난화 

경향에 따라 전염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 세계적으로 기온의 

상승에 따라 전염지역이 

증가한다.

기후 온난화에 따라 

풍토병이 증가하나 그 

지역의 공중보건 시설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

1 IPCC Third assessment report: climate change 2001(Impact, Adaptation & Vulnerability)
2 USGCRP (Climate change impacts on the United States: The potential consequences of climate variability 

and change, 2000)
3 NRC (Under the weather climate, ecosystems and infectious diseases, 2001)



(3) 황열(Yellow Fever)

황열 바이러스는 Aedes와 Haemogogus등 여러 종의 모기에 의하여 전파된

다.  사람에게 전파되는 방식에 따라 야생형 황열(sylvatic yellow fever), 중간형 

황열(intermediate yellow fever), 도시형 황열(urban yellow fever) 등으로 나뉘어 

진다. 열대지방 또는 백신예방이 안된 지역에서 발병율이 높으며 아시아, 태평양, 

미국, 유럽 등의 지역에서 같은 시기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Aedes aegypti에 의해 발생하는 황열은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에서 많이 나

타난다. 미국의 경우 1950와 1960년대에 관리를 확실히 한 결과 나타나지 않았고, 

아프리카의 경우는 백신의 개발로 발병하지 않았다. 그러나 Gubler 등의 연구에 

의하면 열대 아메리카에서 황열이 발생하기 시작하 으며 이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과 같은 한번도 발병하지 않은 지역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한다(Gubler, 

1998). 

(4) 바이러스성 뇌염(Encephalitis)

뇌염에는 EEE(Eastern equine encephalitis), WEE(West equine 

encephalitis), SLE(St.Louis encephalitis), JE(Japanese encephalitis) 등이 있다. 우

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본뇌염 바이러스(Japanese Encephalitis Virus)는 작

은 빨간집 모기(Culex trytaeniorhynchus)에 의하여 전파되는 질병이다. 작은 빨간

집 모기는 6월말에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하며 10월까지 활동 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기고 있는 모기가 돼지, 소, 말 등과 같은 동물의 피를 빨고 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의 피를 빨 때 바이러스 균이 옮겨져 전염된다.  

일본뇌염은 사람과 동물의 중추신경계 향을 준다. 감염이 보고된 나라로는 일

본, 러시아의 극동부,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폴, 말레이시아, 

홍콩, 베트남, 라오스, 태국, 버어마, 스리랑카 및 인도 등이다. 일본, 한국 및 인도 

등지에서 심한 유행을 보인 적이 있다.    

역학적으로 보고된 바에 의하면 뇌염은 기후변화와 더불어 숲의 파괴 등 생

태계의 변화, 인구 도와 모기나 새와 같은 숙주의 변화, 바이러스의 유전적 변화



에 의하여 향을 받는다. 뇌염발생의 경우 거의 모두 기후에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얼마만큼, 어디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는 규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

스트레일리아에서 기후의 변화가 뇌염발생에 역학적으로 향을 미쳤다는 보고가 

있으며(Russell, 1998), 그림 2-17과 같이 기온의 증가가 매개모기의 생육속도를 

단축시켜 개체수의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연구나 역학조사는 더 진

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림 2-17. WEE, SLE의 생육속도

(5) 주혈흡충증(Schistosomiasis)

주로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며 주혈흡충의 충란이 파괴된 정

맥혈관의 벽을 통해 혈관 밖으로 나온 후 장 점막 또는 방광 벽을 경유하여 대변 

혹은 소변으로 배출된다. 

충란은 물 속에서 부화하여 24시간동안 물 속에서 자유생활을 하다가 달팽

이 등 중간숙주(패류)에 침입하여 유충으로 발육한다. 성숙한 유충은 물 속에서 

48시간가량 자유로이 유 하다가 종숙주인 사람의 피부에 닿을 때 피부를 뚫고 

인체에 침입한다. 일본, 중국 등 극동 아시아 지방에 일본 주혈흡충증이 풍토병으



로 만연되어 왔지만 국립보건원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발표하고 있는 전염병 정보

에 의하면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적은 없다.

(6) 수면병(Sleeping Sickness)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수면병은 서아프리카 수면병(Gambia형)과 동아

프리카 수면병(Rhodesia형)이 있다. 서아프리카 수면병의 병원체는 Typanosoma 

brucei gambiense이며 동아프리카 수면병의 병원체는  Typanosoma brucei 

rhodesiense이며 이 병원체는 체체파리에 의하여 매개된다. 체체파리는 주로 북위 

15도, 남위 20도 이내의 열대 아프리카에서 발생한다. 병원체는 체체파리 내에서 

12-30일간 번식하여 감염성을 가지며 평균 3개월간 감염력이 있다 (국립보건원, 

2003).

(7) 샤가스병(Chagas Disease) 

미국 남부부터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에 이르는 중남미 지역에 널리 분포

하고 현재 1,600-1,800만 명이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100만 명이 

새로 감염되며 45,000명 이상이 사망한다. 흡혈빈대에 물려서 병원체인 

Tripanosoma cruzi에 감염되어 발병된다(국립보건원, 2003).

표 2-11은 기후변화와 매개동물로 인한 질병과의 관련을 연구한 것들을 정

리한 것이다.



표 2-11. 매개동물로 인한 질병과 기후와의 관련 연구

질병 내 용 참고문헌

말라리아

엘리뇨가 말라리아의 발생과 관계가 있음 Bouma 등, 1997

통계모델, 생물학적 모델, 미래 기후를 예측하는 

GCM(General circulation model)를 이용. 결과는 

분명하지 않음

Rogers & 

Randolph, 2000

Martens 등, 1999

Lindsay & 

Martens, 1998

Haile, 1989

뎅기열

뎅기 추계모델에 의하면 기온의 상승은 전염기간을 

길게함 

Jetten & Focks, 

1997

GCM을 적용하여 미래의 시나리오를 만들었으나 

지표의 부족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Patz 등, 1998

바이러스

성뇌염

1952년 Tehachapi 지진과 케른강의 홍수의 향으로  

189명 발생

Reeves & 

Hammon, 1962

1975년 홍수의 향으로 미네소타에서 67명 발생
Nasci & Moore, 

1998

기온이 1℃증가하면 북아메리카의 모기가 1%증가 Reisen 등, 1993

미국 평균기온이 3-5℃ 증가하면 WEE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는 WEE와 SLE이 켈리포니아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과 관계가 있음.

Reeves 등, 1994

바람이 부는 경로를 분석하면 EEE바이러스에 위험한 

지역을 알 수 있음

Sellers & Maarouf, 

1990



표 2-12와 2-13은 매개동물로 인한 질병의 매개체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요인과 생태적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표 2-12. 매개동물로 인한 건강 향의 원인균과 관련 기후요인

건강 향 원인균 매개동물
관련있는

기후요인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적 

변화

일본 뇌염
Flavivirus종의 

RNA 바이러스

Culex

trtaeniorhynchus 

모기

 - 기온

 - 강수량

 - 습도

 - 홍수

 - 재해

 - 부화시간 감소, 

 - 개체수 증가,

 - 전염시즌의 변화 

 - 유충의 성장환경

 - 먹이의 증감

 - 사람과의 접촉환경

 - 생태계의 변화로 인한 

   천적의 수 변화

말라리아

Plasmodium

falciparum,

vivax,

malariae

Anopheles 모기

 - 기온

 - 강수량

 - 홍수

 - 엘리뇨

 - 먹이의 증감

 - 유충의 성장환경

 - 사람과의 접촉환경

 - 생태계의 변화로 인한 

   천적의 수 변화

뎅기열 뎅기 바이러스
Aedes aegypti

 모기

 - 기온

 

*출처: IPCC, 2001



표 2-13. 매개동물에 따른 병원균 및 활동온도

질병 병원균 Tmin(℃) Tmax(℃) 매개곤충 Tmin(℃)for vector

말라리아

plasmodium

 falciparum
16-19 33-39 Anopheles

8-10

(biological

 activity)

plasmodium

 vivax
14.5-15 33-39 Anopheles

8-10

(biological

 activity)

주혈흡충증
cercaria 14.2 >37 Snail

5

(biological

 activity)

 25±2

(optimum range)

뎅기열 Dengue virus 11.9 모름 Aedes 6-10

*출처: IPCC, 2001



표 2-14는 매개동물에 의한 질병에 민감한 인구집단과 기후이외의 관련요인 

및 적응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표 2-14. 매개동물로 인한 민감인구집단 및 기후이외의 관련요인과 적응방안 요약

.

 건강 향 민감집단

다른 

요인과의 

복합성

기후외 관련 요인 적응방안

일본뇌염
 - 어린이

 - 임산부
불확실

- 증폭동물인 돼지

- 거주지의 종류

 - 백신등 약품과 

   살충체 개발

 - 교배돈장의 관리

 - 모기관리프로그램

 - 개인보호시설

말라리아  - 유아

 - 젊은 성인
높음

 - 여행 

 - 매개곤충 억제 방안

 - 공중보건 기반시설

 - 약물저항성

 - 생활방식

 - 공중보건감시체계

 - 백신등 약품과 

   살충제 개발

 - 모기관리프로그램

 - 개인보호시설

 - 여행자의 관리

뎅기열
 - 어린아이

 - 이전 뎅기- 

    감염자

낮음

 - 여행

 - 매개곤충 억제방안

 - 공중보건 기반시설

 - 공중보건 감시체계

 - 안전한 약품 개발

*출처: IPCC, 2001



다. 설치류를 매개로 하는 질병 

설치류에 의한 질병은 모기 등 곤충에 의한 질병보다 기후요인에 의하여 

향을 받는 정도가 불확실하고 향의 크기도 작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설치류

는 생태계의 순환체계에서 살아가고 있고 생태계의 변화는 소리 없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며 기후변화에 의하여 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신증후군출혈열이나 쯔쯔

가무시증, 랩토스피라증 등 쥐에 의하여 전염되는 질병의 경우 쥐의 개체수와 쥐

의 생활환경에 향을 받는데 개체수는 먹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에 의하여 줄어

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1991년부터 1992년 엘니뇨현상으로 인한 강수량의 증가로 먹이

가 많아져서 쥐의 수가 증가하여 신증후군출혈열의 발병이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

다(Glass 등, 2000). 뉴멕시코에서는 온난한 겨울이 지난 후 강수량이 많았던 봄이 

지나고 쥐의 수가 증가하면서 쥐벼룩에 의한 전염병의 발생이 다시 증가하 다

(Paramenter, 1999). 매개체 수의 증가에 따라 질병발생이 증가하기도 하지만, 매

개체와 그 배설물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의 증가로 질병발생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1995년 니카라과에서 홍수로 인하여 랩토스피라증의 발병률이 높아졌는데 

이는 홍수가 난 후 맨발로 걸어 다녀 병원균에 감염될 기회를 증가시켰기 때문이

었다. 홍수가 난 2주 후 랩토스피라증의 발병이 최고에 달하 다(Trevejo, 1998). 

기후변화외에 땅의 이용형태나 사회변화에 의하여 질병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나타난 라임병은 숲을 농경지로 바꾸면서 매개곤충과 접촉기

회가 늘어나 발생이 증가하 다. 이는 생태계의 변화와 함께 땅을 이용하는 형태

의 변화등 사회적 요소가 질병의 발생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lubler 등, 2001).

설치류와 관련한 최근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표 2-15와 같다.



표 2-15. 설치류와 관련한 최근 연구 결과 

진드기

(Tick)

이산화탄소로 인하여 기후가 온난화 되면 진드기의 

생존이 줌

Haile, 1989

라임병의 매개체인 진드기의 생존기간은 강수량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

Amerasinghe 등,

1993

진드기의 개체수는 토양이용형태, 토양의 형태, 온도와 

수분의 비율과 관계가 있음 

Mount 등, 1993

Wilson, 1998

설치동물

(Rodent)

니카라과에서 홍수가 난 후 맨발의 사용에 따라 

랩토스피러시스의 위험성을 15배 증가시킴

Trevejo 등, 1998

살바도르, 브라질 등의 도시에서 랩토스피러시스 

환자의 발생이 홍수가 일어난 2주일 후에 최고

Ko 등, 1999

신증후군출혈열의 발생은 1992-1993년 엘니뇨의 

향으로 비가 많이 온 것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쥐의 

개체수가 20배 증가

Engelthaler, 1999

(1) 한타 바이러스를 통한 신증후군 출혈열

   (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

신증후군 출혈열을 일으키는 한타 바이러스는 Bunyaviridae과에 속하며, 종

으로는 한타바이러스 이외에도 Seoul virus(도시형 출혈열의 병원체), Puumula 

virus(Scandinavia형 출혈열의 병원체), Prospect Hill virus(미국에서 분리되었으

며 비병원성) 등 세계적으로 최소한 30종의 바이러스가 알려져 있다. 이 바이러스

들은 수만 종의 쥐들의 소변, 침, 배설물로부터 옮겨진다. 1993년 미국에서 

Hantaavirus pulmonary syndrome 이라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 발병한 적이 있다. 

이는 기존의 우리나라의 한타 바이러스와 종류가 다른 Sin Nombre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야생 쥐가 실내로 와서 감염되며 주로 폐를 공격한다.

한타 바이러스는 1951년 가을 6.25전쟁에 참전하고 있던 미군병사 1,000여명

에서 급성질환으로 발생하여 학계의 관심을 모았으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UN군



중 약 3,000명의 환자가 발생하 고 약 5%가 사망하 다(강문원, 2000).  

들쥐의 72-90%를 차지하는 등줄쥐 (Apodemus agrarius)가 전파 역할을 하

며, 배설물로 배설된 바이러스가 자연계에 남아 있다가 건조한 시기에 호흡기를 

통하여 전파를 일으킨다. 도시의 시궁쥐, 실험실의 쥐도 한타 바이러스의 매개체

이다. 타액과 대변 중에는 약 1개월간, 소변 중에는 1년 이상 바이러스를 배출한

다. 늦가을(10-11월)과 늦봄(5-6월)건조기에 많이 발생하며 야외활동이 많아 감염

기회가 많은 젊은 연령층 남자가 많이 감염된다. 남성 대 여성 환자비율은 약 2대 

1이다.   

한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발생은 쥐의 증가와 접한 관계가 있다.  쥐의 

증가와 감소는 기후에 의하여 향을 받는데 특히 가뭄이 지속된 후 비가 많이 

왔을 경우 매우 증가하 다(Gubler, 2001). 미국에서 1992-1993년 엘리뇨의 향

으로 비가 많이 온 지역에서 쥐의 개체수가 20배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질병 발생

이 증가하 다(Engelthaler, 1999). 

(2) 랩토스피라증 (Leptospirosis)

 랩토스피라증의 병원체는 랩토스피라(Leptospira)이다. 랩토스피라는 1973년 

국제세균명명위원회에서 L. interrogans와 L. biflexa의 두가지 종으로 분류하 다. 

병원성 랩토스피라는 L. interrogans에 속한다. 랩토스피라증은 L. interrogans에 

감염된 설치류에 의해 전염된다. 감염된 동물(주로 쥐)의 오줌을 통해 균이 배설

되고, 감염된 동물의 오줌에 오염된 젖은 풀, 흙, 물 등과 접촉할 때 점막이나 상

처 난 피부를 통해 감염된다. 

또한 랩토스피라증은 병원균에 오염된 배설물들이 물이나 토양을 오염시키고 그

것에 의해 감염되며,주로 홍수나 비가 많이 올 때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Kriz 등, 1998). 이외에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시 쥐의 오줌에 오염된 물 등

을 통해 랩토스피라증에 감염될 기회가 증가할 수도 있다. 

국내에는 주로 9-10월에 환자가 발생하며 남성의 감염 비율이 9:1로 여성에 

비해 많다. 고여있거나 젖은 논에 맨발로 들어가 작업을 하는 농부, 군인들에게 



많이 발생된다. 간과 신장에 향을 받는 질병으로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가장 흔한 질병중의 하나이다. 국내의 랩토스피라증은 주로 폐를 침범하여 폐출혈

을 일으킨다.(국립보건원, 2003) 

미국에서는 매년 50-150건이 보고되고 있다. 그 중 90%는 쥐에 의한 감염이며 도

시지역의 어린이가 시골의 어린이보다 30%더 많이 노출된다는 보고가 있다

(Demers, 1983).

(3)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

현재 국내에서 가을철에 유행하는 열성질환 중 가장 흔한 질병으로, 매년 수 

천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병원체는 Orientia tsutsugamushi

라는 리켓치아이다. 이에 감염된 진드기의 유충이 그 지역을 지나가던 사람의 피

부에 붙으면 조직액을 섭취하게 된다. 털진드기는 보통 지표면 아래에서 서식 하

지만 유충에서 번데기로 탈바꿈을 할 때에 온혈동물의 조직액을 필요로 하기 때

문에 일생에 한번 이 시기에만 지표면 밖으로 나와 근처에 있는 온혈동물에 일시

적으로 (24-36시간) 기생을 하여 조직액을 섭취한다. 그 유충이 쯔쯔가무시 병원

체에 감염되었다면 쯔쯔가무시증에 걸리게 된다.

늦가을인 10, 11월에 주로 발생하며, 국내에서는 시골에서 밭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걸리며 여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된다. 드물게 서울시내에서도 감염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국립보건원, 2003).

(4) 발진열(Murine typhus)

발진열의 병원체는 R.typhi이다. 쥐벼룩에 의해 매개되며, 사람이 발진열에 

감염되는 것은 쥐벼룩에 물렸을 때 또는 감염된 벼룩의 배설물을 흡입했을 때 일

어난다. 쥐벼룩은 대부분 설치류에 기생하므로 설치류는 병원소가 된다. 주로 가

려워서 는 등의 이유로 피부에 상처가 나면 몸 속으로 감염된 쥐벼룩의 대변에 

있는 리켓치아가 침투해서 발병한다. 잠복기는 6-14일이며 보통은 12일 정도이다. 



발진, 발열, 두통들이 나타나면 발진열의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임상적으로 

발진티푸스는 물론이고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또는 다른 발진이 나타나는 질환과

의 감별이 용이하지 않다. 다른 리켓치아 질환과 구분하기 위해서 혈청학적 검사

가 필요하다(국립보건원, 2003). 

 

(5) 라임병(Lyme disease)

라임병의 병원체는 Borrelia burgdorferi이다. 병원체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렸

을때 감염되며 대부분의 감염은 진드기 유충에게 물렸을 때 일어난다. 포유류가 

매개체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사슴은 주요 매개체이다. 

미국에서는 1975년 처음 발견이후 1982년부터 감시되고 있는 질병이다. 라임

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농장이나 숲 등의 지역에서 거주 지역을 개발하

는 등의 육지이용 형태의 변화 때문이다. 숲과 개발하는 땅의 접경지역에서 사람

들은 진드기를 만나게 되고 이들은 사람에게 병을 전염시킨다. 사슴진드기에 의해 

감염되는 라임병은 사슴의 번식이 늘어나는 것과 관계가 있다(Gubler 등, 2001).  

