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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세기에 들어오면서 지구 온난화의 향으로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으

며, 이는 해수면 상승, 폭염, 기오염  해양오염 등을 통해 인간의 생활

방식과 건강에 많은 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에 응하기 하여 지구온난화 자체를 완화하는 문제도 요하

지만 재 혹은 미래  에서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는 

응 략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한 지역의 환경조건과 응체계에 따라

서 발생하는 건강문제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기 해서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한 응 책을 수립해

야 한다.  

와 같은 맥락에서 국내 기 지자체 수 에서 폭염이나 극한  추 , 해

수면 온도 상승 등에 따른 련 질환(열성질환, 심뇌 질환, 감염병 등)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 응 책을 기획하고 한 보건사업을 제안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응 책 발 을 해서 서

울과 경남지역을 상으로 기후변화와 건강문제 상 성을 악하고, 보건사

업 성과와의 련성을 종합 으로 분석하 으며, 주민들의 기후변화에 한 

인식도 조사하 다. 한 폭염으로 인한 건강 향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사

회 보건사업을 개발하 다. 마지막으로 향후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건강 응

책 발 방안을 제안하 다. 이 연구에 한 자문을 해주신 서울  보건

학원 김호 교수, 충남  의  유원섭 교수께 감사드린다.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김남순 연구 원의 책임아래 한국방송통신  정성희 교수, 김동진 부연

구 원, 채수미 문연구원, 최지희 연구원, 서성우 연구원 등이 참여하 다. 

연구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보고서 구성과 내용에 해 충실한 조언

을 해  박실비아 연구 원과 김  부연구 원께도 감사드린다. 한 조

사에 조해주신 서울시와 경남지역의 기 지자체  보건소 계자, 주민

들에게 감사드린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지역사회 기후변화와 건강문제, 보건사업에 한 

다양한 분석결과, 지역주민들의 기후변화에 한 인식, 폭염 련 질환에 

응하는 보건사업과 발 방안 등이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향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이와 련된 연구가 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을 희망한다. 

201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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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Strategy for Community-Based 

Adaptation to the Health Impact of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is a global public health problem.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projected that 

changes in temperature, precipitation, and other weather variables due 

to climate change are likely to affect the health status of millions of 

people, particularly those with low adaptive capacity. We can better 

prepare to develop adaptive strategies in the community.

The research aims to explore linkages between climate change and 

health risks in selected communitie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community-based health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to develope the 

public health intervention, as well as to offer development strategy for 

community-based adaptation.

We selected 12 urban and 10 rural communities in Korea.  

Changes in the risk of disease(ischemic heart disease, cerebrovascular 

disease, heat-related illness) were estimated to be increased by 1 °C 

based on a statistical test using a generalized additive model adjusted 

for non-temperature related factors: time trends, seasonality, and 

humidity. The research encompasses 7 year time-frame(2003-2009)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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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ely warm months(May-September). Outcome of the research 

showed that relative risk of ischemic heart disease, cerebrovascular 

disease, heat-related illness were 1.041, 1.030, 1.122-1.139, 

respectively, thus, proved the strongest linkages in this context. No 

such concrete and distinctive features were observed for cardiovascular 

and cerebrovascular disease in the rural areas. 

Furthermore, the research examined the linkage between 

performance of health adaptation and health risk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community health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The 

estimates of health risk tend to be low in the community with high 

performance level(in terms of qualitative evaluation). 

Finally, we developed a public health intervention for those with 

hypertension during heat episodes and evaluate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After the program, self-efficacy in the case group was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p=.008). Knowledge score was 

15.44(±2.03) for the case group and 11.10(±2.96) for the control 

group after the intervention(p<.001). 

Nowadays, the priority is still not high, but there are considerable 

interest about climate change and health. We are hoping that 

community health adaptation strategies and the people's perception on 

the climate change and health from this research may serve as an 

effective reference to policy makers as well as experts committed to 

improve health adaptation strategies to climate change.



요약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문제는 동일 국가 내에서도 지역의 물리  환경, 

사회구조, 응체계의 취약 정도에 따라서 기후변화에 민감한 건강문제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효과 인 응 체계가 구축될 필요성이 있으나,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응 노력은 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 이 연구의 목 은 기 지자체 수 에서 기후변화가 건강문제에 미치는 

향과 보건사업을 평가하고 보건사업을 개발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 건강 응 책 발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Ⅱ.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 이 연구는 ‘기후변화 모니터링센터’라는 큰 주제를 가진 3개년 연구과제

의 일부로 수행되었음.

○ 1차년도 연구과제는 기후변화 련 보건사업에 한 기 분석으로서, 

국내 기 지자체 3개를 선정하여 염병, 알 르기, 폭염, 기오염, 

기상재해 분야에 해서 기후변화 련 보건사업에 한 SWOT 분

석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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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 연구과제는 1차년도의 기 분석을 토 로 기후변화 련 건

강문제 응 책 평가체계를 개발하여 시범 용 하 음. 폭염, 곤충 

 설치류 매개감염병, 알 르기  호흡기 질환, 기상재해 분야의 

건강문제를 검토하 으며, 기후변화의 건강 향에 한 국민인식도를 

조사하 음. 

⧠ 3차년도 연구과제는 기후변화 련 건강 응 책의 발 방안을 도출하기 

하여, 기후변화 건강 응 책의 효과를 평가하 음. 기후변화의 문제가 

보건사업에 가장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는 폭염 련 건강문제(열성질환, 

심뇌  질환)와 곤충  설치류 매개 감염병에 해 다룸.

○ 첫째,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향을 분석함. 이를 하여 먼  지역 

특성에 따라 일부 기 지자체를 선정하여, 상지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질환의 험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나타나는지 악함. 

－ 상지역은 기상요인 등을 고려하여, 도시와 농 을 표하는 기

지자체를 각각 12곳, 10곳 선정함.

－질환 발생의 험도를 추정하기 하여 GAM(Generalized 

Additive Model)을 활용하여 모델링함.

○ 둘째, 지역사회 기후변화 건강 응 책 황을 분석함. 2차 년도에 

개발하 던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양 , 질  평가를 통해 지역의 사

업 수행 정도를 평가함. 

－양  평가를 하여 지역사회에서 재 수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건강 응 책 사업 실 을 조사하 으며, 질  평가는 건강 응

책 수행에 한 사업담당자의 자가 평가를 토 로 함.

○ 셋째,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최종 으로 질환의 발생, 기상요인, 기후

변화 건강 응 책 평가 결과를 통합하여, 지역사회의 건강 응 책이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향에 효과 으로 향을 미치는가를 악함.



요 약∙5

   질환의 발생 = f {기상요소, 지역사회 보건사업, 기타 요인}

○ 넷째, 기후변화 련 건강문제에 용할 수 있는 보건학  재 로

그램을 개발하여, 일개 지역사회에 시범 용하여 그 효과를 평가함.

－고 압 환자를 상으로 폭염에 한 스트 스 응력을 향상시키

기 해, 교육, 음악, 유연성운동을 심으로 개발한 포  로

그램을 용하여 그 효과를 실험 으로 규명함.

○ 다섯째, 의 두 가지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국외 기후변화 응 책 

사례를 고찰하여 지역사회 기후변화 건강 응 책의 발  방안을 제

안함.

Ⅲ. 주요 연구결과 

  가. 폭염의 건강영향

⧠ 상지역에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여름철(5~9월)에 기온이 허 성심

질환, 뇌 질환, 열성질환의 발생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기온 

1℃상승에 따른 상 험도가 허 성심질환은 1.042, 뇌 질환은 

1.030, 열성질환은 입원에서의 발생과 외래에서의 발생이 각각 1.139, 

1.122로 나타남. 

⧠ 그러나 도시와 농 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허 성심질환, 뇌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의 경우 도시에서는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발

생 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농 에서는 기온으로 인한 험

이 나타나지 않았음. 열성질환은 도시와 농  모두 기온에 따른 발생

험이 뚜렷하게 나타남.

⧠ 만성질환은 기온의 상승에 따라 발생 험이 증가하다가 일정수 (일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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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이 약 26℃ 이상인 지 ) 이후부터는 험도가 여 히 1을 넘기는 

하지만 상 으로 감소하 음. 이는 기온이 상당히 높은 시기에 기온의 

노출을 피하는 개인의 응 노력의 결과일 수 있고, 분석에서 가정한 발

생의 의미가 입원환자의 발생이라는 을 고려하면 입원보다 심각한 건

강결과를 래하여 입원 발생이 어들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음. 

반면 열성질환은 기온의 상승에 따라 발생 험이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음.

  나. 폭염의 건강적응대책 효과 평가

⧠ 폭염의 건강 응 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하여, 먼  건강 응 책의 

수행정도 평가가 이루어짐. 건강 응 책의 수행정도 평가는 각 지역에

서 실시하는 사업 수행정도의 차이를 악하는데 주요 목 으로 두었으

며, 재 시행 인 사업의 양 인 측면과 사업실 으로만 악할 수 없

는 질 인 측면을 고려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성하 음.

○ 정량평가의 평가 역은 ‘조직  인력’, ‘무더 쉼터’, ‘홍보활동’, ‘폭

염정보 달체계’, ‘폭염도우미’, ‘무더  휴식시간제 등 기타사업’으

로 구성됨. 정성평가의 평가 역은 ‘기후변화 건강 응 책의 요성 

 상집단을 고려한 기획’, ‘사업수행 과정, 방법, 자원활용의 

성’, ‘사업 수행 후 결과 측정  모니터링’으로 구성됨.

○ 정량평가 결과 도시지역이 60.8 , 농 이 60.0 으로 도시가 다소 

높았는데, 도시지역은 지역별로 평가결과의 편차가 높았음. 정성평가

에서는 농 이 68.8 으로 도시보다 0.2  높았음. 정량평과와 정성

평가의 비 을 같이 한 총 (유형A)에서는 도시가 64.7 으로 농

보다 높았음.

○ 사업운  여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성  정량평가에서 도시와 농

 간 차이는 잘 드러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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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온, 질환발생, 건강 응 책 수행정도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폭염의 건

강 응 책의 효과를 분석하 으며, 효과는 단기  장기 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검토하 음.

○ 단기  측면에서는 가장 최근(2011년)에 이루어진 건강 응 책 수행

정도에 따라 분류된 지역군별로 사업이 수행된 기간 동안 기온으로 

인한 질병 발생의 험도를 비교하는 것임. 

－질환별로 분석한 결과 사업수행이 잘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질병발

생의 험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이러한 결과는 정성평

가에 따른 련성이며, 정량평가(사업수행 실 )는 이러한 련성

을 보이지 않았음.

○ 장기  측면에서는 2003~2011년 동안의 질병 발생 험이 2011년

의 건강 응 책 수행정도와 련이 있는지 련성을 검토하는 것임.

－분석결과 허 성심질환, 뇌 질환에서는 질병발생 험의 차이

가 재의 응 책 수행 노력과 련성이 드러나 보이지 않았고, 

열성질환의 경우에는 그동안 험이 더 큰 지역에서 재 응

책에 보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편이었음.

  다. 곤충․설치류매개 감염성 질환의 건강적응대책 

⧠ 곤충․설치류매개 감염성 질환은 말라리아와 쯔쯔가무시로 한정하 는데,  

두 질환은 향후 증가될 것으로 측되는 표 인 질환이며, 우리나라에

서 지속 으로 발생되고 있어 부분의 보건소에서 질병 리본부의 지침

에 의거하여 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곤충․설치류매개 감염성 질환의 건강 응 책을 악하기 하여 폭염 

분야에서와 같이 보건사업실 과 사업운 에 한 사업담당자의 인식을 

조사하 으며, 별도의 사업수행정도 평가를 거치지 않고 황을 검토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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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사업 황은 감염병 감시체계 운 , 방 리  생개선, 방역소독 

사업 등에 해 조사하 음.

○ 많은 지자체에서 방의약 련 부서에서 감염병 사업을 담당하고 있

었으나, 지역보건과, 보건행정과, 보건정책과, 보건기획과, 지역보건과 

등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고 감염병 담 을 구성하고 있는 지자

체는 1곳에 불과함.

○ 지역별 모니터 망이나 모니터 요원 숫자는 서울지역보다는 경남북 지

역에서 더 많았고, 감염병 매개체 감시체계는 서울지역에서는 지자체

별로 평균 5.7개의 감시사이트를 운 하고 있었던 반면, 경상도지역

에서는 평균 0.9개소의 모기감시사이트를 운 하고 있어 지역별 편차

가 존재하 음.

○ 감염병 련 매뉴얼 제작  배포와 련하여서는 서울 지역의 경우 

말라리아 련 실 이 높은 반면, 경상도 지역은 쯔쯔가무시 련 실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감염병 방을 해서 경남북 지역에서는 주로 방역소독 사업 주로 

진행하고 있었고, 서울지역은 방역소독 외에 방충팬, 방충망 설치 사

업 한 상 으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음.

⧠ 보건사업 운 에 한 사업담당자의 인식은 방 리사업의 필요성과 

방 리사업 역별 인지도를 조사하 음.

○ 체 으로 감시운 체계에 해 정 으로 평가하 는데,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활용한 능동감시와 감염병 조기경보제의 효과성에 해서

는 서울지역이 보다 정 이었음.

○ 기 응역량강화 측면에서는 경남북 지역이 매뉴얼 제작 배포  모

니터요원 직무교육 등의 효과성에 해 부정 인 응답을 보 음.

○ 반 인 사업체계에 해서는 서울지역이 반 인 사업 여건을 더 

좋게 평가하 고, 경남북 지역은 외부 문가 참여가 하지 않다고 

단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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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기후변화 건강적응을 위한 보건학적 중재 개발

 

⧠ 재 후 재군의 고 압 자기효능감은 816.11(±65.00) , 조군의 자

기효능감은 734.21(±105.21) 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의 고 압 자기

효능감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t=2.829, p=.008). 

⧠ 재 후 재군의 고 압 지식 수는 16.22(±2.66) , 조군은 

13.42(±2.26) 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의 고 압 지식 수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t=3.446, p=.001). 

⧠ 재 후 재군의 폭염 처 지식 수는 15.44(±2.03) , 조군은 

11.10(±2.96) 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의 폭염 처 지식 수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t=5.166, p<.001).

Ⅳ. 지역사회 건강적응대책의 발전방안 및 결론

  가. 지역사회 건강적응대책의 발전방안

⧠ 기후변화 건강 응 책의 수행단계를 제시함. 1단계는 각 기 지자체에

서 질병발생  주민의 건강수요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것이며, 2단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기후변화 련 건강 응 책에 참여하는 것임. 