아래 표 2-16은 설치류를 통한 전염성질환의 전파와 관련있는 기후요인과 

생태학적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표 2-16. 설치류로 인한 건강 향의 원인균과 관련 기후요인

건강 향 원인균 매개동물
관련있는

기후요인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적 

변화

라임병
Borrelia

burdorferi
Hard-tick

 - 강수량

 - 토지이용

   변화

 - 생태계의 변화로 인한 

   분포 변화

신증후군출혈열
한타 바이러스

(약 30여종)
설치류

 - 홍수

 - 엘리뇨

 - 가뭄 후에 이어진 홍수로 

   쥐의 개체수 증가

 - 홍수로 인한 쥐와의 

   접촉률 증가

렙토스피라증
Leptospia

interrogans
가축및 설치류

 - 홍수

 - 허리케인
 - 홍수로 인한 접촉률 증가

쯔쯔가무시증
 Orientia

 tsutsugamushi

설치류

(털진드기유충)
 - 잘 모름  - 잘 모름

*출처: IPCC, 2001

표 2-17. 설치류로 인한 전염성질환의  민감인구집단 및 기후외 관련요인과 적응방안 

요약

.

 건강 향 민감집단

다른 

요인과의 

복합성

기후외 관련 요인 적응방안

라임병
 - 교외거주자 불확실

 - 육지사용

 - 사슴쥐의 분포

 - 공중보건 교육

 - 백신

 - 임상적 치료

신증후군출혈열  - 젋은 성인

 - 시골거주자
불확실

 - 육지이용형태

 - 야외활동

 - 거주시설

 - 공중보건감시체계 

 - 공중보건 교육

 - 백신

 - 임상적 치료

렙토스피라증

 - 저소득층

 - 농부

 - 군인

불확실  - 야외활동

 - 백신

 - 접촉을 줄이기 위하여

   장화 등 착용

쯔쯔가무시증  - 시골거주자 불확실  - 야외활동
 - 치료

 - 접촉을 줄이는 노력

*출처: IPCC, 2001



5. 수인성 및 음식물 매개질환

가. 개요

2명 이상의 사람이 같은 먹는 물로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 또는 먹는 

물이 전염병의 역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를 수인성 질병이라고 한다. 오염된 물에

서는 100가지 형태 이상의 병원성 박테리아,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들이 발견된다. 

이들 중의 상당수는 물 또는 음식물을 매개로한 전파를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질

병의 원인이 된다. 

수인성 전염병은 전형적인 장질환으로서, 증상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 스스로 제어를 함으로써 보고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감시가 어렵

다. 그리고 사람간의 접촉으로 인한 전염이나 음식물에 대한 노출과 같은 다른 원

인들로 발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량화가 어렵다. 수인성 전염병으로 인한 위장질

환은 만성적이고 유아, 노인 그리고 임산부, AIDS로 인해 면역시스템이 극히 약

한 사람, 화학요법이나 이식수술자,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또한 수인성 질환은 간염과 같은 질환을 연장시키는 원인이 되

기도 하며, 수인성 병원체가 몇몇 암의 원인이 되거나 간장, 임파선, 신경계, 그리

고 내분비계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질병 위해도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수인성 전염병의 인체 노출경로는 미생물 유기체와 독성이 있는 조류의 섭

취, 호흡, 피부를 통한 흡수를 들 수 있다. 오염된 식수원에 의해 감염되기도 하고 

낚시와 상업적 어업 또는 수 과 같은 여가 활동을 통하여 오염된 물에 접촉함으

로서 노출될 수 있다. 최근까지 오염된 물로 인한 음식물 매개질환의 비율을 추정

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정량적 평가는 어렵지만 오염된 물에 있던 해산물을 먹거

나, 오염된 물로 씻거나 처리한 날 식품을 먹음으로써 이들 미생물 위해요인

(microbial agents)에 노출될 수도 있다. 표 2-18은 수인성 병원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향과 원인이 되는 병원체, 물이나 음식물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정리한 것이다.



표 2-18. 특정 수인성 병원균으로 인한 건강 향 및 노출경로

건강 향   병원균의 종류
하수에서의 

발견여부

물을 통한 

전파 

음식물을 

통한 전파

급성 복막염

(Acute peritonitis)
Anisakis simplex -

+

(위락용수)
+

관절통

(Arthritis)

Giardia, Salmonella,

 Campylobacter
+ + +

무균성 뇌막염

(Aseptic meningitis)
Echoviruses, Coxsackie viruses + + +

암, 소화성궤양

(Cancer, peptic ulcer)
Helicobacter pylori +/-

+/-

(지하수)
+

콜레라(Cholera) V. cholerae - + +

설사 및 위장염

(Diarrhea and

gastroenterits)

Many enteric viruses

Norwalk virus

Giardia, Cryptosproidium

Salmonella, E. coli 0157c

Shigella species, Salmonella

Calciviruses

Rotaviruses

(infantile gastroenteritis viruses)

Astroviruses, enteroviruses

+

+

+

+

+

+

+

-

+

+

+

+

+

+

+

-

+

+

-

+

+

+

+

-

육아종

(Granuloma)
Mycobacterium marinum - + -

심장질환

(Heart disease)
Coxsackie B virus + + +

당뇨

(Insulin-dependent

 diabetes)

Coxsackie B virus(159) + + +

신장질환

(Kidney failure)

E. coli 0157 : H7

Microsporidia

Cyclospora

V. vulnificus

+

+

+

-

+

+

+

-

+

+/-

+

+

간질환

(Liver failure)

Hepatitis A virus

Hepatitis E virus

+

-

+

+

+

-

상처부위 감염

(wound infection)
V. alginolyticus - + -

상처부위 감염 및 

위장염

(wound infection,

gastroenteritis)

V. parahaemolyticus - + +

+, refers to being associated with / -, not associated / +/-, possible or suspected linkage

*출처: National Research Council & Howard 등(2001)



나. 수인성 및 음식물 매개질환

1971년부터 1995년까지 미국의 경우 수인성 질병은 화학물질로 인한 질병(대

략 25-26건 발병/년)을 포함하여 674건이 있었다. 먹는 물로 인한 질병 발생의 대

부분은 원생동물의 기생충(protozoa parasite)과 관련이 있다(Levy 등, 1998). 

1993년 워키에서 집중폭우와 강수량의 증가로 인한 원수의 오염과 정수장

의 응집-여과 효율의 저하로 처리수의 탁도가 증가하여 크립토스포리디움의 포낭

이 제대로 제거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 다(MacKenzie 등, 1994; Koopman & 

Longim, 1994). 이로 인해 403,000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장이상 증상을 겪었

고, 4,400명이 병원에 입원하 으며 약 100명이 사망하 다(US EPA). 이는 크립

토스포리디움 파붐(Cryptosporidium parvum)이라는 원생동물로 인한 전형적 수인

성 전염병의 발생사례이다. 크립토스포리디움 파붐은 일반인, 특히 면역이 떨어진 

에이즈 환자들에게서 설사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다. 전세계적으로 그 발생

이 보고 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 50%, 미국에서 3.6%의 유병률이 보고 되고 

있다(Rose, 1997). 브라질의 연구자들은 이 질병이 뚜렷한 계절성을 나타내며 강

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 다(Wuhib 등, 1994). 크립토스포리디움증을 유

발하는 원생동물은 소나 젓소와 같은 가축이나 야생동물의 체내에 존재하며 배변

을 통하여 배설되고 난모세포(oocysts)의 형태로 향을 준다. 미국 질병예방통제

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서 크립토스포리디움과 

관련한 사건들을 보고한 기록에 의하면 1995년 27개주로부터 2,972건이 보고 되었

고, 1997년에 2,566건이 45개주로부터 보고 되었다. 그러나 이들 숫자는 아마도 크

립토스포리디움으로 인한 미국내의 실제 질병발생률 보다 낮은 수치일 것이다. 실

제로 실험실에서 일상적으로 크립토스포리디움으로 인한 감염을 검사하지 않기 

때문이다(CDC, 1998).

지아디아 렘블리아(Giadia lamblia)는 수인성 질환 발병의 원인물질로 가장 

흔하게 확인되는 병원균으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흔한 수인성 전염병이다. 지아디

아는 염소에 상대적으로 내성이 강한 미생물이기 때문에 이를 불활성 시키기 위



해선 적절한 염소 농도와 충분한 접촉 시간을 통한 포낭의 제거가 필요하다. 크립

토스포리디움과 마찬가지로 강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지아디아 포낭의 농도의 증

가하는 상관관계가 보고 되었다(Atherhoet 등, 1998). 

물을 매개로 한 병원균(박테리아, 기생충균, 그리고 바이러스)과 독소의 또 

다른 직접 노출경로는 오염된 물에서의 수 , 낚시, 뱃놀이와 같은 여가활동을 통

해서이다. 담수역과 해양의 미생물 오염은 눈, 귀, 코, 피부, 호흡기, 장과 그리고 

다른 부분의 전염과 관련이 있다. 위락용수의 오염은 도시 및 비도시 지역의 유거

수, 산업시설로 인한 오염, 폭풍발생, 인간과 동물에서 나오는 쓰레기, 적조와 같

은 자생적 오염원을 포함하여 상당히 다양한 오염물질의 발생원이 관여된다. 

Naegleria fowleri는 일반적으로 어린아이와 젊은이들에서 발생하는 아메바성 뇌

수막염의 원인이며, 콧구멍을 통하여 들어오는 기생충으로부터 감염된다. 비록 질

병 발생률은 낮지만, 매우 높은 치사율을 나타낸다. 수온이 이들 유기물의 발생 

및 분포의 가장 중요한 향인자이다. 

Acanthamoeba는 각막염과 관련이 있으며, 계절적인 향이 뚜렷함을 보여주며(6

월과 11월에 심함), 따라서 기후변화에 의한 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향적 역학연구로부터 배설물에 의해 오염된 해양에서의 여가활동이 전염성 질

환과 강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도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Cabelli 등에 

의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결과 수 을 하는 사람들에서 장염발생률과 대장균

(E.coli)의 수사이에 유의한 상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해양의 Vibrio 박테리아는 콜레라의 원인중의 하나이고, 또한 수 과 관련한 질환

의 원인이 된다. 중추신경계 질환, 상처부위의 감염, 그리고 골수염은 염수에서 V. 

alginolyticus에 상처부위가 노출될 경우 발생하며, 다리의 탈저와 spesis는 뉴잉

랜드의 연안에서 V.parahaemolyticus에 노출된 경우 발생하 다. V. vulnificus 는 

자궁내막염의 원인이며, 치명적 패혈증의 원인이 된다(Tison & Kelly, 1984).

미국의 경우 음식물 매개질환은 연간 대략 7억6천만건 발생하는 것으로 추

정되며, 325,000명의 병원내원과 5,000명의 사망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Mead 등, 1999). 음식물 매개질환은 이처럼 막대한 숫자의 질병 발생과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고 있고, 새로운 원인이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현대의 가장 중

요한 공중보건 문제가 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은 음식물 매개질환을 인간의 하수 

오물로부터 발생된 바이러스에 오염된 날것이나 부분적으로 익힌 조개류의 섭취

와 연관시키고 있다. 이들 바이러스는 해양계에 축적되는데, 일부 바이러스의 경

우 박테리아 보다 바다에서 더 오래살고, 하수처리 과정에서 생존률이 박테리아 

보다 높다. Seyfried 등에 의하면 하수처리 이후 염소처리된 시료 샘플의 40%가 

바이러스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바이러스는 열에 내성이 있기 때문에 

조개류를 굽거나, 열을 가해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조개류와 연관한 장염의 

발생은 다양한 박테리아 병원균을 포함하며, salmonella thypi, camphylobacter 

spp. Vibrio spp,. v cholerae, v. vulnificus, v, parachaemolyticus 등이 있다. 

콜레라 바이러스의 경우 전 세계적인 콜레라 발생과 관련이 있고, 연못과 연

안의 플랑크톤과 고기에서 발견된다. V. vulnificus는 자연적으로 발생되며, 오염

된 조개류의 섭취로 인한 높은 사망률의 원인이 된다. 그밖에 hepatitis A는 1960

년대부터 미국 내에서의 어패류 관련 질병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음식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른 요인들로는 민감한 인구집단의 증가와 국제 

무역 장벽이 완화되면서 전 세계시장으로부터의 음식물 수입, 음식물 처리 기술의 

변화, 국가 및 국제적 음식 안전 정책의 개발, 음식물 소비 형태의 변화 등을 예

로 들 수 있다(Rose 등, 2001).



다. 기후변화와 수인성 및 음식물 매개질환 

 강수량(precipitation)과 온도와 같은 주요한 기후 변수들은 음용수로 인한 

수인성 질환(drinking-waterborne disease)과 음식물 매개질환(foodborne disease)

과 관련이 있다. 자료와 증거의 대부분이 아직 확실치 않지만 향후 지속적인 연구

를 통하여 놀라운 관련성이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콜레라와 다른 설사질환에 대한 국제적 연구에서는 수인성질환에 대한 기후

의 계절적 향이 있음이 증명되었다. 실례로 1997년에서 98년의 엘니뇨 동안 페

루에서는 평균기온 이상의 온도가 설사로 병원에 입원하는 아이들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Checkley 등,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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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기후변화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의 발생기전과 연구방향



 (1) 기후변화가 먹는물에 미치는 영향

많은 보고서에서 강수가 수인성질환의 발생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고, 강물공급관의 오염 역시 강수와 관련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Rose 등, 1997; 

Atherhelt 등, 1998). 

  (2) 기후변화로 인한 어패류 관련 질병

 기후의 변화는 연안의 오염과 어패류와 연관한 질병과 관련이 있다. Vibrio 

spp.,의 경우 그들이 직접적 원인이 된 질병외에도, 기후요인과 접한 관련이 있

다. 특히 그들의 계절성과 지형적 분포는 기온과 접한 관련이 있다. 

큰 강의 어귀의 V. vulnificus의 경우 온화한 지역에서는 겨울철 동안 거의 

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아열대 지방(온도가 17℃ 정도되는)에서는 일년 내내 이 병

원균이 발견된다. V. vulnificus의 경우 적절한 염분을 함유한 조건하에서 번성하

므로, 이와같은 요인은 유기물의 계절적 지역적 분포에 많은 부분 관련이 있다. 

염분 함유와 박테리아의 농도와의 관련성은 15psu(practical salinity unis) 이하에

서는 유의하게 증가하고, 15psu이하에서는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유거수와 강수는 

또한 연안 및 어패류 포획 지역에 대한 오염의 중요한 변수이다(Lipp 등, In 

press). 최근 1년 이상의 기간동안 남서 플로리다 지역의 큰강어귀에서의 미생물 

연구는 1997년에서 8년의 엘니뇨 기간동안 겨울철의 많은 강수량으로 인한 배설

물 지표 미생물의 농도가 그해의 나머지 기간을 통하여 발견된 농도보다 굉장히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이전에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감염

성의 장내바이러스가 조사지역의 75%에서 발견되었다. 바이러스는 강수량이 증가

할 때 어패류 포획지역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배설물 지표는 강수와 유의하게 관

련이 있었다(Lipp 등, In press).

어떻게 기후가 음식물 매개질환에 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또 다른 

예가 되는 것이 설사와 관련이 있는 원생동물인 C. cayetanesis의 전파이다. 인간

의 배설 쓰레기는 난모세포의 발생원이다. 난모세포는 포자형성으로 알려진 과정

을 통하여 외부 환경에 배출되며 이 과정은 온난한 기후에 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페루에서의 조사결과 cyclosporosis의 발병률은 계절적 경향을 보 으며, 여

름에 최고치를 나타내었다. 게다가 1997년과 98년의 강력한 엘니뇨 기간 동안 페

루 리마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소아 설사로 병원 내원률이 2배 증가하 고, 

그때 당시 리마의 기온은 평년보다 5℃ 높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Checkley 등, 

2000).

(3)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의 오염 

HABs(harmful algal bloom) 발생은 공장등으로 부터의 폐수와 육지 이용 형

태의 변화와 해양의 온도변화, 용승(하층 해수의 용승), 그리고 기후에 의해 향

을 받는다(NRC, 1999). HABs외에 염색물을 포함한 적조가 과거 수십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 다. 대략 5,000건의 확인된 해양물질 중 과거 수십년 동안 독

성이나 유해성이 알려진 수는 20에서 85종으로 증가하 다(Hallegraeff, 1993; 

Sournia, 1995). 이와 같은 증가는 해저 조류미생물에 대한 연구범위의 확장과 이

전에 알려진 종들 중에서 독성이 있다고는 알려지지 않았던 종들이 확인되면서 

증가한 것이다(Landberg & Shumway, 1998). 

(4) 기상재해로 인한 영향

 기상재해는 수인성 전염병 및 해양 오염과 관련한 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푹우와 홍수는 미생물, 양소, 그리고 독성화학물질이 강유역이나 해안

지대로 유입될 수 있게 한다. 반면에 가뭄은 유속을 감소시키고, 따라서 유기물, 

화학물질의 농도를 높이며 기본적 위생에 필요한 물을 감소시킨다. 



라. 기후변화와 수인성 및 음식물 매개질환의 관련성 파악을 위한 

    국제적 연구 동향

(1) 콜레라와 발생과 기후와의 관련성

콜레라의 최근 역사는 질병의 전파에 대한 환경적 변화의 향을 강조하고 

있다. 실험실과 현장조사 연구에서 플랑크톤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표면 해양 생물

에서 콜레라 바이러스의 생존가능성을 확인하 다. 해수 표면 온도의 계절적 온난

화는 콜레라 바이러스(V. cholerae)의 저장소 역할을 하는 요각류(물벼륙 등의 수

생동물, copepods)의 플랑크톤 개화를 늘린다. 

방 라데시에 18년간 진행된 연구를 통하여 콜레라와 엘리뇨와의 관련성이 

관찰되었다. 온도의 상승과 환경중에서의 콜레라 바이러스 검출 사이의 유사한 연

관이 페루에서도 기록되었다(Pascal 등, 2000; Speelmon 등, 2000).

▶ 국제적 연구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콜레라 발생과 관련있는 기후요인 

IPCC1 NRC2 USGCRP3

월별 강우량의 증가, 

엘니뇨로 인한 폭우, 

해수면의 온도상승에 따라 

발병률이 증가

해수표면 온도의 상승과 

지역적 엘니뇨 사이클에 따라 

발병률이 증가

계절별로 해수면의 온도가 

따뜻해짐에 따라 발병률이 

증가

1 IPCC Third assessment report: climate change 2001(Impact, Adaptation & Vulnerability)
2 NRC (Under the weather climate, ecosystems and infectious diseases, 2001)
3
 USGCRP (Climate change impacts on the United States: The potential consequences of climate variability 

and change, 2000)

(2) 크립토스포리디움의 발생과 기후와의 관련성

크리토스포리디움의 발생과 관련 있는 기후요인으로는 호우 및 폭우와 같은 

기상재해요인과 동물을 통한 전이, 쓰레기 및 하수처리 등으로 인한 먹는물의 오

염 등이 제시되고 있다. 