3단계는 기 지자체가 갖고 있는 인력, 산과 함께 지역사회 의료기  

가용자원을 조사하고, 인 , 물  자원을 분류함.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

업을 수행하고 이를 평가하여 반 하는 것임.

⧠ 기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기후변화 건강 응 책의 핵심 내용은 첫째,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건강문제에 한 상황을 진단하는 것이며, 둘째, 기

온의 변화에 한 경보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셋째, 질병과 매개체 발생

에 한 모니터링이며, 넷째 기후변화  건강문제, 건강에 한 응방

법을 지역사회 주민에게 홍보하고 교육하여 처능력을 증진하고,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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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건강 응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여섯

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양성  시설 등의 인 라를 갖추고, 일곱째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활용하는 것임.

  나. 결론

⧠ 국내에서 아직까지 기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기후변화 건강 응 책의 

우선순 는 높지 않지만,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은 매우 크므

로 차 사업의 요성이 커질 것으로 측됨.

⧠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련 건강 응 책은 각 기 지자체에서 스스로 상

황을 진단하고 앙 혹은 권역과 연계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

며, 주민 체를 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고 취약계층에 한 서

비스 달이 효율 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앙차원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후변화의 건강 향, 

응 책에 한 연구개발을 수행해서 지역사회에 공 하며, 지역사회에서

는 이를 지역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제공하고 민간자원을 잘 활용해야 함. 

한 서울지역에 비해서 상 으로 지방의 여건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지원 책이 요구됨.

*주요용어: 기후변화, 건강적응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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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들어와서 기후 온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후 변화

는 직업 으로 혹은 환경변화(해수면 상승, 폭염, 가뭄, 기 오염, 해양 오

염 등)를 통해서 인구집단의 건강에 심각한 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보

건의료체계에서 국제 인 기상  기후 변화에 따른 한 리 응체계

의 구축이 필요하며, 잠재  해 발생 분야와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기후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가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향을 이는 략은 크게 완화(mitigation)

와 응(adaptation) 략으로 구분된다. 완화(mitigation) 략은 기후 변화 

속도를 이는 것이며, 응(adaptation) 략은 완화를 통해서 방할 수 

없는 기후변화가 건강  환경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는 정책과 수단을 

의미한다(Portier et al., 2010). 

기후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체계의 응 략은 새로운 요구에 응한 보건

의료 서비스의 일시  폭증(surge capacity)에 비한 운용체계, 감시체계, 

의료서비스 제공, 방 종 등 감염질환 리 체계의 기능 개선, 극한기후로 

발생한 재난에 의한 스트 스, 정신  질환에 비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지지 활동 등을 포함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문제는 국가 혹은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존

재한다. 이는 동일 국가 내에서도 지역의 물리  환경 문제와 함께 사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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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응체계의 취약 정도에 따라서 기후변화에 민감한 건강문제 양상이 

각 지역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주민을 상으로 한 정보제공, 

방과 치료 등을 효과 으로 추진하는 응 체계가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앙 정부  역시도 행정기 에서 기후변화 응정

책이 정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 지자체의 응 노력은 기단계 수 에 

머무르고 있어서 련 연구를 수행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 은 기 지자체 수 에서 기후변화가 건강문제에 미치는 

향과 보건사업을 평가하고, 폭염 련 보건사업을 개발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건강 응 책 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1차 년도에 세 개 기 지자체의 기후변화 응 책 사업 황 

조사를 시작으로 하여, 2차 년도에는 기후변화 응 책 사업 평가체계를 

개발하여 일개 기 지자체를 상으로 시범 용하 다. 이를 바탕으로 3차 

년도에는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응 책 사업 평가체계를 구체화하여, 사업

의 효과를 평가하고 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 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서 기후변화 응 책이 비교  활발하게 수행

되고 있는 폭염과 곤충․설치류 매개 감염성 질환 분야를 상으로 하며, 

연구내용은 크게 다섯 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하여 먼  

지역 특성에 따라 일부 기 지자체를 선정하여, 상지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질환의 험이 어느 정도인지 악한다. 

둘째, 지역사회 기후변화 건강 응 책 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2차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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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개발하 던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양 , 질  평가를 통해 지역의 보건

사업 수행 정도를 평가한다. 

셋째, 질환의 발생, 기상요인, 기후변화 건강 응 책 평가 결과를 통합하

여, 지역사회의 건강 응 책이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향에 효과 으로 

향을 미치는가를 악해 보고자 한다.

질환의 발생 = f {기상요소, 지역사회 보건사업, 기타 요인}

넷째, 기후변화 련 건강문제에 용할 수 있는 보건학  재 로그램

을 개발하여, 일개 지역사회에 시범 용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해 폭염으로 인한 건강 향을 완화시키고 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

록 고 압 환자를 상으로 교육, 음악, 유연성운동을 심으로 포  로

그램을 개발하여, 재군과 조군 간의 신체심리사회  변수  질병 련 

특성을 비교하여, 로그램의 효과를 악한다. 

다섯째, 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국외 기후변화 응 책 사

례를 고찰하여 지역사회 기후변화 건강 응 책의 발  방안을 제안한다(그

림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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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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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후변화의 건강영향  

기후변화는 다양한 경로(pathway)를 통해 건강에 향을 미칠 수 있다

(Haines et al., 2006). 를 들어 폭염의 발생 빈도  강도 증가, 혹한으

로 인한 사망 증가, 홍수  가뭄 증가, 곤충·설치류 매개 감염성 질환의 분

포 변화, 재난이나 양불량(실조) 등의 험 증가 등 인체 건강에 직·간

인 향을 미치게 된다(그림 2-1 참조). 이와 같은 기후변화들은 반 으

로 건강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Haines et al., 

2006), 국제 으로는 소득국가에, 한 국가 내에서는 특히 소득층 인구

집단에 부정 인 건강 향을 래할 것으로 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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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기후변화로 인한 잠재적 건강영향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한 완화 략>
- 에 지 효율성

- 재생 가능한 에 지원

- 산림 보존  이식

< 향 조정>
- 인구 도  증가율

- 기술개발 수

- 생활의 기 과 지역 환경 

조건

- 재 건강수

- 의료체계의 질과 근성

- 보건 인 라

< 응 략>
- 백신 로그램

- 질병 감시

- 일기 보  경보 체계

- 응 상황 리  재난 

책

- 보건교육  방

- 법 , 제도  략

자료원: Haines et al.(2006). Climate change and human health: impacts, vulnerability, and mitigation, 
Lancet, 367, p. 2102.

표 인 기후변화 건강 응 책은 방 종 로그램 실시, 질병 발생 

감시, 건강 향 방 련 기술 개발, 기상 측  경고 시스템 도입, 응

상황 리  재난 비, 기후변화 련 보건교육  역량강화, 기후변화 건

강 응을 한 각종 입법  제도 마련 등이 있다(Haines et al., 2006). 

이 장에서는 와 같은 기후변화 건강 응 책에 을 맞춰, 최근 그 

향이 심화되고 있는 폭염과 곤충·설치류 매개 감염성 질환에 한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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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차원의 건강 응 책 황에 해 살펴보았다. 특히 해외 선진국 사례

에 한 고찰을 통해 향후 한국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시

하고자 한다.