▶ 국제적 연구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크립토스포리디움 발생과 관련있는 

   기후요인 

IPCC1 NRC2 USGCRP3

호우와 함께 발생률 급격히 

증가

폭우와 함께 발생률 급격히 

증가, 디른 중요 요인으로는 

동물에서의 발병, 쓰레기처리, 

하수 처리, 강유역의 크기, 

수문학(hydrology), 음용수의 

질에 향을 받음 

폭우로 인해, 일반물이나 

음용수가 오염됨에 따라 

질병이 증가

1 IPCC Third assessment report: climate change 2001(Impact, Adaptation & Vulnerability)
2 NRC (Under the weather climate, ecosystems and infectious diseases, 2001)
3
 USGCRP (Climate change impacts on the United States: The potential consequences of climate variability 

and change, 2000)

(3) 수인성 및 음식물 매개질환 병원체의 기후에 대한 민감성

수인성 및 음식물 매개질환 병원체의 기후에 대한 민감성은 아래표 2-19와 

같다.



   표 2-19. 수인성 및 음식물 매개질환 병원체의 기후에 대한 민감성

병원체
생태학적 지표 또는 

매개체

감염경로

-음식물

감염경로

- 물

 향을 주는 

기후요인

병원체에 

대한 향

바이러스

Viruses

Enteric viruses

(e.g., hepatitis A

 virus,

Coxsackie B virus)

조개류 - 지하수

폭풍은 배설물과 

폐수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를

증가시킬 수 

있음

 바이러스의  

 생존능력이

  강해짐

박테리아

Bacteria;

cyanobacteria;

dinoflagellates

Vibrio

(e.g., V.vulnificus, 

V.parahaemolyticus, 

V. choleae non-01;

Anabaena spp., 

Gymnodinium,

Pseudonitzschia spp.)

조개류

- 

위락용수,

- 

상처부위

  감염

 온난화는 동물

 플랑크톤의 

 개화를 촉진

염분과 

기온은 

해양에서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시킴

원생동물

Protozoa

Enteric protozoa

(e.g.,Cyclospora,

Cyptosporidium)

과일과 

야채

위락용수

와

 먹는물

폭풍은 배설물과

폐수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를

증가시킬 수 

있음

온도는 

원생동물의 

성숙

및 전염과 

관계있음

*출처 : EHP, 109suppl2 (2001)



(4) 기후변화와 수인성 전염병과의 관계를 평가한 연구

기후변화와 수인성 전염병과의 관계를 평가한 연구는 아래표 2-20과 같다.

  표 2-20. 기후변화와 수인성 전염병과의 관계를 평가한 연구

 Waterborne

 health risk
조사대상 지역 주요내용

음용수 오염으로 인한 

건강 향

Milwaukee;

Oxford/Swinden,UK
Cryptosporidium 발병은 강우와 관련이 있음

Delaware River
Cryptosporidium과 Giardia의 농도는 강우와 양의 상관관

계가 있음

Red Lodge, Montana giardiasis의 발병은 폭우로 인한 유거수와 관련이 있음

Peru;

Nepal)
어린아이에서 Cyclospora에 대한 감염증가는 기온 상승

과 관련이 있음 

1997년과 98년동안의 엘니뇨로 인한 대기중의 평균기온

이 1도상승한 결과 설사로 인한 병원내원률이 8% 증가

하 음

연안지역의 오염관련 

건강 향
Florida(130) 1997년과 98년동안의 강력한 엘니뇨로 인한 폭우로 장내 

바이러스(enterovirus)의 증가가 발견됨

* 출처 : EHP, 109suppl2 (2001)



(5) 주요 수인성 병원체의 기후외 위험요인

주요 수인성 병원체의 기후외 위험요인을 정리하면 아래표 2-21과 같다.

표 2-21. 주요 수인성 병원체의 기후외 위험요인

 건강 향 민감집단

다른 

요인과의 

복합성

기후외 관련 요인 적응방안

콜레라  - 해안지역

   주민

높음  - 오물과 음용수 처리

 - 치료의 접근성

 - 위생시설의 유지

 - 백신개발,

 - 임상적 치료

 - 해안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피함

크립토스포리디움  - 면역기능 

   억제자
중간

 - 오물과 음용수 처리

 - 강유역 보호

 - 물의 여과 처리 

   과정 증가

다른 수인성 전염병  - 유아

 - 어린아이
중간

 - 오물과 음용수 처리

 - 강유역 보호

 - 지하수를 포함한

   광범위한 물소독

* 출처 : EHP, 109suppl2 (2001)



Ⅲ. 국가별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 평가 동향  

현재 전 세계적으로 몇몇 국가들에서만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적 건강 향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가적 향평가를 수행한 국가는 아래 표 3-1

과 같다. 

표 3-1.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적 건강 향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국가

국가명 시행기관(연구자) 또는 프로그램

호주 National Health and Medicine Research, 1991

캐나다 Canadian Global Change Programme, 1995 (Duncan et al, 1998)

쿠바 Oritz et al, 1999

체코 Kazmarnova and Kveton, 1995; Moldan and Sobisek, 1995

일본 Ando, 1993; Ando et al, 1998

네덜란드 Martens, 1996

국

Climate Change Impacts Review Group, 1996

The UK Department of Health is due to present a report on the

 health implication of climate change in 2000

미국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1989; Patz et al, 2000

*출처: WHO(Climate change and human health : Impact and adaptation, 2000)

이들 중 몇몇 국가와 기타 군소도서국가들을 대상으로한 연구결과를 아래에 

요약하 다. 

1. 영국

‘The Expert Group on Climate Change and Health in the UK(2001)’는 

국의 보건국(department of health)의 의뢰를 받아 UK Climate Impacts 

Programme(UKCIP)의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0년, 2050년 및 2080년에 나타

날 기후변화와 그 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하 다. 기본적인 시나리오에서 



국의 겨울은 덜 추워지면서 습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여름은 더 더워지면서 

일부지역에서는 건조한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폭풍의 빈도가 

크게 바뀌지는 않겠으나 겨울철의 심한 폭풍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 하고 있으

며, 이는 저지대의 침수와 더불어 홍수피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가. 기온관련 사망자수 변화

: 국은 유럽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겨울철 초과사망률을 나타냄

:추위와 관련된 사망은 연간 6만 건에서 8만 건 정도로 추산, 2050년에 이르  

     러 2만 건 가량 감소할 것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사망은 연간 28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나. 기상재해로 인한 영향

:겨울철 폭풍이 심각해지면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전력공급체계가 손상될  

     수 있음

:병원 등 주요 건물의 파손에 대한 대비 및 건설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함

:폭풍예보 시스템의 향상과 재해 대비 훈련을 통해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음

:태풍과 연안지역의 침수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들을  

     예보하기 위한 대비가 부족함

:태풍과 침수에 의해 수만명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상실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재해예측 시스템의 발전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

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 국의 대기오염 문제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

:대기오염 관련 질환과 사망은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  



     으로 보임

:오존농도는 2050년까지 20% 가량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관련  

     질환과 사망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임

:기후변화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의 변화는 오존층을 훼손하여 자외선 노출  

     이 증가될 것임, 기온이 상승한 여름철의 야외활동은 자외선 노출을 증가시  

     켜 피부암과 시각손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음

:2050년에 이르면 3만 건 정도의 피부암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나, 코펜하  

     겐 개정의정서의 목표가 달성된다면 연간 5천 건 정도의 증가로 방어할 수  

     있음

:2050년에 이르러 2천 건의 백내장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대응책으로 자외선 차단제와 챙이 넓은 모자가 보급되어야 하며, 장기간 자  

     외선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함

라. 매개동물을 통한 질병

:말라리아가 재등장할 가능성이 보고되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  

     으로 보임

:저지대 지역 주민이 병균을 가진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책이 필요

:외국에서의 기후변화에 따른 말라리아의 증가는 심각할 수 있음 

:해외여행객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나, 숙주로 기능하는 모기들이 국의   

     환경에서 생식하게 될 가능성은 낮음

:진드기가 숙주로 작용하는 라임병이나 뇌염 등의 질병은 전체적으로 위험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음 

마. 수인성 및 음식물 매개 질환

: 국은 안전한 물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콜레라와 장티푸스 등이 국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음

:원생동물(protozoa)이 일으키는 질환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원생동물의 난모세포(oocytes)는 현재 국의 수질관리시스템에 의해 제거되  

     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새 수질관리정책에서 보완될 예정임

:해조류의 확산(algal bloom)에 의한 문제 역시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가뭄 역시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국  

     에 미칠 향은 크지 않음

:그럼에도 가뭄기에 물을 원활히 공급할 대안이 마련되어야하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능력을 높여야 함

:음식물 매개 질환은 현재 연평균 10만 건 발생

:2050년까지 연간 1만 건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

2. 미국

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은 기후변화의 건강 향을 연구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위촉, 18개월간 연구를 진행하 다. (Patz 등, 2000) 2000년 3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연구 역은 기온변화, 기상재해, 대

기오염, 수인성 및 음식물 매개 질환, 매개동물을 통한 질환 등의 건강 향을 분

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기간은 2030년까지와 2100년까지로 두 가지로 설정하

다.

가. 기온관련 사망자수 변화

:미국 북동부 및 중서부 지방의 도시들이 여름철 고온으로 인해 가장 큰 타  

     격을 받을 것으로 보임

:시카고,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신시내티, 오하이오 등의 지역에서는 최근  

     발생한 열파(heat wave) 때문에 많은 초과 사망자가 발생하 음

:생리적인 차원의 적응과 행동패턴의 변화를 통한 적응이 필요함



:고온에 민감한 지역에서는 특히 도시부가 교외에 비해 피해가 크게 나타나  

     는데, 이는 야간에도 온도가 쉽게 내려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이러한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중 건물의 꼭대  

     기 층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에어컨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노인들과 아이들,  

     가난한 이들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남

:고온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에어컨의 보급과 수분의 주기적인  

     보충이 중요함

:미국은 2050년까지 에어컨의 보편적인 보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겨울철 기온의 상승으로 인한 사망자 수의 감소는 예상되는 결과이나, 독감  

     이나 심장마비 등 겨울철 추위와 관련된 사망요인이 온도와 크게 관련이 없  

     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음

:사회적인 차원의 대응으로는 고온 예보 시스템의 마련, 고온 관련 질환 관  

     리방식의 발전 등이 있을 수 있음

나. 기상재해로 인한 영향

:과거 20년간 증가해온 폭우현상은 기후변화에 의해 지속될 수 있음

:기상재해의 피해는 사회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그 규모가 결정  

     :1990년대 후반기 미국의 기상재해는 연평균 323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킴

:기상재해에 뒤따르는 PTSD는 수개월에서 수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으로는 건설 규정의 강화에서부터 경보체계, 재해  

     대응정책, 피난방안, 복구작업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함

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1970년대 중반 이후 전반적인 대기질은 개선되고 있음

:그러나 1997년 기준으로 1억명 가량의 미국인이 사는 지역들에서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 음

:기후변화는 대기오염물질 구성에 일정부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일부지역에서는 기후변화가 오존농도를 증  

     가시킬 수 있음

:기후변화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향을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대기질 모델링이 필수적임

:높은 기온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노출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천식이나 꽃가루에 의한 염증을 증가 시킬 것으로 보임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오염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의 대기오염 물질 규제 강화가 필요함

라. 매개동물을 통한 질병

:질병을 가져오는 매개동물의 성향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기후변화의 향을  

     한 가지로 정의할 수는 없음

:1990년대 초의 엘니뇨 현상에 의해 장기간의 강우가 이어짐에 따라 먹이 공  

     급이 원활해진 쥐 개체수의 증가가 Four Corners 지방의 전염병 확산에 결  

     정적인 향을 미쳤듯이 기후변화는 생태계에 변화를 일으켜 전염병의 갑작  

     스런 확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렙토스피라증과 같은 질병은 홍수에 의해서 그 확산이 더욱 급속하게 이루  

     어질 가능성도 있음

:생태계의 변화와 사회적인 요소 역시 이들 질병의 확산에 향을 미침

:최근 라임병의 증가는 경작지를 산림으로 전환시킴에 따라 쥐와 사슴, 진드  

     기 등이 증가하여 미개발지역까지 확대된 거주지역으로 질병을 옮겨온 것에  

     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세인트루이스 뇌염 확산의 경우, 따뜻하고 습도가 높은 겨울과 덥고 건조한  

     여름 등 기후에 크게 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여행자들에 의해 매개동물을 통한 질병이 수입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  

     기 위해 백신의 접종과 예방 조처, 구충제의 활용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  

     음



:감시체계와 신속한 경보, 예방법, 관리 방식 등의 체계화를 통해 매개동물을  

     통한 질병의 확산을 방지해야함

마. 수인성 및 음식물 매개 질환

:2억명 이상의 미국인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연간 9백  

     만 건 가량의 수인성 질병이 보고되고 있음

:위장질환에서부터 심근경색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아  

     이들과 노인, 임산부, 면역력이 약한 이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음

:음식물 매개 질환은 연간 760만 건 가량 보고되고 있으며 연간 5천여 건의  

     사망이 발생함

:1993년 워키에서 발생한 Cryptosporidium의 확산은 폭우와 그에 따른 지  

     표수의 악화에 크게 향 받은 것으로 보임

:강우와 기온, 습도, 염도, 바람 등의 다양한 기후변화는 수인성 질병의 확산  

     에 향을 줄 수 있음

:동부 해안의 경우 엘니뇨의 발생과 더불어 해안지역의 관련 질환 증가가 목  

     격되고 있음

:수인성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시설의 강화와 동물의 배설물  

     관리 및 유역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이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질관리 법체계의 정비나 모니터링의 강화  

     등 법적인 장치가 중요함



3. 캐나다

오타와 대학교의 ‘McLaughlin Centre for Population Health Risk 

Assessment’는 ‘the Climate Change and Health Office of Health Canada’의 의뢰

를 받아 "Health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Health Co-Benefits Resulting 

from Potential Kyoto-driven Policies: A Canadian Perspective(2002)"라는 보고서

를 작성하 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가져올 건강과 사회적인 차원의 향에 

대해 분석하고 캐나다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교토 의정서의 발효가 가져올 

변화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가. 기온관련 사망자수 변화

:열파와 심각한 여름의 고온현상에 의한 건강 향은 지역의 사람들이 신체적  

     으로 얼마나 더위에 적응되었는지 여부에 크게 좌우됨

:캐나다의 도시들에서는 30도가 넘는 더운 날의 빈도가 기후변화에 따라 늘  

     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고온으로 인한 도시의 사망자수도 늘어날 것  

     임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열섬 현상으로 인해 더 심각한 향이 예상됨

:기후관리기술의 활용이나 야외활동의 삼가, 충분한 수분의 흡수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고온다습한 기후로의 변화는 식물과 곤충, 박테리아의 생장가능기간을 증가  

     시켜 관련 질병을 증가시킬 수 있음

:꽃가루와 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역시 증가할 것임

나. 기상재해로 인한 영향

:수십년에 한 번 있을법한 심각한 태풍이 이제는 수년에 한번씩 발생하고 있  

     음

:태풍 피해에 따른 병원 진료의 증가는 지역의 건강관리체계가 원활히 작동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수 있음

:홍수 역시 캐나다에서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직접적인 사상  

     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에도 향을 미치고 있음

:홍수에 의해 씻겨진 동물의 배설물 등 오염물질이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음

:가뭄은 농산물 생산을 감소시켜 일부지역에서는 부족한 음식물 섭취로 인한  

     양결핍이 발생할 수 있음

:위생시설을 위해 필요한 물의 부족은 질병의 치료를 어렵게 할 수 있음

:물 부족 현상은 장기적으로 스트레스성 질환의 증가와 삶의 질 악화를 가져  

     올 수 있음

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캐나다의 여러 지역이 심각한 스모그 현상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음

:기후변화가 지속됨에 따라 이들 지역은 관련 질환과 사망자 수 증가가 나타  

     날 수 있음

:캐나다에서 대기 중의 오존농도는 아기들과 노인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대기오염의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일부 사람들은 실외출입을 줄이고 있  

     으나, 그에 따라 실내의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대기오염 물질에 의한 피해가  

     예상됨

:캐나다의 일부 지역은 이미 대기오염과 기온을 연계 시킨 경보체계를 운   

     하여 초과 사망과 병원 진료를 방지하고 있음

라. 매개동물을 통한 질병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기후변화에 의해 확산된 것은 아니지만, 매개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감염위험지역의 범위는 확대되었음

:들쥐에 의해 감염되는 한타바이러스의 감염자수는 북미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음



:설치류와 사슴에 기생하는 진드기가 옮겨오는 라임병은 기후변화에 의해 숙  

     주의 활동기간이 늘어나면서 확산될 위험이 있음

:매개동물에 의한 질병은 기후변화에 따라 점차 북쪽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  

     으며, 거주지의 확대 및 야외활동의 증가와 더불어 환산될 수 있음

마. 수인성 및 음식물 매개 질환

:연안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전통적으로 물고기와 해산물을 섭취하는 소  

     수민족들은 병원균과 독성물질에 의한 위험에 처해있음

:더워진 날씨에 물과 관련된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있으나, 많은 비가 내린  

     후 발생하는 박테리아의 과다한 증가는 이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향을 미  

     침

:심각한 기후상황에서의 음용수에 대한 적절한 처리 기준 마련이 필요함

:유역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표수와 지하수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여 취약  

     지역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음



4. 기타 군소도서국가들 

해발고도가 높지 않은 작은 섬나라 들은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해수면의 상

승에 특히 취약하다. <Climate Change and Health for Small Island 

States(2001)> 워크샵에서는 최근 발생한 엘니뇨에 타격을 받은 Micronesia, Fiji, 

Papua New Guinea, Kiribati, the Marshall Islands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앞으로 

있을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건강 향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 하

다. 이들 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세 가지 결과가 치명적인 향을 줄 것

으로 예상되는데, 이 결과는 1) 기온상승, 2) 해수면 상승, 3) 물순환체계의 급격

한 변화 등이다.

가. 일반

:섬나라들은 지표수, 빗물, 우물을 비롯해 한 종류의 공급원으로부터 물을 공  

     급받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농산물의 생산은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들에 의해 크게 위  

     협받을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안거주정책과 토지사용방안, 재해대책 등의 발전이   

     요구됨

:보건교육의 강화, 건강관리체계의 개선, 재해대응방안 마련, 매개숙주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폐기물과 배설물의 적절한 관리 등의 대응책이 필요함

:또한 기상예보와 경보시스템이 공공보건정책과 연계될 필요가 있음

나. 음식물 매개 및 매개동물을 통한 질병

:뎅기열의 경우 남태평양 섬나라들의 날씨가 더워지고 강우량이 많아지는 라  

     니냐 발생시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음

:피지의 아기들에 대한 설사병 연구 결과, 높은 온도와 많은 강우량이 설사  

     병의 발생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정확한 기상예보를 통해 이들 질병의 발생가능성을 조기에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함

다. 수인성 질환

:건기의 경우, 야생동물과 인간이 같은 물 공급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염의  

     위험이 있음

:물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지붕에서 확보하는 물을 비롯한 부차적인 물 공  

     급원이 중단될 수 있음

:지하수의 과다한 사용은 염분과 오염물질이 포함된 물을 유입시킬 수 있음

:우기의 경우, 실트와 암설(debris)을 비롯하여 다양한 근원의 유기물 등, 오  

     염물질의 과다한 유입이 발생할 수 있음

:외부에서 유입된 화학물질의 과다한 섭취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이러한 오염물질은 염소를 통한 소독처리만으로는 제거되지 않음

:폭풍과 그에 따른 지표수의 순환은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음

:섬나라에서 물은 매우 중요한 자원임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뭄과 홍수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그에 따른 자원관리와 재해대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함

:섬나라에서는 가뭄과 홍수가 배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수자원의 적절  

     한 관리를 통한 물의 저장과 수질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Ⅳ. 국내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분석

본 장에서는 국내에서 기후변동으로 인한 직․간접 향이 나타나고 있는지

를 실제 자료로 확인하고, 향이 존재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앞서 검토된 국제적 연구동향 및 

접근방식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고, 국내에서 수집 및 이

용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국내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향의 

잠재적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적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를 구

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본적으로 분석대상 기간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최근 

10년간으로 하 으나, 자료의 한계성이나 필요에 따라 대상기간이 다소 변하기도 

하 다.     

▶ 기온변화에 따른 사망자 변화

▶ 기상재해 발생경향 및 피해정도

▶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중 오염물질 농도변화 

▶ 기후변화에 따른 전염성질환 발생 양상 변화 및 이에 향을 주는 생태

조건의 변화   



1. 기온변화에 따른 사망자 변화 

가. 기온과 사망과의 관계 

전 세계적으로 기온과 사망과의 관계를 연구한 많은 역학 논문들에 의하면, 

기온과 사망은 U, J자형 또는 V자 형태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17-25℃ 사이에

서 사망률이 가장 낮고, 이보다 기온이 높거나 낮아질 경우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

으로 보고 되었다(Knox 등 1981; Kunst 등, 199;: Braga 등, 2001; Curriero 등, 

2002). 또한 Lippmann 등(1995)에 의하면 각 지역의 평균기온 전후에서 사망자가 

가장 적게 나타나고 그 보다 기온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사망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아래 그림 4-1은 1991년부터 2000까지 국내의 서울과 대구 지역을 대상으로 

기온과 사망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일반적인 경향에 부합되는 대략 V자 형

태를 나타내었다. 기온에 따른 사망자수를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30-32℃ 부터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고기온이 36℃까지 오르면 사망자

가가 최고기온이 30℃일 때에 비해 약 50% 정도가 증가하 다. 이에 비해 대구의 

경우는 대략 35-38℃ 이상에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어 서울과 비교

하여 사망자의 증가가 관찰되는 임계치가 대략 5℃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지역별로 거주환경의 차이에 따라 고온에 대한 순화정도나 민감성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서울과 대구 모두 저온에서는 완만한 사망자 

변화를 나타내는 반면, 고온에서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

는 최근 유럽지역을 휩쓴 혹서와 같이 갑작스런 온도의 상승으로 인한 대형 사망

피해가 국내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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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 일최고기온별 사망자수 (1991-2000년)

나. 고온(extreme temperature)에 따른 사망자 변화

일반적으로 사망자는 비율은 여름보다 겨울에 더 많기 때문에, 겨울의 온도

가 상승한다면 사망자 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그러나 겨울이라는 

계절과 사망자 발생의 경우 해석상에 어려움이 따른다. 겨울철 사망의 주요 원인

은 유행성감기나 폐렴 등의 전염성질병에 의한 것이고, 겨울철 기온 상승이 유행

성감기의 매개체에 어떠한 향을 주는가는 알려진 바가 없다. 결론적으로 현재까

지 기후변화와 겨울철 사망과의 관련성은 상당히 불확실하므로, 국제적으로도 

향의 기전이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는 고온으로 인한 향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1) 년도별 고온인 날의 발생빈도와 사망자 변화

 아래 그림 4-2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에서 30℃ 이상의 고온이 발

생한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서울의 경우 1994년과 1997년은 유례없이 더운 해로 

일최고기온이 30℃가 넘는 빈도가 각각 56회, 61회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서울

에서 30℃ 이상의 고온인 날의 발생빈도는 1991년 33회에서 2000년 53회로 년도

별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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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년도별 고온 발생현황(서울시 1991-2000년도)

최근 10년간 서울을 대상으로 일최고기온을 아래 표 4-1과 같이 네 구간으

로 구분 후, 온도 구간별 사망자수를 살펴보았다.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 경우 

평균 사망자수는 108명으로 25℃ 이상 30℃ 미만인 경우의 평균 82.6명과 비교하

여 사망자수가 대략 31% 증가하 다. 



     표 4-1. 최고기온별 사망자수(서울 1991-2000년: 5월-10월)

온도  발생일수
 평균

사망자수
 표준편차  최소 - 최대

25도 미만

25도 이상 30도 미만

30도 이상 35도 미만

35도 이상

합 계

732

721

366

21

1840

86.5

82.6

83.7

108.1

84.7

11.2

10.8

10.6

22.7

11.5

56 - 127

58 - 118

55 - 114

76 - 155

55 - 155

(2) 연속된 혹서로 인한 사망자 증가

1994년 서울 지역의 7월과 8월은 일최고기온의 평균이 32.2℃도로 전후년도 

평균인 27.5℃와 28.5℃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다. 특히 같은 기간 7월 24일의 경우 

최고기온이 38.4℃를 기록하는 등 두 달 동안 일최고기온이 30℃를 초과한 날이 

46일, 그중에서 35℃를 초과한 날이 15일로 국내에서 유례없는 혹서를 기록하 다

(표 4-2). 

 표 4-2. 혹서발생 기간과 전후 년도의 기온 비교

 1993년 7-8월 1994년 7-8월* 1995 7-8월

 평균기온(℃)

 최고기온(℃)

 > 30℃ 발생빈도(일)

 > 35℃ 발생빈도(일)

24.3

27.5

9

0

28.1

32.2

31

15

25.3

28.5

24

0

이와 같은 혹서의 발생으로 같은 기간 동안 서울 지역에서 7.8월 두달 간 교

통사고사를 제외하고 총 5,742명이 사망하 다. 전후년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하

을 경우 각각 988명과 789명이 초과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3). 이는 서

울지역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1994년에 802명, 최근에는 400여명임을 감

안해 볼 때, 여러 복합적인 원인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단기간



의 혹서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상당한 수준임을 시사하고 있다. 혹서기간 동

안 사망자수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체내의 체온조절 기능이 파탄에 이름으로서 

생기는 열사병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열사병은 혹서 기간 중에 발생하는 

초과 사망자의 10-60% 정도이고 나머지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라는 보고도 있다(Jones 등. 1980). 즉 혹서 발생시 체온조절을 위해 심박출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기존의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는 과

부하가 걸리게 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국

내에서도 혹서기간동안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 사망원인을 조사하여 취약 

또는 민감집단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표 4-3. 1994년 혹서발생시와 전후년도 동일기간의 사망자수 변화

  1993년 7-8월 1994년 7-8월* 1995년 7-8월

 최고기온 (℃)

 평균 사망자수 (명)

 총 사망자수 (명)

27.5

76.7

4754

32.2

92.6

5742

28.5

79.9

4953

1994년 7.8월 여름철 동안 서울 지역에서 일별 사망자수와 최고기온과의 관

계를 보면 상당히 연동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혹서기간 동안

의 사망자 변화는 기온이 최고로 상승한 후 하루 내지 이틀 후에 최고조에 이르

게 된다. 1994년 혹서기간 중에도 기온이 최고점에 7월 24일 이른 다음날인 7월 

25일에 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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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1994년 7,8월의 혹서동안 기온 및 사망자 변화

최근 프랑스에 50년 만에 발생한 유례없는 혹서로 인하여 같은 기간의 다른 

해와 비교하여 대략 수천명 정도가 초과 사망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와 관

련한 대대적인 보고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혹서로 인한 피해 및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켰다. 국내에서도 피해 정도는 낮더라도 이미 혹서로 인한 인명피

해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었고 혹서 현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

비가 필요하다. 혹서는 일정 기온 이상의 온도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현상으로 나

라마다 기후특성과 국민들의 적응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 표 

4-4와 같이 지역 및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향후 혹서 발생

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가 필

요하다.  



표 4-4. 혹서 혹은 극한 기온에 대한 정의

 출 처 정 의

 미국 기상청 32.2℃를 초과하는 날이 연속하여 3일 이상 지속되는 상태

 Climate research, 

 Climate Index

 2002 

Heat wave duration Index(144 HWDI)

1961-1990년 일평균 최고기온보다 5℃이상 높은 기온이 연속하여 5일 이

상 지속되는 상태

 EHP, 

 2001

네덜란드의 국립 기상청에서 정의한 혹서의 정의

: 일최고기온이 25℃ 이상인 날이 5일 이상 지속되는 상태

: 일최고기온이 30℃ 이상인 날이 3일 지속되는 상태

 J Epidemicol

 community health, 

 2002

평균기온의 99 percentile 이상의 온도가 발생하는 상태

다. 온․습도를 함께 고려한 열지수(Heat Index)를 활용한 

    사망자 분석

(1) 열지수(Heat Index)의 정의 및 기준

열지수(Heat Index)는 여름철 그늘에서 기온과 습도의 향을 모두 고려한 

상태에서 실제 인체가 느끼는 체감온도를 지수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기온은 26.7

℃ 이상, 습도는 40% 이상일 때 의미가 있다. 또한 열지수는 인체가 서늘한 곳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실제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최대 7.2℃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는 미국에서 기존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한 열관련 지수인 불쾌지수가 

% 단위로 익숙하지 않고, 습도를 반 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개발되었

다. Steadman(1979)에 의해 제시된 Apparent temperature를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서 발전시켜 현재의 열지수(Heat 

Index)로 이용하고 있다.

 



국내 기상청에서도 2002년 1월부터 응용기상분야에서 열지수를 예보하고 있

으며, 산출 공식은 아래와 같다. 

 HI = -42.379 + 2.04901523×T + 10.1433127×R - 0.22475541×T×R - 6.83783×10
-3
×T

2

  - 5.481717×10
-2
×R

2
 + 1.22874×10

-3
×T

2
×R + 8.5282×10

-4
×T×R

2
 - 1.99×10

-6

  ×T
2
×R

2

 
 ( T= 온도 / R= 상대습도 )

아래 표 4-5는 열지수 임계치별 발생 가능한 인체의 향을 나타낸 것이다.

표 4-5. 열지수의 임계치별 인체에 발생 가능한 증상

구 분 열지수 발생 가능한 증상

 주의

 (Caution)
26.7 - 32.2℃  장기간 노출과 육체적 활동에 따른 피로 

 매우주의

 (Extreme caution)
32.2 - 40.6℃

 이와 같은 조건에서 장기간 노출과 육체

 적 활동을 하게 될 경우, 일사병, 열경련,

 소모성 열사병 주의

 위험

 (Danger)
40.6 - 54.5℃

 장기가 노출과 육체적 활동을 할 경우,

 일사병, 열경련, 소모성 열사병, 열사병 

 발생 가능

 매우 위험

 (Extreme danger)
> 54.5℃  열사벙 또는 일사병이 급박하게 발생

(2) 최근 10년간 국내 열지수 분포의 변화

그림 4-4는 1991-2000년까지 서울의 년도별 분포현황이다. 매우 주의

(extreme caution)를 요하는 수준의 열지수의 발생빈도가 1991년 16회에서 2000년 

37회로 최근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하 다. 매우 주의 정도의 수준에 장기간 노

출되거나 육체적인 작업을 하는 경우 열사병, 열경련, 소모성 열사병의 발생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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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년도별 HI 발생현황(서울시 1991-2000년)

 아래 그림 4-5는 열지수에 따른 사망자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서울의 경

우 대략 열지수가 37℃ 이상부터 사망자수의 증가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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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5. 열지수에 따른 일평균 사망자수 변화(서울시 1991-2000년)



아래 표 4-6은 열지수의 구분별 일평균 사망자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향없음은 사망률이 높은 저온 상태가 모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위험수준

(danger)의 임계치와 ‘주의’ 경우를 비교하면 사망자수가 30%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4-6. 열지수 구분별 일평균 사망자수 변화(서울시 1991-2000년)

구분 발생일수(%)
평균

사망자수
표준편차 최소 - 최대

향없음 2954(80.9) 89.4 12.1 55 -148

주의 417(11.4) 81.6 10.7 59 - 115

매우주의 263(7.2) 84.7 11.3 55 - 126

위험 19(0.5) 106.7 23.9 76 - 155



라. 국내에서 최근 10년간 기온변화에 따른 사망자 변화에 영향력

    있는 변수

아래 그림 4-6은 1991년에서 2000년까지의 10년간 7,8월의 일평균 사망자수

와 일최고기온의 평균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3-7은 같은 기간동안 열

지수와 일평균 사망자 변화의 추이를 본 것이다.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de
at

h

80

100

Tm
ax

 

27

28

29

30

31

32

33
기온

사
망
자
수

최
고
기
온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de
at

h

80

100

Tm
ax

 

27

28

29

30

31

32

33
기온

사
망
자
수

최
고
기
온

 그림 4-6. 년도별 여름철(7-8월) 평균 일최고기온과 일평균 사망자 변화추이

최근 10년간 7,8월 일평균 사망자수와 7,8월 평균 일최고기온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r=0.896)으로 나타났다. 열지수와 사망자수 역시 높은 상관관계가

(r=0.835)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 일최고기온이 사망자와 좀 더 관계가 높

은 것으로 보인다(표 4-7). 이들 설명력이 높은 여름철 평균 최고기온 및 열지수

를 활용하여 사망자수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3-6, 그림 

4-7). 일최고기온이나 열지수 모두 최근 10년 동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사망

자수 역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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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최근 10년 년도별 7,8월 평균 최고기온과 사망자수의 상관관계

7,8월 평균 사망자수 7,8월 평균 최고기온 Heat Index

 7,8월 평균 사망자수 1.000

 7,8월 평균 최고기온 0.896** 1.000

 열지수(Heat Index) 0.835** 0.935** 1.000

**
p<0.001

그림 4-7. 년도별 여름철(7-8월) 평균 열지수와 일평균 사망자 변화추이



 국내에서 최근 10년간 기후변동에 따른 기온상승과 사망률 변화 특성
■ 고온 발생 빈도 증가

■ 혹서 발생에 따른 사망률 증가

■ 여름철 평균 일최고기온 및 열지수의 사망자수 변화에 대한 높은 

   설명력

■ 여름철 평균 일최고기온 및 열지수의 상승추세



2. 최근 10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 발생 경향

   (1991-2000년)

최근 발생한 태풍 ‘매미’를 포함하여 기상이변으로 인한 강력한 기상재해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고, 장기 기후 예측 모델에서도 집중호우를 동반한 폭풍, 태풍 

등과 대설 등의 빈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국내에서 어떠한 기상재해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발생 재해의 특성은 어떠

한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기상재해를 포함한 자연재해 발생현황

피해액을 2000년도 가격기준으로 환산하여 가장 피해가 컸던 재해를 1위에

서 20위까지 정리한 후 년도별 분포를 조사한 자료(1900-2000년)를 보면, 1990년

대가 45%, 1980년대가 40%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제규모의 발달

로 인한 피해 크기의 증가현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최근 발생하는 기상재

해의 강도 및 피해범위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그림 4-8).

year

1900 1920 1940 1960 1980 2000 2020

th
e 

am
ou

nt
 o

f d
am

ag
e

0

2e+8

4e+8

6e+8

8e+8

1e+9

  

1980년대-40%

1990년대- 45%

20년대

50년대

70년대

5%

5%

5%

1980년대-40%

1990년대- 45%

20년대

50년대

70년대

5%

5%

5%

그림 4-8. 국내 과거 20대 중대 자연재해 발생년도별 피해액 및 년도별 분포



나. 최근 10년간 국내의 기상재해 발생에 따른 건강피해 현황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기상재해는 195건이며 이로 인해 총 1,541명이 

사망하 다. 폭풍이 72건으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기상재해로 나타났고, 다음은 

호우로 64건을 기록하 다. 발생 재해별 사망자수의 경우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

반한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발생건당 2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호우

로 인한 사망자로 평균 12.6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8). 

표 4-8. 최근 10년간 기상재해의 발생건수 및 재해별 사망자수

 * 태풍 - 태풍+태풍호우

 * 폭풍 - 폭풍+폭풍우

 * 설해 - 폭풍설+대설

 * 기타 - 우박, 한파, 해수범람, 낙뢰, 해일

아래 그림 4-9는 년도별 기상재해로 인한 사망 및 이재민의 수를 나타낸 것

이다. 해마다 진폭은 있어 변화 추세가 뚜렷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 표에는 빠진  

2002년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인명피해를 감안하면 증가추세는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재해종류 발생건수 사망(실종포함)
재해별 사망자수

(실종포함)

 태풍

 호우

 폭풍

 설해

 기타

 합계

21

64

72

21

17

195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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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16

1541

21.4

12.6

3.0

2.6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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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9. 년도별 기상재해에 따른 사망 및 이재민 수

아래 그림 4-10은 년도별 기상재해당 평균 사망 및 이재민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년도별로 재해의 강도나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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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0. 년도별 재해당 평균 사망 및 이재민 수



표 4-9는 년도별 기상재해별 사망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1991년과 1995년은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각각 106명과 112명으로 가장 많았다. 호우로 인한 피

해는 1998년이 3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기상재해의 년도별 사

망자수의 합계를 보면 1998년이 38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9. 년도별 기상재해별 사망자수(1991-2000년)

년도 태풍 호우 폭풍 설해 기타 합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106

0

7

40

112

0

13

57

75

30

85

7

37

12

15

33

19

325

5

19

32

23

38

1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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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0

17

7

1

3

0

4

2

1

9

0

0

3

9

0

0

0

0

0

0

0

240

40

92

72

158

77

38

384

89

49



다.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기상재해의 특성

아래 그림 4-11은 년도별 재해 발생빈도와 발생 재해의 지속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1991년부터 최근 10년 동안 년도별로 재해 발생빈도는 자체는 1991년 26

회에서 2000년 5회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발생 재해의 평균 지속

기간은 1990년대 초반(1991년부터 1995년)은 약 2.5일 이었으나, 1996년 이후 약 

4.2일로 크게 증가하 다. 이는 최근 기상재해는 발생빈도의 증가보다는 집중호우

가 내리는 기간이나 태풍 및 폭풍이 머는 시간이 장기화되는 특징에 의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성향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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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년도별 재해 발생빈도와 평균 재해 지속기간

아래 그림 4-12는 최근 10년간 홍수, 폭풍, 태풍의 집중호우를 동반한 기상

재해의 년도별 발생빈도와 연도별 연속 최대 강수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1991년 24회에서 2000년 5회로 발생빈도는 다소 감소하 으나, 년속 최대 강수량

은 감소추세를 나타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재해시 집중호우의 강도와 양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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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홍수, 폭풍, 태풍 등 호우를 동반한 기상재해 발생 빈도와 

연속 최대 강수량

라. 기상재해로 인한 사망과 상해 이외의 건강영향

기상재해의 격렬함과 그 피해를 속수무책으로 경험하게 된다. 최근 재해 이

후에 발생되는 상해나 질병이외에도 정신 이상 장애와 같은 심각한 정신적 문제

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앤드류 허리케인이 지나간 이후 

허리케인의 지나간 전 지역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 추적조사에서 해당 

지역 성인의 20%에서 30%가 사고 이후 6개월에서 2년 만에 외상후 스트레성 질

환(PTSD)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었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재해이후 이재민을 대상으로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

련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그 정확한 실태는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물질적 

지원 못지 않게, 이재민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한 실태 파악의 중요성이 부각

되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고, 다시 현

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최근 국내는 

2002년 강릉지역을 강타한 태풍 ‘루사’나 2003년 ‘매미’와 같은 엄청난 규모의 기

상재해가 발생하 고, 따라서 이들 재해로 인한 물질적 피해규모 향후 정신적 피

해 규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재해발생 후 그 

지역의 질병발생 양상을 추적한 연구도 없으므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재해에 대

한 대비책 마련과 사후대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기상재해의 특성
■ 발생 기상재해의 지속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규모 증가

■ 태풍 및 호우로 인한 사망피해가 가장 큼



3. 기후변화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적 날씨의 변화는 오염물질의 발생과 대기오염물질의 

축적과 분산에 향을 미침으로서 대기오염 물질에 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기

온, 강우 및 강설, 구름, 습도, 퐁속, 풍향 등 전체적인 날씨 패턴은 대기중의 화학

반응에도 향을 준다.