제2절 폭염에 대한 지역사회 건강적응대책 현황

  1. 미국

미국은 향후 심화될 기후변화에 의해 각 지역사회들이 서로 다른 향을 

받을 것을 비하여 지역 차원에서 겪게 될 변화에 응하는 특수한 략을 

계획, 시행하고 있다. 각 주(州)는 방 략과 더불어 다양한 응 책을 마

련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주(州) 체를 상으로 하는 범

한 계획, 혹은 각 지역의 완화 략에 맞는 세분화된 략을 마련하는 것

으로부터 시작된다. 특히 폭염과 련된 다양한 지역사회 건강 응 책 가이

드라인이 개발되어 있으며, 이를 이용한 각 지역사회의 응 책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역사회 차원의 폭염에 한 

건강 응 책 개발  활용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가. 캘리포니아 주

미 서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최근 차 높아지고 있는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피해사례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폭염 련 

건강 향을 평가하고 감시하여 방, 응할 수 있는 략들을 개발하고 있

다. 이 략들은 특히 방과 완화에 집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미 상승하

고 있는 평균 기온을 유념하여 응 책 역시 요하게 다루고 있다(Pacific 

Institut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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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의 폭염으로 인한 건강 응 책은 략  책 수립과 응

상황 시 응방안  폭염 경보 마련이 특징이라 하겠다. 이 지역의 건강

응 책들은 이미 충분히 축 되어 있는 경험  사례들과 과학지식을 기반으

로 지역사회 응 략을 마련하여 폭염 련 유병률  사망률을 감소시키

는 것을 주목 으로 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건강 향평가를 통해 폭염 

발생 시 해당 지역사회의 인구집단 체에게 응 상황임을 알리는 시스템이 

가장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해 낸 바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의 많은 지

역사회들은 역사 으로 폭염에 향을 받지 않는 기후 기 때문에 폭염과 

련된 건강 응 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도

시 지역을 심으로 심화되는 열섬 상으로 인해 조기에 정확한 폭염 경보

를 발령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해졌으며, 이에 캘리포니아에서는 폭

염 상한 온도를 정해 이 이상의 기온에 도달하는 경우, 지역사회 인구 체

에게 경보를 발령하고, 응방안을 달하는 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California State Warning Center를 설립하여 National Weather Service

와 Emergency Digital Information Service(EDIS) 등의 서비스로부터 얻

는 정보를 기반으로 주(州) 체에 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을 구축하 다. 

그 표  사례로 2006년에 로스앤젤 스에서 폭염이 발생했을 때 지역보

건당국에서는 EDIS를 이용하여 폭염 경보를 발령하고, 지역사회 거주자들

에게 무더  쉼터가 개방되어 있음을 알리고 정확한 치와 부가정보를 제

공한 바 있다(Pacific Institute, 2012).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아직까지는 계획 수립, 책 마련, 시스템 

도입 등 기 단계의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폭염 련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한 심화된 책 마련은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 보건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단기  략 수립을 한 제언

을 함으로써 각 지역사회의 노력을 구하고 있다(Pacific Institut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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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략

우선 주(州)와 지역의 보건 련 공무원들은 할 구역 내의 취약 지

역을 확인하고 감시해야 한다. 한 캘리포니아 주의 지역 기후 자료를 

보면 이미 앞으로의 폭염 발생이 견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 연도의 폭

염 책뿐 아니라 내년의 폭염발생 시 응 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폭염으로 인한 건강 향을 방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단 

하에, 폭염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응하는 략을 통해 가능한 부정

인 건강 향을 이고자 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구체 으로는 1) 각 지역에 마련된 무더  쉼터에 보다 쉽게 근할 

수 있도록 거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마련, 2) 험에 노출되

기 쉬운 취약집단들을 리할 수 있는 담당자 교육, 3) 지역사회 주민 

개인들이 스스로 응하여 부정  건강 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열

(cooling) 략 교육, 4) 폭염으로 인한 질병 발생 시 구나 응 조치

를 취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등이 제안되고 있다.

- 장기 략

장기 략들은 응보다는 방에 을 맞춘 것들이나, 이미 견

되어 있는 폭염 발생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략들도 제시되고 있다. 

이는 단기 략들보다는 보다 상 의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들로, 지역사회 주민 체를 상으로 하는 폭염 경보 발령  폭염

련 질병 발생 시 리 시스템 마련, 에어컨과 같은 냉방 시설 구축, 폭

염에 한 역사 , 문화  인식 때문에 상 으로 비가 부족한 지역

의 주민들을 상으로 폭염 련 보건교육 실시 등이 있다.

나. 뉴욕 주의 뉴욕 시

뉴욕 시는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에 지 사용량의 지속 인 증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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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기 오염  국지  폭염 발생, 특히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과 질병 

유병률 증가와 같은 부정 인 건강 향을 우려하여 응 략을 수립하고 

이를 시험해보는 연구들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해 뉴욕 시에

서는 「New York City Regional Heat Island Initiative」를 조직하 으

며, 2006년에는 뉴욕 시의 열섬 상과 폭염을 완화하기 한 략과 시나

리오를 검증한 사례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 다(Rosenzweig et al., 

2006A).

이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 시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폭염 

 열섬 상에 한 응 략에는 도시 녹지 공간, 그린루 (green 

roofs), 그리고 보다 밝은 색의 도시표면을 증가시키는 것 등이 있다(Taha 

et al., 1991). 이러한 략들은 특히 폭염으로 인한 부정 인 건강 향이 

기온이 높은 여름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도시의 열섬 상이나 

폭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한 계 에만 국한된 상이 아니고 연  지속

인 상이라는 에서 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다(Grimmond & Oke, 

1999).

뉴욕 시는 「New York City Regional Heat Island Initiative」의 권고

에 따라 지역 기후 모형(regional climate model: MM5)를 기반으로 뉴욕 

시의 기상 측자료, 성 측자료, GIS자료를 이용하여 도시 녹지 공간, 그

린루 , 그리고 보다 밝은 색의 도시표면을 증가시키는 폭염 응 략을 추

진하 다. 특히 총 9가지의 폭염 응 략 시나리오의 결과를 평가하기 해 

뉴욕 시 체를 상으로 하는 사례 연구를 실시하 다. 한 

Mid-Manhattan West, Lower Manhattan East, Fordham Bronx, 

Maspeth Queens, Crown Heights Brooklyn, Ocean Parkway Brooklyn

의 총 6개 소지역을 상으로 하는 사례 연구를 실시하여, 상 지역의 

기 온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평가하 다(Rosenzweig et al., 

2006A). 이 연구에서 사용된 폭염 응 응 략은 다음 <표 2-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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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뉴욕 시의 폭염적응전략 및 세부 시나리오

전략 적응 시나리오

도시의 녹지공간 조성

1) Grass-to-Trees (공공용지) 
2) Street-to-Trees (차도 가장자리)
3) Grass-to-Trees + Street-to-Trees (공공용지 + 차도 

가장자리)

밝은 색의 도시표면 증가
4) Roof-to-High Albedo (지붕) 
5) Impervious-to-High Albedo (지붕 + 보도, 길)

그린루프 조성

(Living Roofs)
6) Roof-to-Grass

생태적 인프라 구축

(Ecological 
Infrastructure)

7) Grass-to-Trees + Street-to-Trees and Living Roofs 

도시 녹지공간 조성 + 
그린루프 조성(Light 

Roofs)
8) Grass-to-Trees + Street-to-Trees and Light Roofs

가능한 모든 조합 
9) 50% Open Space + 50% Curbside + 25% Living 

Roofs + 25% Light Roofs

와 같은 폭염 응 략을 이용한 사례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Rosenzweig 

et al., 2006A).