가. 기온과 오존형성과의 관련성

덥고 건조하며 정체된 기상 상태는 오존 형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특히 기온은 오존형성과 직적접인 관련이 있다. 아래 그림 4-13은 

1990년부터 1995년까지 서울시의 일 최고 기온에 따른 일 최고 오존농도를 나타

낸 것으로서 기온의 상승에 따라 오존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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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일최고기온와 일최고 오존농도 (서울 1990-1995년)



아래 그림 4-14는 일최고기온에 따른 일최고오존농도를 수치적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최고오존농도도 상승하는 경향을 분명하게 나타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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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4. 일최고기온에 따른 일최고 오존농도(서울)

아래 표 4-10은 온도구간별 일최고 오존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25℃ 이하에

서의 평균 오존농도는 평균 30.0ppb로 나타났고, 35℃ 이상에서의 오존농도는 평

균 57.1ppb로 대략 2배 정도 증가하 다.



표 4-10. 온도구간별 최고 오존농도의 분포

아래 표 4-11은 서울 지역의 대표적인 혹서발생 기간이었던 1994년의 7월 

22일부터 7월 29일의 일주일간의 오존농도를 예년과 비교한 것이다. 1994년에는 

63.8ppb로서 과거 3년 동안의 같은 기간 평균 농도인 34.1ppb와 비교하여 약 2배 

정도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존 자체가 강력한 산화제로서 각종 호흡

기질환 및 사망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온상승은 오존 농도 증가

를 통해 건강에 악 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4-11. 1994년 혹서기와 평년의 대기오염 농도 비교 (1994.7.22-7.29)

온도 발생일수
최고 

오존농도(ppb)
표준편차 최소-최대

25도 이하 473 30.0 9.9 6.3-60.7

25도 이상 30도 미만 440 40.2 17.2 5.6-91.8

30도 이상 35도 미만 175 48.1 22.2 13.3-107.6

35도 이상 16 57.2 15.9 31.9-80.6

합계 1104 37.3 17.0 5.6-107.6

 대기오염물질 1991 - 1993년 1994년

 아황산가스 (ppb)

 이산화질소 (ppb)

 미세먼지 (㎍/m3)

 오존 (ppb)*

8.2

21.6

61.8

34.1

8.5

23.7

67.1

63.8



나. 기온변화에 따른 오존농도의 변화와 이로 인한 건강영향

 (1) 오존농도에 따른 사망률 변화

 Rooney 등(1998)에 국에서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여름철 혹서 발생으로 

인한 초과사망자중 38%에서 62%는 대기오염에 따른 결과라고 보고하 다. 즉, 

오존노출은 폐조직의 파괴와 폐 기능의 약화, 폐에 대한 기타 자극 등을 통해 호

흡기 질환을 악화시키며 결론적으로 사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아래 그림 4-15는 1990년부터 1995년까지 서울시를 대상으로 일최고온도를 

구간별로 구분한 후, 오존농도와 사망자수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최고기온이 

28.9℃ 이상 38.6℃ 미만인 구간에서 오존농도에 따른 사망자수의 증가현상이 나

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고온이나 기타 혼란변수의 향

을 배제한 것은 아니므로 오존과 고온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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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일최고기온 구간별 일최고 오존농도와 사망자

(서울시 90-95년(5월-10월))



 (2) 기온변화에 따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변화

 기후변화는 사람들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노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

게 된다. 식물들은 날씨에 민감해서 기후변화는 몇몇 종자들의 꽃가루 생성이나 

식물 종의 지리적 분포에 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기후 변화는 hay fever와 같

은 알레르기의 계절적 발생시기 및 지속기간에 향을 미칠 수 있고, 소아천식 환

자의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대기중 꽃가루 농도와 꽃가루 발생 

시기의 변화가 천식에 미치는 정확한 기전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아래 표 4-12는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화분들의 알레르기 유형과 

화분수에 따른 증상을 정리한 것이다.



표 4-12. 알레르기 기준 지수 및 증상

화분

(pollen)

평방미터방 

화분수 

(grains/m3)

알레르기 유형 증 상

수목류

(Trees)

0-14

15-99

100-499

500

미약(low)

조심(moderate)

위험(high)

매우위험(very high)

알레르기가 심한 환자에서 증상 가능성

대개 알레르기 환장에서 증상 가능성

약한 알레르기 환장에서 증상 가능성

거의 모든 알레르기 환자에서 증상 

가능성

목초류

(Grasses)

0-4

5-9

20-199

200

미약(low)

조심(moderate)

위험(high)

매우위험(very high)

알레르기가 심한 환자에서 증상 가능성

대개 알레르기 환장에서 증상 가능성

약한 알레르기 환장에서 증상 가능성

거의 모든 알레르기 환자에서 증상 

가능성

잡초류

(Weeds)

0-9

10-49

50-299

300

미약(low)

조심(moderate)

위험(high)

매우위험(very high)

알레르기가 심한 환자에서 증상 가능성

대개 알레르기 환장에서 증상 가능성

약한 알레르기 환장에서 증상 가능성

거의 모든 알레르기 환자에서 증상 

가능성

곰팡이

(Molds)

0-900

900-2,500

2,500-5,000

5,000

미약(low)

조심(moderate)

위험(high)

매우위험(very high)

알레르기가 심한 환자에서 증상 가능성

대개 알레르기 환장에서 증상 가능성

약한 알레르기 환장에서 증상 가능성

거의 모든 알레르기 환자에서 증상 

가능성

*출처 : 대한 소아 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

아래 그림 4-16은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서울지역의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화분 종류별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수목류, 목초류, 

잡초류, 곰팡이 모두 조심 및 위험과 매우위험을 요하는 정도의 꽃가루의 발생빈

도가 년도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매우 위험 수준의 화분수 발생은 수

목류와 잡초류에서 나타났다.



year

1998 1999 2000 2001 2002

fre
qu

en
cy

0

10

20

30

40

moderate 
high 
very high 

수목류

조심

위험 매우위험

year

1998 1999 2000 2001 2002

fre
qu

en
cy

0

10

20

30

40

moderate 
high 
very high 

수목류

year

1998 1999 2000 2001 2002

fre
qu

en
cy

0

10

20

30

40

moderate 
high 
very high 

수목류

조심

위험 매우위험 매우위험

주의

year

1998 1999 2000 2001 2002

fre
qu

en
cy

0

10

20

30

40

moderate 
high 
very high 

수목류

조심

위험 매우위험

year

1998 1999 2000 2001 2002

fre
qu

en
cy

0

10

20

30

40

moderate 
high 
very high 

수목류

year

1998 1999 2000 2001 2002

fre
qu

en
cy

0

10

20

30

40

moderate 
high 
very high 

수목류

조심

위험 매우위험 매우위험

year

1998 1999 2000 2001 2002

fre
qu

en
cy

0

10

20

30

40

moderate 
high 
very high 

수목류

조심

위험 매우위험

year

1998 1999 2000 2001 2002

fre
qu

en
cy

0

10

20

30

40

moderate 
high 
very high 

수목류

year

1998 1999 2000 2001 2002

fre
qu

en
cy

0

10

20

30

40

moderate 
high 
very high 

수목류

조심

위험 매우위험 매우위험

주의

year

1998 1999 2000 2001 2002

fre
qu

en
cy

0

10

20

30

40

50

moderate 
high 
very high 

잡초류

주의

위험
매우위험

year

1998 1999 2000 2001 2002

fre
qu

en
cy

0

10

20

30

40

50

moderate 
high 
very high 

잡초류

주의

위험
매우위험

year

1998 1999 2000 2001 2002

fre
qu

ec
nc

y

0

2

4

6

8

10

12

14

moderate 
high 

목초류

주의

위험

year

1998 1999 2000 2001 2002

fre
qu

ec
nc

y

0

2

4

6

8

10

12

14

moderate 
high 

목초류

주의

위험

year

1998 1999 2000 2001 2002

fre
qu

en
cy

0

5

10

15

20

25

30

35

moderate 

곰팡이류

주의

year

1998 1999 2000 2001 2002

fre
qu

en
cy

0

5

10

15

20

25

30

35

moderate 

곰팡이류

주의

그림 4-16.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 향지수의 년도별 발생분포

 대기오염과 관련한 특징적 경향
■ 기온상승에 따른 오존 농도의 증가가 뚜렷이 나타남

■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오존량 증가와 사망자 증가의 관련성이 보임

■ 알레르기 및 천식 유발물질인 화분수 증가



4. 전염성질병 발생에 영향을 주는 기후관련 생태계 변화

가. 매개동물의 변화

(1) 모기 개체수

매년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은 전염병유행예측 조사 및 감시사업의 일원으로 

일본뇌염유행예측 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일본뇌염에 대한 

주의보 및 경보 발령을 통하여 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것으로 일본뇌염 매개모기

인 작은 빨간집 모기, 말라리아 매개모기인 중국 얼룩 날개모기 등을 조사하고 있

다. 출현시기와 발생 도 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기간은 4월 초순부터 시작하여 

10월까지 매주 1회 이상 실시한다. 조사지점은 농가와 도심을 선정하여 조사하며 

조사항목은 모기 종류 및 채집수를 표시한다. 이 조사결과는 국립보건원으로 보내

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부산광역시 자료만이 

이용이 가능한 상태로 공개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부산지역 모기개체수와 기온과

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립보건원은 말라리아 감시체계(Major Communicable Disease Surveillance 

System)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라리아 질병의 발생현황과 대책을 공개할 예정이

다. 그 내용 중 말라리아 매개모기 발생 현황을 주단위로 발표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나 구체적 자료가 게시되지 않고 있다. 

심재철 등(1994)은 1980년부터 1994년까지 6-9월의 모기 개체수를 조사하

다(그림 4-17). 1982-3년에 일시적으로 급증한 경우가 있었으며 1994년까지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5년부터 모기 발생현황에 대한 자료는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변화추세를 명확하게 알 수 없었으나, 국립보건원에서 발행하는 감염병 발생정보

를 통하여 부분적인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7년 5월과 비교하여 1998년 

5월의 전체 모기 개체수는 3.5배 증가했고 작은 빨간집 모기역시 수적 증가를 보

으며 중국얼룩날개모기의 발생 개체수는 2배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국



립보건원, 1998)(표 3-13). 또한 1999년의 모기 발생 수는 1990년에서 1998년의 7

월 1주의 평균 발생모기수와 비교하여 약 3배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국립보

건원, 1999). 따라서 조사방법이나 결과의 신뢰성에 있어 연구마다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 직접적 비교는 어렵지만 관련 연구 논문들의 보고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에서 모기 개체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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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cow/trap/night)
                그림 4-17. 우리나라 모기 개체수의 변화

표 4-13. 우리나라 모기 발생개체수의 연도별 지역별 비교(1997년 5월 및 1998년 5월)

 *출처: 국립보건원. 감염병발생정보 제 9권 제6호, 1998

년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997 766 61 425 30 4 10 7 17 24 1344

1998 1174 95 1598 1659 28 32 8 20 18 4632



(2) 기온과 모기 개체수와의 관계

기온은 모기의 개체 수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기온의 증

가는 모기의 생육기간을 단축시켜 결과적으로 모기의 개체수 증가를 가져온다.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보 제12권(2002)의 일본뇌염 매개모기 도조사 

자료와 기온을 동시에 측정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어(표4-14) 이 자료를 활용하여 

기온과 모기 개체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보았다. 이 조사는 2002년 4월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주 1회 총 29회 조사하 으며 조사 지역은 부산의 도심 6개 지

역과 농가 2개 지역, 총 8개 지역이다. 

표 4-14. 기온과 모기의 평균 채집모기 개체수

 1주 2주 3주 4주 5주

기온

(섭씨)

채집

모기수

기온

(섭씨)

채집

모기수

기온

(섭씨)

채집

모기수

기온

(섭씨)

채집

모기수

기온

(섭씨)

채집

모기수

4월 11.9 1 12.0 2

5월 15.7 51 14.8 18 15.2 37 19.0 49 19.0 122

6월 21.7 160 21.0 318 22.2 638 18.2 658

7월 20.3 2859 19.6 4047 18.3 4693 23.2 4303

8월 28.0 7383 21.9 3960 21.0 5853 23.1 9859 28.1 1453

9월 24.7 1349 23.5 2019 20 1312 21.3 1156

10월 20.5 879 17.4 223 20 230 12.8 21 14.8 62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2002년 자료인 기온과 모기 개체수의 상관관

계를 알아보기 위한 상관분석에서 피어슨 상관계수값이 0.520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관계가 있었다(그림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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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8. 기온과 모기 개체수의 상관관계 (R=0.520, P=0.004)

(3) 모기의 활동 시기

모기를 매개로 하는 질병의 발생은 모기와의 접촉 기회에 의하여 향을 받

는다. 즉 모기가 활동하는 기간이 길수록 모기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다. 따라서 모기의 첫 출현시기의 변화는 활동시기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모기 생

태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그림 4-19는 몇몇 지역에서 일본뇌염

의 매개체인 작은 빨간집모기의 첫 출현기기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부산지역은 

약간씩 늦어지고 있으나 충남, 고양 등 상대적으로 북쪽지역에서는 출현시기가 빨

라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국립보건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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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9. 작은 빨간집모기의 첫 출현시기의 변화



1995년 이후는 보고된 자료가 없지만 간접적으로 변화추세를 살펴볼 근거는 

있다. 즉 우리나라의 국립보건원에서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최초로 채집되었을 

때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뇌염주의보 발령시기의 변화를 

통하여 작은 빨간집모기의 첫 출현 시기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 결과는 표 4-15

와 같다. 1996년에 5월 23일이던 것이 2000년의 예외를 제외하고 1998년 이후에는 

5월 초로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에서 모기

의 활동시기도 점가 점차 빨라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작은 빨간집 

모기와 달리 말라리아의 매개모기인 중국얼룩날개모기의 자료는 공개된 자료가 

없어 변화추세를 확인할 수 없었다.

표 4-15.  일본 뇌염주의보 발령시기의 변화

(4) 설치류

국내에서 주로 가을철에 발생하는 급성열성질환의 매개체인 설치류에 대한 

조사는 국립보건원의 매개곤충과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시도별 대상 시ㆍ

군의 설치류를 포획하여 종을 분류하고 참진드기를 채집하여 보고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향을 보기 위해서는 야생설치류의 연도별 변화추세 자료

가 필요하지만 이에 관련된 자료의 존재여부조차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단지 국

립보건원 원보에 부정기적으로 보고 되는 몇 개의 단면적 조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1994년 11월과 12월 사이 전남 곡성, 담양, 광지역에서 쥐를 포획하여 쯔

쯔가무시 리켓치아의 감염율 및 혈청형 분포를 조사하 다. 총 86마리의 들쥐 중 

11마리에서 리켓치아 DNA band가 확인되었다(국립보건원, 1996). 1995년 10월부

년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일본

뇌염주의보

발령일

5월23일 5월29일 5월7일 5월13일 5월30일 5월14일 5월9일



터 1996년 10월까지 7종 551수의 야생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등줄쥐 17.2%에

서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 다(국립보건원, 1997).

설치류로 인한 질병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개체수의 변화 등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조사사업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해수온도의 변화와 비브리오균

국립수산과학원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근해 수온을 1968년부터 1997년

까지 30년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수온의 변동추세는 동해는 0.62℃, 

남해는 0.61℃, 서해는 0.8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20).

  

                       그림 4-20. 해수면 온도 변화



이와 같은 해수면 온도의 증가는 해수 중의 비브리오균 등 미생물의 증식을 

일으키고 그 결과 해수나 해산물을 통한 질병발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00년, 2001년, 2002년도 연안해수 비브리오균 

오염도 조사보고서를 발표하 다. 이 연구는 2000년은 4월에서 10월의 개월간, 

2001년과 2002년은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월 2회씩 연안해수의 온도와 비브

리오균 검출현황을 조사하 다. 조사지역은 명지, 다대포, 감천, 동도 등 11개 지

역이다.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수온도의 변화에 따라 

비브리오균이 검출된 건수가 민감하게 향을 받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21). 그림 4-22는 해수온도와 비브리오균 검출 건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로서 피어슨상관계수가 0.824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비브리오균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병 중의 하나인 비브리오 패혈증의 예를 보면 주로 해수 온도

가 높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우리나라에서 2000년

부터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어 아직 전체적인 증감추세를 논하기

에는 다소 이르다. 그러나 국립보건원의 법정전염병 발생현황에 의하면 2000년부

터 2002년까지 3년 동안 해마다 환자발생이 증가 하고 있다(표 4-16).

이상의 결과들을 토대로 해수 중 비브리오균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 자료나 

증가추세에 대한 연구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해수온도가 증가추세가 있기 때문에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해수 중 비브리오균의 증식을 높이고, 그로 인한 관련 질병 

발생의 가능성이 또한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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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수온에 따른 비브리오 검출건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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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해수면 온도와 비브리오 검출건수의 상관관계 (R=0.824, P=0.000)



표 4-16.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 발생추이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계

2000 - - 6 8 7 0 21

2001 4 4 19 13 0 1 41

2002 2 3 16 29 8 2 60



5. 기후변화에 따른 전염성질병의 발생현황

가. 최근 10년간 국내 법정 전염병의 발생추이

표 4-17은 국립보건원의 발표에 의한 1991년부터 2000년 기간 동안 우리나

라의 법정 전염병 변화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법정전염병은 발생 사례를 보고하도

록 되어 있어 질병의 변화추세를 살펴 볼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자료가 된다. 변화

추세에 대한 판단은 단순회귀식을 이용하여 평가하 다. 

법정 전염병 중 IPCC 보고서 등에 의해 학술적으로 기후변화와의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질병과 상대적으로 그 관련성이 낮은 질병을 구분하여 변

화추세를 나타냈었다. 괄호안에 표시된 일부 질병은 최근에 법정전염병으로 지정

되었기 때문에 과거 10년의 자료가 모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한 질병을 

구분한 것이다.

발생사례가 전혀 보고 되지 않았거나, 10년 동안의 변화추세를 판단하기 어

려운 질병은 불확실한 것으로 분류하 으나 최근 몇 년간의 뚜렷한 특징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을 표시하 다. 

기후변화와의 관련성이 낮거나 아직 관련성이 연구되지 않은 많은 법정 전

염병들은 유행성이하선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모기나 쥐 등 매개동물에 의하여 전염되고 기후변화와 관련성이 높은 것

으로 알려진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등 많은 질병들이 최근 10년 동안 대부분 증

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추세에 있는 질병은 없었으며 변화추세가 불

확실한 콜레라, 일본뇌염 등도 2000년 이후에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

인 질병의 90년대 발생추세를 그림 4-23에 나타내었다.



표 4-17. 법정전염병의 최근 10년간 발생추이 요약(1991-2000년)

기후변화

와의 

관련성

증가추세 감소추세 불확실

높음

쯔쯔가무시증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산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증

발진열

(뎅기열)

(리슈마니아증)

(비브리오폐혈증)

콜레라(2001년 이후 발생건수 급증)

일본뇌염(2002년 발생건수 증가)

발생사례 없는 질병

:페스트

낮음

유행성이하선염 장티푸스

백일해

파상풍

결핵

한센병

성홍열

공수병

(장출혈성대장균)

(풍진)

(레지오넬라증)

(브르셀라증)

홍역(2001년 이후 발생건수 급증)

수막구균성수막염

(2001년 이후 발생건수 급증)

발생사례 없는 질병

 : 디프테리아

 : 폴리오

 : 발진티푸스

 : 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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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3. 기후변화로 인한 향이 높으며 최근 10년간 증가추세에 있는 

법정전염병



그림 4-24는 우리나라의 급성 전염병의 변화추세를 나타낸 것으로 196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발병률이 감소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고 

백신의 활용, 보건의료 시스템이나 보건위생의 강화가 이루어지면 후진국형 전염

병 등은 감소하기 마련이다. 1990년대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말라리아나 세균

성 이질과 같은 질병들 역시 80년대까지는 크게 감소하던 질병이었다.

*출처 : 국립보건원

그림 4-24. 우리나라 급성전염병의 변화추세

이처럼 일반적인 법정 전염병들이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 

동안 유독 기후변화와의 관련성이 있는 전염병들 대부분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

는 것은 매우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80년대까지 감소하던 질병들 

중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진 질병들은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선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그림 3-22에 제시한 

우리나라 급성전염병 추세도 90년대 들어와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 관련 질병들의 

증가추세를 보건위생환경의 악화, 질병을 확인하고 보고하는 보건관리 능력이나 

의료체계의 발전 등과 같은 일반적인 요인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



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변화추세의 근본원인 등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연구검토가 

필요하고, 기후변화와의 상관성을 좀 더 확실하게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단 현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양상은 우리나

라에서 기후변화로 인하여 질병의 발생양태나 양적 변화 등이 나타나고 있을 가

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4-18은 이러한 질병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하기 위

하여 국립보건원의 법정전염병 발생현황을 기초로 91년부터 2000년까지 주요 질

병의 총 발병자 수와 2001년도의 발병자 수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말라리아 

환자가 총 13,9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세균성 이질, 쯔쯔가무시증의 

순이었다. 2001년도 발병현황은 쯔쯔가무시증이 1년 동안 2,638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말라리아, 세균성이질의 순이었다. 

표 4-18. 기후변화와 관련이 높은 매개곤충을 통한 법정전염병의 발생건수

1991-2000년 총발생자수 2001년도 발생자수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쯔쯔가무시증

산증후군출혈열

랩토스피라증

콜레라

발진열

비브리오패혈증

뎅기열

13,914

5,817

5,292

1,327

356

196

156

0

0

2,556

928

2,638

323

133

162

16

41

6



나. 기후변화와 관련이 높은 전염병의 국내 발생 특성

(1) 말라리아

우리나라에서 말라리아에 대한 최초의 기술은 1913년 일본인 하세가와에 의

해 이루어졌으며 히메노는 한국 말라리아의 임상적 특성을 삼일열 말라리아로 기

술하 다. 1950년 한국전쟁이 시작되면서 한국에 주둔한 일부 미군부대에서 부대

원의 6.6%가 말라리아 증상을 보 다는 보고가 Halpenny라는 군의관에 의해 이

루어졌다(임채승, 2003). 1960년대 초에 시행된 말라리아 근절사업과 보건, 환경의 

발달로 1970년대 후반부터 발병하지 않았으며, 항말라리아제인 Chloroquine과 

DDT의 이용 등의 사용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랫동안 발병하지 않던 말라리아는 1993년 경기도 파주의 군인 한 명이 감

염환자로 판명되면서 다시 보고 되기 시작하 다. 1994년 경기북부와 강원도 지역

에서 20명이 발병하고 그 이후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하면서 재유행하기 시작하

다(그림 4-25). 연도별, 지역별 환자발생현황은 표 4-19와 같다. 최초 발병 지역은 

주로 경기도 북부지역이었으나 해마다 차츰 지역이 넓어지면서 최근에는 서울 부

산 대구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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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말라리아 발생현황 (출처: 국립보건원) 



표 4-19. 지역별, 년도별 말리리아 발생현황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서울 5 9 449 449 487 494 371

 부산 1 1 1 108 109 81 92 68

 대구 1 1 1 55 55 41 82 30

 인천 2 1 5 52 212 328 461 275

 광주 1 6 29 25 47 32

 대전 8 24 40 43 31

 울산 13 36 37 32

 경기 1 20 93 290 1277 2197 1760 1649 911

 강원 4 40 177 519 514 825 544

 충북 1 5 32 26 41 24

 충남 1 14 63 40 60 35

 전북 2 14 59 59 73 37

 전남 8 25 43 58 40

 경북 4 11 42 72 78 43

 경남 1 1 2 20 99 60 71 64

 제주 2 6 9 18 7

계 1 25 107 356 2206 3933 3621 4129 2544

국립보건원의 말라리아 퇴치 사업단은 말라리아의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

행하고 있다. 1993년부터 1998년까지 환자관리 중심사업을 실시하 던 것에 비하

여, 1999년부터 예방 및 발생환자에 대한 종합 관리계획이 수립되면서 사업이 효

과를 거두어 2000년 4142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을 고비로 2001년, 2002년 환자의 

발생이 줄어들고 있다(국립보건원, 2003).

아래 상자내의 분석 결과는 국립보건원 역학 조사과에서 분석한 말라리아 

환자의 지역, 연령, 직업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로서 말라리아 발생의 위험요인을 

잘 나타내고 있어 그대로 옮겨서 적은 것이다.



☞ 참고자료 (감염병 발생정보 제 13권 제8호,2002) ☜

2001년 자료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역자를 제외한 민간인 말라리아 환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2대 1로 발생률이 높았으며, 남성은 40대 연령군의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여성은 60대 연령군의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낮은 발생률을 보

다. 직업과 지역적 분포는 여성의 경우 40세 이상 연령군 대부분이 가사, 농업종사자 고 

거주지는 70%이상이 12개 위험지역 이 다. 가장 발생률이 높았던 60대 연령군은 농업종사

자가 전체의 50%, 주부 33.8%이며 지역적으로는 위험지역에 85.3%가 거주하여 위험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발생가능성이 가장 컸다. 

남성은 발생률이 가장 높았던 40대 연령군의 48.3%가 12개 위험지역에 거주하 고 

농업종사자는 19.4%, 건설, 노동 종사자 17.5%, 상업종사자 15%로서 농업이외에도 주로 외

부에서 활동하는 직업이 말라리아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 70대 연령군의 

경우는 위험지역 거주가 90%에 이르고 이중 농업종사자가 약 70%로서 위험지역에 거주하

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발생가능성이 가장 컸고 20, 30대 연령군은 위험지역 거주가 

55% 내외이며 회사원, 상업종사자의 비율이 커서 직업보다는 외부 활동성에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2000년에는 위험지역이 17개 시/군/구 고 이중 고위험지역이 5개 시/군

/구이었으나 2001년에는 위험지역이 12개 시/군/구 (파주, 연천, 김포, 동두천, 포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강화, 옹진)로 감소하 고 고위험지역도 강화, 연천, 철원 3개 지역

으로 감소하 다. 고위험지역중 연천은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이 318.0명에서 210.3명으로, 

파주는 125.1명에서 76.2명으로, 철원은 302.0명에서 257.6명으로, 강화는 306.2명에서 193.7

명으로 크게 감소하 다. 저위험지역 역시 대부분 큰 폭의 환자 감소가 있었으나 고성, 양

구, 인제, 옹진은 전년대비 환자발생률이 각각 40%, 205%, 202%, 25% 증가하여 전체적인 

발생은 감소되었으나 지역적으로는 동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 다. 

(2) 뎅기열

뎅기열은 황열(Yellow fever)와 함께 제4군 전염병에 속해있다. 이 군은 국내

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 재출현전염병 또는 국내 유행전염병으로서 방역대

책의 긴급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것들이다. 뎅기열은 아직은 해외

유입 질병이며 국내감염은 보고된 바 없다. 2000년부터 법정관리를 시작하 으서 

2001년에 6명, 2002년에는 9명의 발병이 보고 되었다(국립보건원, 2003).



(3) 황열

국립보건원의 법정전염병 발생현황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황열 환

자가 보고되지 않았다.

(4) 일본뇌염

우리나라의 일본뇌염 발생은 1932년 문헌상에 보고 된 이후 1949년 5,616명

의 환자가 발생하 고 1950년대에는 연평균 1,555명, 1960년대는 1,459명의 환자가 

발생하 다. 1950년대와 1960년대는 2-3년 주기로 환자의 발생이 증가하 고 약 

40%의 치사율을 보 다. 1970년대에는 연평균 86명으로 감소하 다가 1982년 다

시 증가하여 1,197명이 발생하 다. 1982년 이후 국가적 예방접종사업의 도입 등

으로 환자발생이 크게 줄어 1990년 이후 연 1-4명이 발생하고 있으며, 2002년의 

경우 8월에서 10월 사이에 예년보다 많은 6명의 환자가 발생하 다(국립보건원, 

2003). 

(5) 한타바이러스로 인한 신증후군출혈열

우리나라에서 신증후군출혈열이 처음 발생된 것은 1951년 연천 지역이다. 당

시 한국전쟁 중 연천 지역에서 주둔하 던 UN군 병사들에서 4년 동안 2,500명의 

환자가 발생하면서 확인되기 시작하 다. 이후 우리나라 군인에서도 나타나기 시

작하여 1960년부터 급격히 증가하 으며 1970년대부터는 민간인에게도 나타났다. 

당시 이 질병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없었기 때문에 세계 의학계에 큰 관심의 대

상이 되었고, 1977년 병원체를 발견하 으며 한타바이러스라고 명명되다가 1982년 

세계보건기구의 후원으로 동경에서 개최된 모임에서 신증후군출혈열이라는 병명

으로 불리게 되었다(강문원, 2000).

질병발생 변화추이를 보면 1977년 176명이 발생한 후 1980년 21명, 1985년 

64명으로 감소하다가 1990년 196명으로 증가하면서 1992년에 72명, 1997년에 104

명, 2000년에 203명, 2002년 336명 등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림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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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신증후군 출혈열 발생 현황 (출처: 국립보건원)

(6) 랩토스피라증

우리나라에서 1975년 가을에 고열, 두통 및 객혈을 하는 환자가 약 200여명 

발생하고 20여명이 사망하 다. 부검까지 실시하 지만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 으

며, 역학적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하던 중 다시 많은 환자가 발생된 1984년에 원인

이 랩토스피라증으로 밝혀졌다(강문원, 2000).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10명 내외

에서 발병하던 랩토스피라증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 급증하면서 1998년에 90명, 

1999년 130명, 2000년 106명, 2001년 133명, 2002년 122명이 발병하 다(국립보건

원, 2003). 랩토스피라증의 지역별 환자 발생률은 2000년의 경우 전북이 인구 10

만명당 1.1 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 0.8명, 충북 0.5명, 강원 0.3명 순이었다. 

그 외 경남, 충남, 울산은 인구 10만명당 0.2명의 발생률을 보 다. 랩토스피라증

은 9월부터 증가하다 10월에 정점을 보인 후 12월까지 발생하 으며 성별분포는 

1998년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남성이 80.0%로 많았고 연령별로는 40-69세가 전체

의 71.2%를 차지하고 있다(국립보건원, 2001)(그림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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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랩토스피라증 발생현황 (출처: 국립보건원)

(7) 쯔쯔가무시증

우리나라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1951년 참전 중이던 국군과 미군에서 6명

의 환자가 혈청학적으로 진단된 보고가 처음이다. 이후 1985년까지 국내에서 쯔쯔

가무시증이 발생된 보고는 없었으나 이것은 실제로 질병발생이 없었다기 보다는 

확인이 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강문원, 2000). 1985년에 국내 거주민에서 처음 쯔

쯔가무시증이 확인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법정전염병으로 관리되기 시작한 1994

년 238명의 환자가 확인되었고 1998년에는 1,140명, 2002년에는 1,919명으로 급증

하 다(국립보건원, 2003)(그림 4-28).

쯔쯔가무시증은 10월부터 증가하다가 11월에 정점을 보인 후 12월부터 감소

하는 양상을 보인다. 성별분포는 여성이 60.0%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40-69세가 

전체 환자의 62.9%를 차지하 다(국립보건원, 2001). 지역별 발생현황을 보면 일

부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01년도 지역별 발생현황은 

충남지역이 인구 10만명당 19.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이 15.6명 순이었다(국

립보건원, 2002).

쯔쯔가무시증은 연중 발생이 가능하나 90% 이상이 늦가을인 10월과 11월에 

주로 발생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64% 정도를 차지하여 신증후군출혈열이나 

렙토스피라증이 남성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반해, 쯔쯔가무시증은 여성이 64% 정



도로 높은 발생비율을 나타내었다. 연령별로는 60대이상 고령층에서의 발생률이 

높아 전체 환자의 51.6%를 차지하고 있다. 직종별로는 농업 종사자 및 주부가 환

자 발생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감염 매개체인 털진드기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야외 활동이 잦은 업종에서 발생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립보건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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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쯔쯔가무시증 발생현황 (출처: 국립보건원)

(8) 발진열

발진열은 우리나라의 가을철에 유행하는 4대 급성열성질환중 하나이며 

1.0-26.0%를 차지하고 있다(우수동 등, 2002). 발진열은 제 3군 법정전염병으로 병

원균은 Rickettsia typhi이며 쥐에서 기생하는 쥐벼룩과 쥐이가 매개체 역할을 한

다. 우리나라는 1930년대에 많은 임상보고가 있었으며 1959년에 혈청학적으로 확

인된 환자가 발생하 다(전종휘 등, 1959). 발진열은 1960년대 이후 질병발생이 보

고 되지 않았으나 1986년 쯔쯔가무시증의 유행과 더불어 발진열의 발생이 혈청학

적으로 증명되었고 1987년 발진열 환자의 혈액으로부터 R.typhi 균주가 분리되어 

국내에서의 유행이 확인되었다(김윤원 등, 1988). 발진열 환자는 1992년 1명에서 

1995년 14명, 2000년에는 40명으로 늘어났으며 2001년과 2002년에는 줄어드는 경

향을 나타내고 있다(국립보건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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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9. 발진열 발생현황 (출처: 국립보건원)

 

(9) 라임병

라임병은 큰진드기 중 Ixodadae에 속하는 진드기에 의하여 전파되는 질병으

로 아직 우리나라에서 발병된 예는 없다. 그러나 1992년 국립보건원에서 1989년 3

월부터 1992년 11월까지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등 총 7개 도시,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라임병의 매개종인 I. persulcatus가 양양군과 평창

군 2개 지역의 고지대에서 확인되었다(심재철 등, 1992).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전국 8개도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된 다른 결과에 의하면 참진드기에서 라임

병의 원인균 Borrelia burgolorferi이 확인되었다(심재철 등, 1994).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생태 조건의 변화에 따라 라임병의 발병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전염성질병과 관련한 특징적 경향
■ 1980년대 이후 발생이 중단되었던 전염병 및 신종 전염병의 등장

■ 기후변화와 관련성이 높다고 알려진 전염병의 국내 발생빈도 증가



6.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건강영향 종합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향의 잠재적 가능성을 

평가하 다. 연구범위와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 그리고 급격한 경제적 변화

로 인한 보건의료시스템의 비약적 성장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근 10년을 대상으

로 연구를 실시하 다.

연구 결과 여름철에 하루 최고기온의 변화에 따라 사망자가 증가하는 현상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994년 여름철과 같이 유례없는 혹서 현상이 나타난 

시기에는 사망자가 급증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건강에 미치는 향은 평균기온

의 상승보다는 최고 기온과 같이 확률적인 극단 현상의 발생에 의해 더 크게 나

타난다. 따라서 여름철에 높은 기온을 나타내는 날의 빈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망자나 질병의 악화 현상을 증가시키고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재해로 인한 피해 역시 최근 들어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성장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태풍과 같은 재해에 대한 예측시스템의 발전, 재난에 

대비하는 능력의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중대재해의 대부

분이 최근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사망자

나 이재민수와 같은 인명 피해 역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대기오염도 향을 받는데 가장 민감한 향을 받는 대

표적인 오염물질이 오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자료의 분석 결과 역시 여름

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오존 오염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

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은 오존 오염도를 증가시켜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를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건강피해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최근 주요 

도시에서 오존오염도의 지속적인 증가는 오염물질 배출의 증가이외에도 기온상승

으로 인한 요인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염성 질환 관련 자료의 분석결과도 기후변화  관련  전염병의  증가 추세

가 확인되었다. 특히 전체적인 질병이 백신, 보건의료체계, 위생상태의 향상 등으



로 인하여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특정 질병들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만하다.

전염성 질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기와 같은 질병 매개동물들의 개체수

와 활동시기, 해수온도의 상승으로 인한 미생물의 증가 등의 현상도 관찰됨으로써 

전염성질환 증가와의 관련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이 국내의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한 결과는 우리나

라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향의 발생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한 변화

가 기후변화관련 건강 향의 특정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 걸쳐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처럼 국내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향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므로, 

향후 인과관계의 규명이 필요하다. 아울러 추후 건강 향 및 생태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고, 기후변화에 모든 정보는 체계적 데이터베이스로의 구

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변화된 기후는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시스템을 

돌리는 일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수반되어야 

한다.