첫째, 뉴욕 시에서 폭염 발생 시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요한 방

법은 도시 녹지 공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 졌다. 뉴욕 시는 특히 도

시의 특성 상 열섬 상이 폭염을 심화시키는 주요인이기 때문에 폭염의 

향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도시공간의 지표면 온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을 

제하고 있다. 이에 「New York City Regional Heat Island Initiative」

의 연구에서는 뉴욕 시의 지표면을 보다 많은 녹지로 만들기 한 인 

재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Rosenzweig et al., 2006A).

둘째, 와 같은 연구 결과의 4가지 응 략을 모두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도시의 지표면 온도, 그리고 기 온도1)를 가장 많이 낮출 수 있는 것

1) 이 연구에서는 지표면으로부터 2m 지 의 온도를 기 온도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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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Rosenzweig et al., 2006A).

〈표 2-2〉적응전략 시나리오별 대기 온도의 MM5 가중치 평균값 감소량 (일일 평균,   

오후 3시)

(단위: ℉)

공공

용지 

녹지화

차도 

가장

자리 

녹지화

지붕 

녹지화

지붕

표면 

도색

지표면 

도색

생태적 

인프라 

구축

도시 

녹지화 

+ 

지붕표면 

도색

일일 평균 감소량

NY City -0.1 -0.6 -0.4 -0.4 -1.3 -1.3 -1.2

Mid-Manhattan West 0.0 -0.9 -1.1 -0.8 -1.7 -1.9 -1.7

Lower Manhattan East -0.1 -1.0 -0.9 -0.7 -1.6 -1.7 -1.6

Fordham Bronx -0.1 -0.7 -0.5 -0.4 -1.3 -1.6 -1.5

Maspeth Queens -0.2 -0.6 -0.5 -0.4 -1.1 -1.3 -1.2

Crown Heights Brooklyn -0.1 -0.9 -0.7 -0.6 -1.4 -1.8 -1.6

Ocean Parkway 
Brooklyn

-0.1 -0.8 -0.7 -0.6 -1.5 -1.4 -1.3

오후 3시 평균 감소량

NY City -0.3 -1.0 -0.8 -0.6 -2.2 -1.8 -1.6

Mid-Manhattan West 0.0 -1.5 -1.8 -1.4 -2.9 -2.6 -2.3

Lower Manhattan East -0.2 -1.8 -1.5 -1.2 -2.8 -2.5 -2.4

Fordham Bronx -0.2 -1.2 -0.8 -0.7 -2.1 -1.9 -1.8

Maspeth Queens -0.3 -1.1 -0.9 -0.7 -2.0 -1.8 -1.7

Crown Heights Brooklyn -0.2 -1.5 -1.2 -1.0 -2.5 -2.4 -2.2

Ocean Parkway 
Brooklyn

-0.1 -1.5 -1.3 -1.0 -2.8 -2.1 -2.0

그러나 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뉴욕 시 반을 상으로 한 사례연구

와 각 소지역별 사례연구에서 동일한 건강 응 략을 사용하더라도 기 온

도의 감소폭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폭염 건강 응 책

을 실시하는 데 있어 보다 작은 규모의 지역사회 별로 책이 수립, 시행되

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Rosenzweig et al., 200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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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연구 결과에 따라 뉴욕 시는 지방자치정부 차원에서 폭염에 

응하고, 이로 인한 부정  건강 향을 최소화하기 한 일차  략으로 

2010년부터 뉴욕 시 “CoolRoofs”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뉴욕 시가 

도시 반에 해 실시하고 있는 폭염 응 략의 가장 표 인 로 뉴욕 

시 지방정부와 건설부가 함께 도시의 건물 옥상(지붕)들의 온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그림 2-2 참조)(NYC Service et al., 2012). 

〔그림 2-2〕뉴욕시 CoolRoofs 홈페이지 

자료원: http://www.nyc.gov/html/coolroo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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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략은 태양 을 반사할 수 있도록 건물의 옥상을 도색하여 일차 으

로는 보다 은 비용으로 건물의 온도를 낮추어 폭염 발생에 응할 수 있

는 지역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한 이 략은 나아가 에 지 사용을 

이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며 궁극 으로는 폭염 방 

 완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다(NYC Service et 

al., 2012).

3년차에 어들고 있는 “CoolRoofs” 사업은 뉴욕 시 정부의 지원 하에 

지역주민들과 도시 내 건물 소유주들, 그리고 자원 사자들이 극 인 참

여로 활발하게 운 되고 있다. 2011년까지 총 2년 동안 뉴욕 시에서 도색

을 마친 건물은 총 288개로, 이 건물들의 옥상 총면 은 250만 평방미터에 

달하며, 3,000여명의 자원 사자들이 이 작업에 참여하 다(NYC Service 

et al., 2012). 

다. 아리조나 주 피닉스 시

피닉스 시는 여름이 되면 보통 37.8~48.9℃를 넘나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ssociated Press, 2005). 이 때문에 이 도시의 주민들은 여름철 폭염

에 비교  잘 응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염으로 인한 

건강 향에 취약하기도 하다(Kalkstein & Greene, 1997; Davis et al., 

2003A, B). 이 때문에 피닉스 시에서는 이미 경험 인 폭염 상에 지역

사회 주민들이 응하여 그로 인한 부정 인 건강 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하는 략을 마련하고 있다(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06).

피닉스 시에서 수립한 폭염 건강 응 략은 주로 주민들이 폭염이 발생했

을 때 높은 기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략이 성공하기 해

서는 지역사회 주민들 스스로가 폭염으로 인한 건강 험을 이해하고, 이에 

어떻게 처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요하다. 이를 해 피닉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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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지역 뉴스 채 의 기상 보 을 이용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

로 험한 폭염을 측하고, 폭염 경고 방송과 가능한 한 폭염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리도록 하 다.

라. 캘리포니아 주의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

캘리포니아 주 남서쪽에 치한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San Luis 

Obispo County)의 보건부는 지역사회 기후행동계획과 응계획을 수립하

다. 특히 폭염  열섬 상과 련된 건강 향을 요하게 여기고 있어 

다음과 같은 건강 응 략을 실시하고 있다(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2012).

 도시에 숲을 조성하고, 보다 밝은 색으로 도로와 건물을 건설하여 

폭염  열섬 상의 향에 응한다.

 특히 폭염을 발생시키는 가장 주요한 요인인 에 지 사용량을 감소

시키기 해 카운티에 속해 있는 각종 사업체들과 지역사회 공공기

들을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의 Demand 

Response Program」에 참여시킨다.

 보건의료기 과 지역의 공원, 문화 련 부서, 그리고 YMCA 간의 

제도  트 십을 구축한다. 이는 폭염 련 건강 험과 련 증

상  질병을 확인하고, 나아가 폭염 련 건강 험에 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수 있다. 