표 4-20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평가의 요약과 앞으로 시급하게 조사되어야 

할 추가적인 연구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표 4-20. 국내의 최근 10년간 기후변동으로 인한 건강평가 요약

건강 향분야 확인 내용 추가 확인 필요 

고온으로 인한 

사망, 질병

고온현상 발생일수의 증가추세

여름철 일최고기온의 증가추세

기온상승에 의한 사망자 

증가현상

장기간 고온이 지속된 경우 

사망자 급증 현상

취약계층과 민감집단의 확인

도시간 비교, 지역간 비교

예측, 경고, 대응능력의 향상 

방안

질병악화에 대한 연구

기상재해로 인한 

건강 향

홍수, 폭풍 등 발생 기상재해의

강도 증가 추세

발생 재해의 지속기간 증가추세

재해로 인한 사망자 증가추세

위험가중요인 확인

재해발생후 질병변화 역학연구

예측, 경고, 대응능력의 

향상방안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오염과 그로 

인한 건강 향

기온상승에 따른 오존농도 

증가현상

꽃가루의 농도 증가

대기오염과 기온의 사망에 

미치는 상호작용 규명

지역별 비교

식물이나 꽃가루에 대한 날씨의 

향

질병관련 생태계

기온증가에 따른 모기 개체수 

증가현상

모기개체수의 증가추세

해수온도의 증가추세

해수온도 증가에 따른 

비브리오균 증가현상

체계적인 감시체계 구축

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지역별 비교

질병발생과의 관계 연구

법정전염병

일반 전염병의 감소추세

사라진 질병 중 기후관련 

질병의 재현

기후관련 질병의 증가추세

기후와 연관한 질병 전파 역학 

연구

생태계의 변화와의 관계 연구



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전략 

1.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전략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인간이나 생태계 모두 적응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기

후변화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그러한 조건에

서 나름대로 적응하고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생태계가 지구상에 존재하기 마련이

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향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심지어 

무시하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구환경의 매우 작은 변화도 매우 짧은 기간 안에 급격히 진행되면 

지역적인 날씨의 변화가 급격히 나타나고, 사람들이나 생태계는 변화에 쉽게 적응

하지 못하면서 향을 더 크게 받게 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기

후변화의 잠재적 향이 외국 사례 못지않게 상당히 분명하게 빠른 변화를 보이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의 의미 및 

대응책을 요약하면 표 5-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1. 건강 향 종합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향 발생 가능성 존재

  ◈  기후변화와 건강 향의 인과관계 규명 필요

  ◈  건강 향 및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필요

  ◈  취약 인구집단 확인 및 정책적 대응전략 수립 필요

  ◈  관련 자료의 체계적 보고시스템과  DB 구축 필요

기후변화와 건강 향은 전 세계적으로도 연구의 초기 단계로 많은 불확실성

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학문적 불확실성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

한 건강 향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나 대비책 마련을 마냥 미룰 수

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고대부터 자연재해라 하더라도 국가가 그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갖고 있으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왔다. 더구나 

기후변화는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인위적 활동으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

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은 국가적 과제이며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는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기전으로 건강에 향을 미칠 수 있

으며, 그 향은 국민 전체가 받을 수 있으므로 불확실성이 있다 하더라도 최선의 

추정과 판단이 필요하다. 제한적이나마 기후변화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건강

향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분석, 평가해 본 이번 연구결과는 상당히 일관성 있게 기

후변화로 인한 건강 향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를 단순히 산업계에 미치는 국제적 협약 수준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도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해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방안은 크게 3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즉 완화

(mitigation), 적응(adaptation), 연구(research)이다. 기후변화의 근본원인으로 알려

진 온실가스배출을 저감하고 또는 제거하는 등의 완화방안은 매우 중요한 실천방

안이다. 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산업분야와 사회전체에서 에너지 효율

성이 높은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미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

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변화에 대하여 적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가장 시급

하게 필요하며 또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유사한 자연재해 앞에

서도 대응능력에 따라 사회적 피해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효과적인 

적응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

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야말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향의 평가, 미래의 향에 대한 

예측, 완화 및 적응방안 등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 새로운 대규모 연구프

로젝트들을 시작하고 있다.



2. 적응전략의 종류 및 정책수립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 상해, 장애, 사망 등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

지 대응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대응방안은 원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실

시되는 경우와 사전에 미리 실시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대응방안은 가정이나 기

업과 같이 사적 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공적으로 수립되

는 것이 있을 수 있다(그림 5-1).

인간의 간섭

또는 활동

온실가스 배출감축 등의

완화노력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수립

기후변동을 포함한

기후변화

정책적 대응

노출

초기영향

자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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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수립

기후변동을 포함한

기후변화

정책적 대응정책적 대응

노출

초기영향

자발적 대응

잔여 또는

그물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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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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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초기영향

자발적 대응

잔여 또는

그물효과

노출

초기영향

자발적 대응

잔여 또는

그물효과

노출

초기영향

자발적 대응

잔여 또는

그물효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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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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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HO, WMO, UNEP(climate change & human health:risks and responses summary, 2003)

그림 5-1.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정책 수립

아래 표 5-2는 대응방안으로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그 

접근방식의 종류와 예를 나타낸 것이다. 사회적 적응방법은 사전적 적응과 사후적 

적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적응전략의 실행 주체에 따라 개인과 공공으로 구

분되어 진다. 사전적 적응이며서 개인이 주체가 되는 예로는 개인별 보험가입과 



내구성 있는 가옥 건축을 들 수 있다. 사후적 적응전략이면서 개인이 주체가 되는 

경우는 재해 보상이나 건강보험 등 보험료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공공이 주체가 

된 사전적 적응전략으로는 국가 재해 기금 확충,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도시계

획,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들 수 있다. 사후적 적응방법으로는 재해 감독 

및 감시, 보상, 건축법 시행 등을 들 수 있다. 다른 건강 향 부분에 대한 적응전

의 수립원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5-2. 적응전략 종류의 예 (재해의 경우)

사전적

(Anticipatory/proactive)

사후적

(Reactive)

개인

(Private)

보험가입

재해에 내구성이 있는 가옥 건축

  보험료 변화

공공

(Public)

국가 재해 대기 기금

도시계획

새로운 건축법, 규격화된 디자인

재배치를 위한 보상

예방주사 홍보

  감독 및 감시

  보상금 및 국가 보조금

  건축법 및 규격화된 디자인 시행

*출처 : WHO(climate change and human health : impact and adaptation(2000))

아래 그림 5-2는 WHO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계별 적응전략을 나타낸 것이

다. 일차적 적응전략은 기후 이외에는 다른 향은 없다는 가정 하에 인구집단에

서 기후환경의 변화로 인한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조기경보

시스템이나 통합 환경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2차적 적응전략은 발생된 

건강 향의 초기 증거에 따른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3차적 적응전

략은 발생된 질병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접근방법을 의미한다.



기후변동

기후변화

다른요인들

잠재적

영향발생

일차적

적응전략

2차적

적응전략

3차적

적응전략

초기

영향

잔여

영향

질병이환률또는사망률을감소시키기위한접근

예) 말라리아의진단및치료능력향상

다른영향은받지않는인구집단에서기후환경의변화로

인한질병발생을예방하기위한접근

(사전적적응전략과동일)

예) 조기경보시스템, 통합환경관리

건강영향의초기증거에대한접근

(사후적적응전략과동일) 

예) 질병감시체계의강화,

발생질병에대한적절한대응

기후변동

기후변화

다른요인들

잠재적

영향발생

일차적

적응전략

2차적

적응전략

3차적

적응전략

초기

영향

잔여

영향

질병이환률또는사망률을감소시키기위한접근

예) 말라리아의진단및치료능력향상

다른영향은받지않는인구집단에서기후환경의변화로

인한질병발생을예방하기위한접근

(사전적적응전략과동일)

예) 조기경보시스템, 통합환경관리

건강영향의초기증거에대한접근

(사후적적응전략과동일) 

예) 질병감시체계의강화,

발생질병에대한적절한대응

그림 5-2. 적응전략의 적용방법

적응전략 선택시 고려사항을 정리하여 표 5-3에 나타내었다. 적응전략의 선

택에 있어서는 아래 항목과 같이 혜택을 받는 인구집단의 수, 실현가능성, 적응전

략의 제한점, 비용 등을 고려하여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표 5-3. 적응전략 선택시 고려사항

적응전략

혜택을 

받는 

인구수

실현가능성 제한점 비용

관계 부처간의 협력 +++ ++ ++ +

공공 보건 기반시설의 개선 +++ + + ++

조기 경보 및 전염병 예보 ++ ++ + +

전염성질병 관리 지원 ++ +++ + +

감독 및 감시체계 ++ +++ + +

환경관리의 통합 + ++ + ++

도시계획 + + ++ ++

주거, 위생, 수질 + + + +

냉방장치 특별한 기술들 + +++ + +

공중에 대한 교육 +++ +++ + +

+++=large effect / ++=medium effect / +=small effect

이상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책수립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기후변화의 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유용

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정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여야 한다.

셋째, 사용가능한 대응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해하여야 한다.

넷째, 기후변화의 향으로 나타나는 결과의 손실에 대하여 이해가 필요하다.

다섯째, 이러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략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효율적이어야 한다.

둘째, 정책적으로 실현가능해야 한다.

셋째, 우리 사회의 일반적이고 주류적 흐름을 반 해야 한다.

넷째, 공정해야 한다.

다섯째,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윤리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끝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향처럼 그 향의 범위와 크기가 매우 클 경

우에는 더욱 사전예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그 비용과 효과의 크

기를 잘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3. 분야별 적응전략

가. 기온변화에 대한 적응전략

기온변화에 대한 적응대책의 수립은 개인적인 행동변화 차원을 넘어 열 관

련 질병의 건강관리 계획에도 도움을 준다. 고온으로 인한 사망 또는 질병의 악화

요인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밝힘으로써 각각의 적응전략들을 보다 개선시킬 수 

있다. 앞으로도 계절과 건강과의 관계, 기온과 건강관련 질병들의 관계, 그리고 고

온으로 인한 향을 줄이기 위한 도시 계획의 효과 등에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 

이런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여름철 고온 발생시 시민들에 대해 주의점과 대

처방안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정부차원에서 수립할 수도 있다. 동시에 보건의료전

달체계나 응급실에 이에 대한 대비가 사전에 실시되도록 조치할 수도 있다. 도시

계획과 주택건설도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나. 기상이변에 대한 적응전략

기상 이변이 잠재적으로 신체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그 향을 최소화하

기 위해서는, 규칙을 세우고, 시스템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재앙에 대한 대비 및 계

획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복구과정에서도 체계적이고 합리적 대처가 필요하

다. 

기상재해의 위험에 대한 공중의 인식 증대와 사망, 상해, 지역사회의 붕괴, 

그리고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국가적 체제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의 

수립은 모든 사고의 발단이 되는 일련의 심각한 재해에 대비하고 공중과 개인의 

협력을 위한 포괄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심각한 기상재해와 그것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지역별

로 재해에 대한 경향을 예측하고, 기후 모델을 활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

다. 이러한 예보 능력의 향상은 공중보건 기반시설의 대비에 도움을 줄 것이다. 

홍수나 폭풍 같은 기상재해가 건강에 미치는 향은 재해에 대한 취약성과 자연

환경의 수용력 회복, 그리고 지역 주민의 조건 등이 연관된다. 지역별 재해준비 

수준은 기상재해로 인한 충격의 완화에 큰 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

요하다.

다. 대기오염에 대한 적응전략

대기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향에 대한 향후 연구로 기온과, 오존, 미세먼지 

및 기타 오염 물질과 대기 중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의 상호작용의 관련성의 

규명이 필요하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오존 모델과 기후 변화의 개요와 함께 그

것들의 연계 등을 개량하고 미세 물질이나 오존과 같은 일반적인 오염물질이 농

도가 기온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라. 전염성질병과 관련한 적응전략

대부분의 전염성질병의 매개체는 날씨에 민감하며, 생태계의 변화로 인한 

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사회학적 요인은 전염병 질병의 발생에 있어 결정적인 역

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국가별 전염병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기상재해 전후의 전

염병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질병발생과 관련이 있는 생태계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자료를 공개하여 널리 활용하게 만들어야 한다.



Ⅵ. 향후 연구방향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향후 대책수립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는 미시적인 연구에 앞서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여 변화추세를 평가하거나, 여러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문제를 검토하고 그 결과가 일관성을 갖고 합리적 논리성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는 방식이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향

의 잠재적 가능성을 평가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취지에 맞는 국가차원의 대

책수립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건강 향은 전 세계적으로도 연구의 초기 단계로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WHO(2000)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향은 불확실성이 높고 인과관계를 확인하는데 어

려움을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

▶ 대부분의 질병은 발생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정도가 다르다.

▶ 급성질병과 만성질병, 감염성질병과 비감염성질병, 신체상의 손상과 정신

적 질환 등과 같이 질병 자체가 다양하다.

▶ 기후나 날씨가 건강에 향을 미치는 물질적, 생물학적 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크다.

▶ 기후변화가 장기간에 걸친 변화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 환경과 건강과의 관련을 설명해주는 역학연구들은 대부분 지역적으로 제

한된 지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향처럼 광범위한 스케일에 적용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모두 고려해서 기후변화로 인한 향의 크기를 정

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적응방안을 강구

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효과 분석도 쉽지 않다. 공중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건들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이를테면 백신이나 질병 감시 체제, 기상 경보 시스템, 

비상시 훈련, 공공에 대한 교육)의 효과에 따른 적응수치를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완화(mitigation), 적응(adaptation), 연구(research)의 세 가지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야 한다. 특히 완화와 적응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 실시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향이 매우 복

잡하며 인과관계의 확인도 학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며 미래에 대한 예측이 정책

적 결정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는 점 등 때문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개별 국가로 보아서는 현

실적으로 가장 급한 과제이다. 그런데 그 적응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 실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또한 정책이 비용측면에서 

효과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사회적 취약 또는 민감계층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림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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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향 연구의 포트폴리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장 효과

적인 적응방안을 실시하는 것을 정책수립의 원칙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시급히, 또는 지속적으로 밝혀져야 하는 연구

과제들을 도출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들을 다음에 정리하 다.

아울러 국내에서 시급히 필요한 연구과제들을 정리하고,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한 국내에서 활용가능한 자료들의 현황을 정리하 다.

고온관련해서는 고온으로 인한 사망을 잘 예측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과거 혹서기간동안의 사망자를 중심으로 추적조사를 통해 취약 인구집단의 특성

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적 차이를 확인하고, 고온으로 인한 사망이나 

질병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상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상자에 대하여 요인과 특성분석을 실시하여

야 하며 이를 토대로 재해발생시 대처방안과 관련된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

다. 아울러 재해로 인한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피해 주민들의 정신적 손상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기온과 대기오염이 건강 향에 미치는 상호작용을 규명하고, 대기중의 생성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기온상승으로 인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지역적 분포, 농

도, 고위험 시기 등을 평가하는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기후변화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수인성 전염병, 특히 크립토

스포리디움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기온이 수인성전염병의 발생에 미치

는 향, 해수면온도 상승이 미치는 향 등이 연구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예방조

치 및 자료의 신속한 보고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기온 등 날씨와 매개동물의 서식분포 및 개체수와의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하며 병원체 전달 경로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한다. 최근 설치류로 인한 질

병의 급증원인을 규명해야 하며 효과적인 예방조치 및 자료의 신속한 보고 시스

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개별적으로 실시될 수도 있으나 서로의 자료가 공유되고 

상호 필수적인 연구과제들인만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 실시될 필요가 있

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향은 한두해에 파악되기 어려운 문제이고 장기적이

고 광역적인 관찰이 필수적이므로 장기과제로 진행되어야 한다.



1. 국외 연구방향

가. U.S EPA

항목 접근방식

기상관련 

질병이환률 평가

(Assessment of

 weather-related 

morbidity)

:고온과 추위로 인한 스트레스와 여러 다양한 질병 사이의 정량적 관계는 어떠한가, 

특히 취약집단에서의 정략적 관례는 어떠한가

:지구가 온난화함에 따라 고온 또는 추위로 인한 질병의 발병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온관련 질환에 대해 개인적 특성이나 생활방식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상해나 공중보건상 나타나는 문제를 포함하여 질병이환률에 향을 주는 날씨 

형태(추운날씨, 폭설, 폭풍 등)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물 또는 매개 

동물을 통한

전염성질환 평가

(Assessment of 

water- and

 vector-borne 

disease)

:어떤 수인성 질환이 기후와 토지 이용형태의 변화에 민감한가?

:기후와 토지 이용 형태 변화의 어떠한 면이 수인성 전염병에 가장 중요한 향을 

미치는가

:물의 순화, 수온, 극한 사태의 발생빈도, 해수면의 상승 그리고 토지 이용형태의 

변화등이 수인성 질환의 위해도에 어떻게 향을 줄 것인가?

:기후와 토지이용의 변화는 질병을 전파시키는 매개체들의 서식에 어떠한 변화를 줄 

것인가

: 현존하는 모델로 향후 질병으로 인한 위험성의 잠재적 변화가능성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것인가

물 또는 

매개체를 통한

전염성 질환 

평가

(Assessment of 

water-and

 vector-borne 

disease)

:물과 매개체로 인한 전염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며 비용경제적인 

방식은 무엇인가

:기후조건에 따라 식물성 또는 동물성 알레르기원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기후와 토지 이용 형태 변화로 인하여 전염병 매개체의 개체수 변동이 일어나면 

생활의 질은 어떤 향을 받을 것인가

광범위한 

변화중인

오존으로 인한 

건강 향 평가

(Assessment of 

Ozone

 health effects 

under global

 change)

:기후 조건의 변화,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인위적 또는 자연적 배출량의 변화가 

대류권 오존에 대한 인체의 노출에 어떠한 향을 줄 것인가

:기후와 토지 이용 형태의 변화로 인해 오존 노출로 인한 건강 향에 변화가 있을 

것인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어떠한 사회적 변화와 기술적 발전을 채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적응전략의 결합이 최소의 비용으로 위험요소의 감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것인가



나. WHO

항목 접근방식

고온관련 

지별이환률 및 

사망률

(Heat-related 

morbidity and 

mortality)

: 고온관련 사고(heat episode)의 조기 예측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날씨 지표 

개발

: 도시 열섬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도시 계획의 개선

: 다양한 인구집단에 대한 기온과 사망률 관계 예측 모델 개발

: 에어컨 활용에 의한 고온 피해 감소 효과의 이해 증진

: 겨울철 초과 사망률에 미치는 기온의 향에 대한 이해 증진

: 생리학적/ 행동학적 환경 순응에 대한 이해 증진

: 에어컨 이외의 예방조치 개발

날씨 관련 

자연재해

(weather-related 

natural disasters)

: 재해 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빠르고 효과적인 경고 시스템 개선

: 재해 교육 수단 및 조기 경고 시스템의 효용성 평가

: 양 결핍이나 정신적 질병과 같이 재해로 인한 장기간의 건강 향에 대한 

이해증진

: 재해 발생 후 수집된 질병 및 사망률 자료의 표준화

: 토지 사용의 변화가 기상재해에 대한 취약성에 미치는 향 감시

대기오염

(air pollution)

: 기온과 대기오염에 대한 노출평가 개선

: 고농도 오존에 대한 장기간 노출이 신체에 미치는 향

: 천식이나 기타 폐질환 환자에 대한 오존 노출의 건강 향 평가

: 오존과 다른 대기오염과의 상호 작용 평가

: 일반 인구집단 및 민감 집단에서 오존 및 기타 대기오염물질의 건강 향 

기전규명

: 양섭취나 생활방식과 같이 대기오염의 건강 향을 완화 시키는 방법

: 대기 중의 알레르기원과 곰팡이 포자가 호흡기 질환에 주는 향에 대한 이해

수인성 전염병 및 

음식물 매개질환

(water and 

food-borne disease)

: 토지이용과 수질과의 관계, 비나 해빙으로 인한 미생물의 이동과 거동

: 수인성 전염병 발병의 감시와 예방을 위한 체계화된 방법

: 기온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한 수인성 또는 음식물매개 질병의 역학연구

: 수인성병원체의 molecular tracing

: 식수, 위락용 시설에의 노출, 음식으로 인한 질병감시 사이의 연결 필요성

: 쓰레기 및 물 정화시스템의 향상을 위한 평가

매개동물을 통한 

질병

(vector and 

rodent-borne 

disease)

: 병원균 확인을 위한 빠른 진단 방법의 개발

: 백신의 개발

: 실제 실험에 근거한 효과적인 질병감시 및 예방시스템 개발

: 병원체 전이에 대한 연구

: 매개 동물, 병원체의 순환과정 등에 대한 감시 시스템의 개선

: 감시 자료의 보다 효과적이고 빠른 전산화



다. PATz 등

항목  접근방식

 기온관련 

(Temperature

-related   

morbidity&m

ortality)

 - 건강 향과 관련한 주요기상변인을 결정하여,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 향의  

   조기 예측력 향상이 필요

 - 도시건설 및 계획에 있어, 통풍 및 공기순환 등의 고려가 필요

 - 개인별 노출평가 능력의 향상이 필요

 - 열-사망관련 모델구축(heat-mortality modeling)

기상재해

(Extreme 

weather

event-realted 

health

effects)

 - 기상이변에 대한 조기 경고 시스템의 향상

 - 기상이변의 대처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시스템 개발

 - 기상이변후 나타날 수 있는 섭취이 불균형 및 정신건강과 관련한 장기적 

   연구가 필요

 - 기상이변에 따른 사망률 및 질병률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재난후 역학연구의 활성화 및 표준화된 정보수집 방법 개발

 - 기상이변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토지의 변화등에 대한 관찰 필요

대기오염

(air-pollution 

related

health 

effects)

 - 기상와 오염물질의 관계에 대한 이해 필요

 - 고농도의 오존 노출에 대한 만성적 건강 향의 감시 필요

 - 오존노출에 따른 천식 및 폐질환에 대한 감시 필요

 - 오존 및 다른 대기오염물질과의 상호 작용에 대한 감시 필요

 - 일반인구집단 및 대기오염에 대한 민감 인구집단에서 오존 및 다른 주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 향의 기전에 대한 이해가 필요

 - 양상태, 생활특성, 시간활동양상등의 향변수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

 - 도시 날씨 모델링(urban weather modeling) 등이 필요

수인성전염병 

및 음식물 

매개질환

(water-and 

foodborne 

diseases)

 - 비나 눈이오고 난 이후 미생물 오염물질의 거동 및 이동에 대한 이해 필요

 - 수인성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

 - 역학연구 필요

 - 음용수, 위락용수에 대한 노출 그리고 음식물 매개질환을 연결한 모니터링

매개곤충을 

통한 

전염병

(vector-and

rodentborne 

diseases)

 - 병원균의 급속한 진단기술 필요

 - 백신

 - 실험적 질병 감시체계와 예방 노력을 위한 활동 강화

 - 실질적 연구결과의 전파

 - 질병감시 시스템의 구축 및 발전 



2. 향후 국내 연구방향 제안

가. 연구방향 제안

항목  접근방식

고온관련

 - 고온으로 인한 사망이나 질병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기온지표의 개발

 - 혹서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취약 인구집단, 사회경제적 요인 확인

   : 사망원인, 인구학적 특성 확인, 추적 역학조사

 - 고온으로 인한 사망률의 지역적 차이 확인

 - 고온과 사망률이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예측모델의 개발

 - 고온으로 인한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예방조치 및 정책적 대안 마련

 - 고온으로 인한 질병증가 역학연구

   : 병원내원 및 응급실 이용 자료의 확보 필요

기상재해

 - 재해 발생시 사망자 특성에 대한 역학조사

 - 재해 발생시 사망이나 질병을 피하기 위한 대처 방안 매뉴얼 개발

 - 기상재해로 인한 장기적 건강 향 조사 

    : 질병발생과 정신적 피해 등

 - 재해로 인한 피해자료 수집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대기오염

 - 기온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상호작용 규명

 - 오존 예측 모델의 개발

 - 대기오염물질과 기온으로 인한 사망 또는 질병발생의 예측모델 개발

 - 꽃가루와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지역적 분포, 개화기, 농도 측정

수인성전염병 

 - 크립토스포리디움 관련 연구 필요

 - 상수원 탁도와 질병 발생과의 관계 규명

 - 수인성 전염병과 식품관련 식중독 및 기온과의 관련성 확인을 위한       

   역학연구

 - 자연재해 발생과 수인성 전염병 발생과의 상관관계 규명

 - 해수면 온도 상승과 비브리오균의 관계 모델

 - 효과적인 예방조치 개발, 자료의 신속한 보고와 전산화 방안

매개곤충을 

통한 

전염병

 - 기온과 매개동물의 서식분포 및 개체수와의 관련성 연구

 - 병원체 전파 경로의 이해 증진

 - 설치류 관련 질병의 급증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 연구

 - 효과적인 예방조치 개발, 자료의 신속한 보고와 전산화 방안



나.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적 건강영향 평가에 활용한 국내자료

(1) 고온으로 인한 건강영향 평가에 활용되는 자료

 필요자료

 1) 기상자료 

    - 일별 평균/최고/최저 기온

    - 습도/강수량

 2)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

    - 일단위 질병발생 및 사망자료

    - 1차 진료 자료

    - 병원내원률

    - 응급실내원 환자수

국내 존재하는 

자료형태 및 

제공처

 1) 기상자료 - 기상청 제공

     - 원시자료 형태로 1960년 이후 자료 제공

 2) 질병 및 사망자료  

     - 사망관련 자료는 통계청을 통하여 구입

       원시자료 형태로 제공되며, 제공범위는 1990년 부터임

     - 질병이환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활용가능한 자료 없음

       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를 개별적으로 구입 활용 가능

     - 병원내원 및 응급실 내원 환자에 대한 국가적 통계자료 

       는 없음

(2) 기상재해 평가에 활용되는 자료

 필요자료

 1) 기상재해 발생자료

    - 사망/부상/경제적 피해 정도

 2) 질병이환 자료

    - 전염병 발생자료 / 정신적 스트레스 관련 자료

 국내 존재하는 

자료형태 및

 제공처

 1) 기상재해 관련 자료

    -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하는 재해연보 자료의 이용이

      가능하며, 자료는 출판물을 개별 구입하여 이용

    - 기상청의 월별 기상연보 자료 활용가능

 2) 질병이환 자료

    - 활용 가능한 자료 없음



(3) 대기오염 평가에 활용되는 자료

 필요자료

 1) 대기오염 농도 자료

    - 일별 대기오염 측정자료

      (오존/미세먼지/이산화질소/이산화황)

    - 산성비 측정자료

    - 시정거리 측정자료

    -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지형적 분포 및 시기 농도

  2) 질병관련 자료

    - 사인별 사망자수

    - 질병이환 자료 및 천식 발생 자료

 국내 존재하는  

 자료형태 및

 제공처

 1) 대기오염 농도자료 

    - 오염물질 농도자료는 국립환경연구원 국가대기환경

      데이터 센터에서 제공/ 1990년 이후 자료를 원시자료

      형태로 제공

      활용목적을 제시한 신청서 접수후 자체 심사하여 제공

    - 시정거리 측정자료는 기상청 제공

    -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지형적 분포 및 농도는 대한

      소아․알레르기학회내  화분연구회의 인터넷자료 이용

 2) 질병자료

    - 사망자료는 통계청 자료 활용

    - 질병이환 및 천식 자료로 활용가능한 국가적 통계

      자료는 없음



(4) 매개동물로 인한 전염성질환 평가에 활용 자료 및 수집방법

 필요자료

 1) 생태 변화 관련 자료

    ; 년도별 개체수의 변화

    ; 전염시즌의 변화

    : 유충의 성장환경

    : 생태계 변화로 인한 천적의 수 변화

 2) 재해이후 전염성질환 발생 실태 자료

 3) 질병자료 : 전염병 발생자수 및 사망자수

 국내 

존재하는 

자료형태 및

 제공처

 1) 생태변화 자료 

  :국립보건원 바이러스부에서 설치류 및 매개곤충에 대한     

감시사업을 통해 전국의 발생현황을 수집

     - 인터넷을 통한 자료 확인 및 확보: 말라리아감시체계        

 (http://152.99.75.131:1900/happen/happen.htm)에 주별 매개모기의  

      발생현황이 준비 중임.

     - 대부분 개인 연구자에 의해 개별적으로 실시되어,

       연구의 지속성 및 자료확보가 어려움   

2) 재해이후 전염성질환 발생 실태자료는 찾을 수 없음 

3) 질병자료 : 법정전염병 자료는 국립보건원 제공

     - 원시자료 형태는 제공하지 않음.

       인터넷 홈페이지의 전염병 정보망을 이용하여,

       필요 자료를 확인하여 다운로드 받는 방식 사용



(5) 수인성 전염병 평가에 활용되는 자료

 필요자료

 1) 생태 변화 관련 자료

    : 식물성 플랑크톤 시료 수집

    : 조류 확산시기 감지

    ; 해수면 온도 자료

 2) 재해이후 전염성질환 발생 실태 자료

 3) 질병자료 : 전염병 발생자수 및 사망자수

 국내 존재하는 

자료형태 및

 제공처

 1) 생태변화 자료 

    - 인터넷을 통한 자료 확인 및 확보:국립수산과학원

     (www.nfrda.re.kr)은 해양환경조사자료를 지점별, 연도        

별로 계시하고 있음

    -측정지점의 해수온도와 비브리오균 검출현황:부산광역       

시 보건환경연구원(www.bihe.re.kr)의 연구보고서 

 2)재해이후 전염성질환 발생 실태 자료 찾을 수 없었음

 3)질병자료: 법정전염병 자료는 국립보건원(www.nih.go.kr)        

      제공

     - 원시자료 형태는 제공하지 않음.

       인터넷 홈페이지의 전염병 정보망을 이용하여,

       필요 자료를 확인하여 다운로드 받는 방식 사용      

 



Ⅶ.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국제적 대응노력과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향의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

한 대응방안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 다.

국내자료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에서의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향에 대한 결

과와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에서도 대도시 지역에서 기온과 사망률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에 기온상승에 따라 사망률이 증가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또한 2003년도 

유럽지역에서 발생한 혹서로 인하여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같이 국내에서도 

1994년 유례없는 더위로 7-8월의 두 달 동안 서울에서만 전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사망자가 988명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에서 년 평균 교통사

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최근에 대략 400명임을 고려해볼 때, 혹서 발생에 따른 인

명피해가 예상외로 매우 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고온현상을 보이는 날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일최고기온이 30℃ 이상인 날의 발생빈도가 1991년 33회에서 

2000년 53회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35℃이상인 매우 높은 고온이 발생

하는 경우도 1994년의 15회를 포함하여 1996년 이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7.8월 평균 일최고기온이 일평균 사망자수와 높은 상관관계(r=0.9)를 

나타내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고온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수립과 이를 위한 연

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 기상재해와 관련 국내에서 피해규모가 가장 컸던 20대 중요 자연재해의 

발생추이를 보면, 90년대 이후가 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80년대가 40%를 

차지하고 있다. 특징적인 현상으로 국내의 경우 최근 10년간 재해 발생시 호우 또



는 태풍의 지속기간이 1990년대 초반(1991년부터 1995년)은 평균 2.5일 이었으나, 

1996년 이후는 평균 4.2일로 장기화됨에 따라 피해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났

다.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195건의 기상재해로 1,541명의 사망자(실종자포

함)가 발생하여 연평균 15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풍이 72건으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기상재해로 나타났고, 다음은 호우로 64건을 기록하 다. 발생 

재해별 사망자수의 경우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발생건당 2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호우로 인한 사망자로 평균 12.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온, 강우 및 강설, 구름, 습도, 풍속, 풍향 등 전체 날씨 패턴은 대기오

염의 발생, 확산, 이동 등에 향을 미치며 대기 중의 화학 반응에도 향을 미친

다. 특히 대기 중 오존농도가 날씨의 향을 많이 받는다.

일최고기온이 25℃ 이하인 날들의 평균 최고오존농도는 30.0ppb로 나타났고, 

35℃ 이상인 날들의 경우에는 평균 최고오존농도가 57.1ppb로 대략 2배 정도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4년 여름철과 같이 장기간의 혹서발생 기간 동안의 

서울지역의 최고 오존 농도의 평균은 63.8ppb로 과거 3년간 같은 기간동안의 평

균 농도인 34.1ppb와 비교하여 2배 정도 높았다. 해마다 오존 오염도의 증가추세

에도 오염물질 발생의 증가뿐 아니라 기온상승의 향도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오존농도 상승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증가도 기후변화의 간접적 향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의 1998년부터 2002년 기간동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화분의 

농도는 수목류, 목초류, 잡초류, 곰팡이 모두 년도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 기후온난화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일부 전염성질병이 증가 추세를 보

이고 있다. 국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법정 전염병 중 기후변화와 관련성이 낮은 대

부분의 법정전염병은 유행성 이하선염을 제외하고 대부분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반면에 IPCC 보고서 등 국제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와의 관련성이 높

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모기나 쥐와 같은 매개동물에 의한 질병이나 수인성 질

병들인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산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증, 발진열, 뎅기열, 리

슈마니아증, 비브리오 폐혈증 등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0년대 10

년 동안 기후변화와 관련성이 논의되고 있는 전염병 중 말라리아 환자가 총 

13,9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세균성 이질, 쯔쯔가무시증의 순이었다. 

2001년의 경우는 쯔쯔가무시증이 1년 동안 2,638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자수를 기

록하 고, 다음이 말라리아, 세균성이질의 순이었다. 

□ 기후시스템은 단기적으로 회복이나 조절이 불가능한 만큼, 변화하고 있는 

기후에 환경이 적응할 수 있는 적응전략의 수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지역

별 또는 인구집단별 조사를 통해 민감집단 및 취약집단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집

중적 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예측모델을 개발하여 사전예보, 사후대비책을 미리 

교육하는 것 등은 막대한 투자비용 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

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상보다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향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

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향의 크기 역시 예상보다 매우 큰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올해 매미와 같은 한번의 태풍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

해가 발생하 다. 이런 자연재해는 대비책에 따라 그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분야의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향 역시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많

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직․간접 향의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규명하

고 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국가적인 적응방안을 수립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한 관련 연구의 수행과 자료의 관리 등은 정책적으로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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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서울시 년도별 일최고기온 발생분포 (1991-2000년도)

 25도 미만
25도 이상 - 

30도 미만

30도 이상 - 

35도 미만
35도 이상  계

1991 255 77 33  - 365
1992 267 67 31  - 365
1993 260 92 13  - 365
1994 239 70 41 15 365
1995 263 78 24  - 365
1996 248 84 32 1 365
1997 261 43 59 2 365
1998 234 97 34  - 365
1999 245 71 48 1 365
2000 248 64 51 2 365
계 2523 743 366 21 3650

서울시 년도별 열지수(Heat Index) 수준 분포 (1991-2000년)

 caution
extreme 

caution
danger  계

1991 45 17  - 365
1992 43 16  - 365
1993 52 3  - 365
1994 26 36 12 365
1995 38 23 1 365
1996 38 26  - 365
1997 28 41 4 365
1998 53 25  - 365
1999 59 34 2 365
2000 35 42  - 365
계 417 263 19 3650



서울지역 7,8월 평균 일최고기온와 사망자수 변화추이

 년도
 년도별 7-8월 

평균 일최고기온(℃) 

 년도별 7-8월 

평균 사망자수(명)

년도별 7-8월 

총 사망자수(명)

 1991 28.9 76.5 4,742

 1992 28.6 75.5 4,684

 1993 27.5 76.7 4,754

 1994 32.2 92.6 5,742

 1995 28.5 79.9 4,953

 1996 29.1 80.5 4,991

 1997 30.7 83.0 5,147

 1998 28.7 82.1 5,094

 1999 30.1 83.9 5,204

 2000 30.5 87.0 5,392

년도별 기상재해 발생빈도 및 평균 지속일수

 년도 발생빈도  평균 지속일수(일)

 1991 26 2.9

 1992 29 2.4

 1993 22 2.2

 1994 16 2.6

 1995 16 2.4

 1996 12 4.3

 1997 12 3.3

 1998 14 4.6

 1999 8 4.5

 2000 5 4.4



년도별 기상재해에 따른 사망자(실종포함) 수

년도별 기상재해에 따른 이재민 수

발생년도 발생빈도
재해당 

이재민수
총이재민수

1991 26 1182.92 29573

1992 29 34.46 965

1993 22 626.32 13779

1994 16 740.75 11852

1995 16 1900.50 30408

1996 12 1557.17 18686

1997 12 527.17 6326

1998 14 2170.71 30390

1999 8 3332.00 26656

2000 5 733.00 3665

Total 197 2379.29 468721

발생년도 발생빈도
재해당 

사망자수
총사망자수

1991 26 9.23 240
1992 29 1.38 40
1993 22 4.18 92
1994 16 4.50 72
1995 16 9.88 158
1996 12 6.42 77
1997 12 3.17 38
1998 14 27.43 384
1999 8 11.13 89
2000 5 9.80 49
Total 199 9.10 1811



년도별 호우를 동반한 기상재해의 발생빈도와 강수누적량

 년도 발생빈도 강수누적량(mm)

1991 24 174.5

 1992 19 202

 1993 14 206

 1994 15 204

 1995 16 517

 1996 9 75

 1997 9 215.5

 1998 10 403

 1999 5 387.5

 2000 5 267

부산지역 기온과 모기 개체수 

 1주 2주 3주 4주 5주

기온

(℃)

채집

모기수

기온

(℃)

채집

모기수

기온

(℃)

채집

모기수

기온

(℃)

채집

모기수

기온

(℃)

채집

모기수

4월     11.9 1 12 2   

5월 15.7 51 14.8 18 15.2 37 19 49 19 122

6월 21.7 160 21 318 22.2 638 18.2 658   

7월 20.3 2859 19.6 4047 18.3 4693 23.2 4303   

8월 28 7383 21.9 3960 21 5853 23.1 9859 28.1 1453

9월 24.7 1349 23.5 2019 20 1312 21.3 1156   

10월 20.5 879 17.4 223 20 230 12.8 21 14.8 62



수온에 따른 비브리오 검출건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2000
수온(도) 13.9 16.6 18.7 22.2 26.3 24.3 19.6
양성건수 1 5 9 11 7 12 4

2001
수온 14 17.8 18.7 21.4 22.9 22.5 21.1 16.8
양성건수 2 5 6 9 13 10 7 3

2002
수온 14.2 16.7 20.5 22.5 23.7 21 17.8 14.6
양성건수 0 4 8 12 15 11 10 1

년도별 말라리아 발생현황

년도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발생 - - 1,425 1,028 628 404 1,443 3,270 299 15,926
년도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발생 9,914 4,275 1,354 1,827 1,238 294 860 0 1 0
년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발생 0 0 0 0 0 0 3 8 1 6
년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발생 2 2 3 25 107 356 1,724 3,932 3,621 4,142

년도별 한타바이러스 발생현황

년도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발생 - - - - - - 176 100 73 20
년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발생 46 32 29 36 64 52 58 55 58 106
년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발생 85 76 109 132 89 118 104 215 196 203
년도 2001
발생 33233

년도별 랩토스피라증 발생현황

년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발생 - - 7 13 6 4 90 130 106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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