 폭염으로 인한 질병 발생에 취약한 지역사회 인구집단을 확인한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 험으로부터 지역사회 주민들을 보호하기 한 

잠재 인 비용을 마련한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 험에 응할 수 있도록 지역 Emergency 

Operations Plan을 지속 으로 수정,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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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극심한 폭염이 발생했을 때에는 취약 인구집단을 직  하

여 건강 련 조언을 제공한다.

 폭염 발생 시 각 지역의 공공 무더 쉼터의 치를 확인하고 주민들

에게 극 으로 알린다.

  2. 호주2)

호주에서 폭염 책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곳은 뉴사우스웨일즈 주이다. 

뉴사우스웨일즈 주는 "Beat The Heat"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에게 폭염의 

건강 험과 응할 수 있는 방안을 알리고 있다. 보다 구체 으로 이 캠페

인은 웹사이트를 통해 주민들에게 폭염이 발생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

록 하기 한 정보를 제공하고, 폭염 련 질병을 인식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린다. 한 주민들 모두가 해당 지역사회의 폭염 련 건강취약계

층을 악하고 어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보다 구체 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고온으로 인한 건강 향

 폭염 방법

 폭염이 발생했을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폭염 련 질환

 폭염성 질환 련 의료진을 한 정보

 폭염성 질환 련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한 정보

 원주민을 한 건강 정보

 기타 언어로 된 주요 정보

특히 폭염에 한 건강 응 략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은 다

2) http://www.health.nsw.gov.au/campaigns/beattheheat/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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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그림 2-3]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사항들을 알리는 것이다.

〔그림 2-3〕 뉴사우스웨일즈 주“Beat the Heat" 캠페인

수분 섭취 정 온도 유지 지속  어 계획 수립

  3. 관련 지침: 조지타운 기후변화센터의 도시 폭염 관리 도구

이 지침은 각 도시들이 해당 지역의 환경  특성과 기후변화 특성에 따

라 폭염에 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각 지방 정부들은 다음과 같은 폭염에 한 건강 응 략을 시행할 

수 있다. 첫째, 폭염으로 인한 비상사태 발생에 비하고, 응한다. 둘째, 

도시의 온도를 감소시키기 해 도시구조와 환경을 변화시킨다. 즉, 이 지침

은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이미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폭염 상이 인구

집단의 생존, 혹은 건강을 하기 에, 폭염을 감소시키고 폭염에 보다 

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한 목 에서 만들어진 것이다(Hoverter 

et al., 2012). 

이러한 략들은 폭염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

는 세부 계획들을 포함한다. 이와 련하여 필라델피아, 워키, 피닉스 등

은 효과 인 폭염 경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EPA, 2011). 그러

나 이 지침에 따르면 재 미국의 여러 지역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보 

발령 등만으로는 지역사회의 모든 인구집단을 폭염 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어렵다. 이에 이 지침에서는 평상시에 폭염 험에 한 취약계층을 확인하

고 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 으로는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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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Hoverter et al., 2012).

특히 이 지침에서는 지붕 온도 유지, 지붕 녹지화, 지표면 온도 유지, 도

시 녹지화라는 4가지 응 략에 해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각 지역사회

들이 어떤 시 에 어떻게 이 략들을 용할 수 있을지에 해 제언하 다. 

이 4가지 응 략들은 지역사회로 하여  폭염에 응하고, 함께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아가 폭염 상의 요한 원인인 기후 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

도록 하기 한 것이다. 특히 이 지침은 각 지역사회가 해당 지역의 폭염

상에 응하기 해서는 어떤 략을 이용할 것인지 정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한 이 지침은 실제 폭염 응 략

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 지침은 경보체계나 보건교육 등이 아니라 실질  환경을 개선하는 

략에 을 맞추고 있다. 보다 구체 으로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폭염 

방  응을 한 환경개선 략은 다음 [그림 2-4]과 같다.

〔그림 2-4〕폭염 예방 및 적응을 위한 환경개선전략

자료원: Harrison Institute for Public Law,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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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결과 기준 규제정책 기준

기온(폭염) 경제 건강 환경 행정적 기준 법적 기준

지붕 녹지화 + ~ ~ + ~ ~

지붕 

온도 유지
~ + + ~ ~ ~

지표면 

온도 유지
+ ~ ~ + ~ ~

도시 녹지화 + + + + ~ +

- 지붕 온도 유지(cool roofs) 략 

통 으로 건물의 옥상 는 지붕은 어두운 색으로 덮여 있었는데 이는 

햇빛을 흡수하여 건물 내․외부  기  온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하는 폭염에 해 응하기 한 환경개선 략으로 지붕에 태양

을 반사하는 물질을 도포하거나, 혹은 아주 밝은 색으로 지붕을 도색하는 

방법이 유용하다.

- 지표면 온도 유지(cool pavement)

이 지침은 특히 정책  차원에서 와 같은 환경개선 략을 실시하기 

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Hoverter et al., 

2012).

〈표 2-3〉폭염 예방 및 적응을 위한 환경개선전략

자료원: Hoverter et al., 2012
주: 긍정적 효과(+): 환경개선전략이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것이거나, 실현가능한 것인 경우

중립적 상태(~): 환경개선전략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모두 가져올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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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곤충·설치류 매개 감염성 질환에 대한 지역사회 건강

적응대책 현황

  1. 호주의 퀸즈랜드 

호주의 퀸즈랜드는 「The Queensland Joint Strategic Framework for 

Mosquito Management 2010-2015」를 수립하여 모기로 인한 감염성 질환

에 응하는 략을 제안하고 있다. 이 략은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모기 

개체 리가 매우 복잡하다는 이해 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이

다. 킌즈랜드는 지역사회의 모기 리를 통해 모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험을 상세하게 악하고, 모기 매개 질병 발생을 완화시킬 수 있도

록 이 략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퀸즈랜드는 곤충 매개 감염성 질환에 

응하기 한 지역사회 략으로 험 리(risk management)를 채택하 다. 

이는 20세기까지는 곤충, 특히 모기로 인한 말라리아 등의 감염성 질환이 

퀸즈랜드 북부에서만 제한 으로 발생하 지만,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지

구  향을 받게 되면서 이제는 퀸즈랜드 지역사회 체의 문제가 되고 있

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이미 발생한 험에 해 리하기 해서이다. 

특히 퀸즈랜드는 지역 정부가 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status quo)에 해 

응하기 해 빠른 략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하 다(Queensland 

Health, 2010). 

퀸즈랜드 모기 리를 한 연합 략(Queensland Joint Strategic 

Framework for Mosquito Management 2010-2015)에 따르면 모기 개체

와 모기로 인한 감염성 질환 발생을 리하는 가장 효과 인 방법은 보다 

통합 인 에서 이미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모기 개체들을 악

하고, 리하는 것이다. 특히 퀸즈랜드는 지역사회 로그램을 통해 모기 

리를 한 인력과 재원을 우선 으로 확보하고 부문 간 력을 추진하 다. 

보다 구체 으로 퀸즈랜드의 모기 리 략은 다음의 네 가지 목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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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추고 있다(Queensland Health, 2010).

 모기 개체와 모기 매개 질환 발생의 감시, 방, 리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커뮤니 이션, 마  략 수립

 보건교육

 련 분야에 한 지속 인 연구

이러한 략은 모기 리를 개인들의 책임에 맡기던 것을 지역사회 체

의 책임으로 바꾸었으며, 인구집단의 질병 발생률과 사망률을 이기 한 

집합 인 노력으로 이끌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Queensland Health, 

2010).

  2. 캐나다 온타리오

캐나다 남동부에 치한 온타리오 주는 면 이 넓고 호수가 많아 지역별

로 기후가 다른 특징을 보인다. 이에 남부에서는 온화한 기후에서 나타나는 

감염성 질환들이 나타나고, 추운 기후인 북부에서는 이런 질환들이 발생하

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지구의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온타리

오 주 반에 라임병, 웨스트나일열, 말라리아 등 모기와 진드기 매개 감염

성 질환이 퍼져 나가는 것을 확인하 다(Berrang-Ford et al., 2009).

이에 온타리오 주 정부는 재 곤충 매개 감염성 질환의 발생 황을 

악하고, Canadian Regional Climate Model 2 (CRCM2 A2 emissions 

scenario)에 따라 향후 20~30년간의 질환 발생을 측하는 데 주력하고 있

다(Ogden et al., 2008).

특히 온타리오 주 정부는 Heat Vulnerability Tool under the Ontario 

Regional Adaptation Collaborative를 새롭게 구성하여, 이를 통해 지역사

회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을 최우선 응 략으로 삼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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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질환의 경우 주민들이 스스로 증상에 해 악하고, 기에 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요하다는 에서 감염성 질환을 일으키는 곤충을 

식별하는 방법, 감염성 질환의 증상을 확인하는 방법, 감염성 질환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으로 알리고 있다(The Expert Panel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2011)

제4절 WHO의 교통부문 건강 상호 이익

(health co-benefit) 전략

WHO(2011)는 기후변화 응 책 련 보고서, “Health in the green 

economy: Health co-benefit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 transport 

sector”에서 제시한 완화 략의 잠재  건강 향을 검토하 다. 이 때 

은 교통 련 험 요인에 한 근거와 실생활에서 수행된 완화 략의 

건강 향 연구에 한 것이다. 검토 상은 건강에 지 한 향을 미치며,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육상운송으로 제한하 다.

  1. 배경과 주요개념

교통은 건강에 요한 향을 미친다. 잘 고안된 교통 정책과 사회기반시

설 투자 우선순  설정은 기와 소음 공해, 부상과 같은 교통 련 건강 

험의 범 한 감소를 이끌어낼 수 있다. 교통 이용 신 자 거 타

기와 걷기는 육체  활동 수 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심장질환이나 몇몇 

암과 같은 만성질환을 방할 수 있다.

교통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공 원이므로 기후변화 완화를 해 

요하게 다 야 한다. 기후변화 완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경제  편

익을 최 화하기 해 교통 완화 략은 상되는 건강 향 측면에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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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필요가 있다. 한, 이 략들은 사회 , 교육 , 경제  기회에 한 다

양한 그룹들의 근성을 개선함으로써 건강 형평성을 성취할 수 있는 잠재

력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WHO는 운송 완화 

략의 잠재  건강 상호 이익에 한 검토를 수행하 다.

  2. 건강 상호 이익을 위한 완화전략

건강 상호 이익을 얻기 한 교통 완화 략에는 걷기, 자 거 타기 그리

고 개선된 교통을 통해 도시의 근성을 높이는 토지 이용 계획이 있다. 

토지에 한 이용 방식의 환은 교통 략의 잠재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에 한 근성을 강화시키는 한편, 자동화된 이동 특히, 자

가용을 이용한 이동에 한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토지 이용 략이 필요하

다. 무엇보다 요한 건강한 교통 완화 략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교통수단으로부터 발생된 기, 소음, 수질 오염에 의한 죽음과 질병의  

    감소

 취약계층의 과도한 교통 련 부상과 건강 험 노출 감소

 직업, 교육, 서비스, 사회  기회에 한 취약계층의 더 안 하고 더   

    효율 인 근성

 안 한 걷기, 자 거 타기를 통한 육체  활동 증가

 운송수단으로부터 기인한 재와 미래의 건강 향과 기후 변화 감소

에서 제시한 목표는 다음 4가지 략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

 이용의 다양성과 도를 증가시키는 압축된 토지 이용 시스템

 보행자와 자 거 타는 사람을 한 교통 네트워크의 우선순  결정과  

    투자

 빠른 교통을 한 교통 네트워크의 우선순  결정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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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된 교통수단의 험으로부터 취약한 보행자를 보호하는 교통 공

학과 교통 제어 조치

다음과 같은 검증된 정책 도구는 건강 지향 인 략을 지원할 수 있다.

 건강 불평등을 이고 건강을 개선시키기 한 조치뿐만 아니라 계획   

  단계에서 건강 상호 이익과 험을 다루는 건강 향 평가

 강화된 토지 이용에 한 계획, 법제화 실시: 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안 한 자 거 타기와 보행 경로, 빠른 교통에 한 반 인 근  

  성 보장

 활발한 여행/육체  활동; 자동화되지 않은 방식과 교통 사용; 기/  

  소음 공해 노출; 보행자 부상; 이동성/ 근성에 한 더 나은 지표를 포  

  함하는 건강한 교통 성과 기   지표의 개발과 감시

 걷기, 자 거 타기, 빠른 교통 사용의 건강 상호 이익을 으로   

  설명하는 경제성 평가와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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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폭염의 건강영향 및 건강적응대책 분석 방법

  1. 대상지역 선정

국의 기 지자체 에서 폭염과 그로 인한 건강 향, 건강 응 책 황

을 악하기 해서 상지역을 선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 다. 

첫째, 기상요인 측면에서 취약한 곳을 상으로 하 다. 기후변화의 문제

에 상 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을수록 지역주민과 사업담당자의 인식이 높

을 것이며, 극 으로 응할 것으로 가정하 다. 2차년도 연구결과에 따르

면 기후변화 건강 응 책을 우선순 가 높은 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었다. 특히 기 지자체의 기후변화 사업 담당자 조사에서 반 정도만이 폭

염을 요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었다(김남순 외, 2011).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상 으로 기온이 높은 지역을 상으로 하는 것이 하다고 

단하 다. 

둘째, 지역 특성에 따라 공 보건사업 운 의 고유한 차이를 고려하여 도

시지역과 농 지역을 구분하 다. 도시와 농 을 표하는 곳으로 각각 서

울특별시와 경상남북도 군지역을 선정하 다.

셋째, 기상요인의 취약성은 기상청의 기후변화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기

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 다. 남한상세(1km) RCP 8.5 시나리오 자료를 

이용하여, 2011~2012년의 월평균  월최고 기온의 연평균값에 따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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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기온 최고기온

서울

취약

(12℃~14℃)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마포구, 
강서구, 양천구, 
용산구, 동작구

취약 

(17℃~19℃)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영등포구, 양천구, 
구로구, 강서구, 
용산구, 동작구

비취약

(11℃~12℃)

은평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서대문구, 강북구, 
관악구, 종로구

비취약

(16℃~17℃)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관악구, 
금천구, 종로구

을 구분하 다(표 3-1 참조). 

넷째, 사회경제  조건이 여타 시군구지역과 지나치게 다른 것으로 단

되는 경우는 사업의 효과를 보기에는 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제외하 다. 

에서 제시한 원칙을 가지고 상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을 진행하 다.  

<표 3-1>에서 서울시 평균  최고기온에서 취약한 지역, 경상도는 매우 

취약하거나 취약한 지역을 1차 선정하 다. 

1차 선정된 지역에서 보건사업 수행정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배제하기 하여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외국인 비율, 장애인 비율, 

재정자립도, 보건소직원 1인당 할인구수, 인구천명당 의사수, 국민기 생

활보장수 자 비율, 일반회계  복지 산(사회복지+보건) 비율과 같은 사회

경제  특성을 조사하 다.

〈표 3-1〉기상요소의 취약성에 따른 지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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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기온 최고기온

경북

매우 취약

(14℃~15℃)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매우 취약

(19℃~21℃)

군위군,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의성군

취약

(12℃~13℃)

예천군, 울진군, 
영덕군, 군위군, 
의성군

취약

(18℃~19℃)
예천군, 청송군, 
영덕군

비취약 

(6℃~12℃)
영양군, 봉화군, 
청송군

비취약

(11℃~18℃)
울진군, 봉화군, 
영양군

경남

매우 취약

(14℃~15℃)
고성군, 창녕군,  
남해군

매우 취약 

(20℃~21℃)
합천군, 창녕군, 
의령군, 함안군

취약

(13℃~14℃)
하동군, 합천군, 
의령군, 함안군

취약

(16℃~20℃)
하동군, 고성군, 
남해군

비취약 

(7℃~13℃)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비취약

(12℃~19℃)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그 결과 서울시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두드러지게 높은 서 구, 강남구, 송

구와 의사수가 많은 구를 제외하기로 하 다. 경상북도 칠곡군은 복지

산과 보건소 직원 1인당 할인구수가, 경상남도 함안군은 재정자립도가 

큰 차이를 보 는데, 두 지역 모두 농업보다는 섬유공업, 제조업 등이 발달

하 으며, 노인 인구 비율이 낮아 농  지역을 표하기 어려워 제외 하

다. 한 섬  해안 지역(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울진군, 덕군, 울릉군)

은 해안 기후의 특성이 반 될 수 있으므로 포함하지 않기로 하 다. 최종

으로 연구에 포함된 지역은 서울시 12개 지역, 경상도 10지역이다.

․서울시: 성북구, 동 문구, 성동구, 진구, 강동구, 구로구, 등포구, 

마포구, 강서구, 양천구, 용산구, 동작구

․경상북도: 군 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의성군, 천군, 청송군

․경상남도: 합천군, 창녕군,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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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ICD 10
허혈성심질환 I20-I25
뇌혈관질환 I60-I69
열성질환 T67

  2. 대상질환 및 질환발생의 조작적 정의

폭염과 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주요 질환으로서 허 성심질

환, 뇌 질환, 열성질환 세 가지를 상으로 하 다. 상 질환의 상병코

드는 <표 3-2>와 같다. 

〈표 3-2〉대상 질환의 질병코드

질환의 발생을 악하기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하

다. 상기간은 2003년부터 2011년도까지이며, 5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 

청구된 경우로 제한하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는 환자의 거주지역, 

소득수 , 보험료와 같은 환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나, 보

험료 청구  지 을 목 으로 하기 때문에 명세서 단 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질환의 발생수를 악하기 해서는 명세서 단 의 자료를 반드시 

한 조작  정의에 따라 에피소드 단 로 재구성해야 한다. 에피소드 단

로 재구성하기 한 무진료기간에 한 표  정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명세서가 일  청구되어 특정 날짜( . 매월 1일)에 외 인 발

생건수를 보이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무진료기간을 선정하 다. [그림 

3-1]~[그림 3-4]는 상질환별로 무진료기간 정의에 따라 진료에피소드를 

가공한 결과이다. 허 성심질환과 뇌 질환의 경우 무진료기간을 1일로 

하 을 때 자료가 안정 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성질환은 입원 

 외래 모두 발생이 드물게 나타나기 때문에 에피소드 가공 , 후에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모든 질환에 하여 무진료기간을 1

일로 동일하게 용하여 진료에피소드로 가공하 으며, 진료에피소드 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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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건수(에피소드 전) 무진료기간 0일

무진료기간 1일 무진료기간 30일

질환의 발생수로 간주하 다. 

〔그림 3-1〕무진료기간 기준에 따른 에피소드 자료 - 허혈성심질환(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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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건수(에피소드 전) 무진료기간 0일

무진료기간 1일 무진료기간 30일

〔그림 3-2〕무진료기간 기준에 따른 에피소드 자료 - 뇌혈관질환(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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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건수(에피소드 전) 무진료기간 0일

무진료기간 1일 무진료기간 30일

〔그림 3-3〕무진료기간 기준에 따른 에피소드 자료 - 열성질환(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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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건수(에피소드 전) 무진료기간 0일

무진료기간 1일 무진료기간 30일

〔그림 3-4〕무진료기간 기준에 따른 에피소드 자료 - 열성질환(외래)

분석 상 질환은 열성질환을 제외하면 발생자수가 상당히 나타나는 만성

질환이다. 입원자료는 외래자료에 비해 상 으로 진단의 정확도와 증도

가 높으며, 외래 방문은 입원보다 기온 증가에 따른 직 인 임상결과를 

포 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표 3-3>은 의 무진료기간

을 1일로 하여 진료에피소드 단 로 가공한 결과이다. 즉 도시지역 12곳, 

농 지역 9곳의 연도별 여름철(5~9월) 질환발생(진료에피소드) 황이다. 

상지역 선정에서 농 은 10곳이었으나, 그  1곳은 2011년 폭염 응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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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허혈성

심질환

(입원)

도시 4418 4625 5495 5777 6857 7014 7532 6977 6811

농촌 719 717 802 924 531 610 535 632 661

뇌혈관

질환

(입원)

도시 4271 4519 4848 5275 7239 7021 7001 7612 8255

농촌 1174 1216 1323 1516 906 871 917 1042 1071

열성

질환

(입원)

도시 5 19 12 17 21 30 15 24 15

농촌 4 10 14 11 15 13 11 14 9

열성

질환

(외래)

도시 207 246 216 227 295 444 388 512 395

농촌 34 63 94 118 67 66 70 145 108

사업을 체로 시행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 다. 진료에피소드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열성 질환으로 인한 입원환자의 발생은 상당히 드물게 발

생하 기 때문에, 기온 증가에 따른 험도를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표 3-3〉연도별 여름철(5~9월) 질환 발생건수

(단위: 건)

  3. 기상자료

활용 가능한 시군구별 일별 기상자료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응용시나리

오 자료이다. 2012년 기상청에서 제공하기 시작한 응용 시나리오 자료는 과

거의 실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나리오에 따라 미래의 기상수 을 측한 

자료로서, 시군구 단 의 일별 기상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응용 시나리오 자료는 12.5km와 1km 격자자료로 RCP4.5와 8.5 시나리

오를 바탕으로 2100년까지의 기상자료를 230개 시군구 단 로 제공하고 있

다. 12.5km 격자 자료에는 상 습도, 일사량 등의 변수가 포함되어 있고, 

1km 격자 자료에는 강수량  기온 자료가 제공된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

향 분석을 해 일평균 기온  상 습도 자료를 활용 하 다(표 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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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자 시나리오 기간 제공변수

12.5km

hist 1950~2005
상대습도, 현지기압, 해면기압, 
평균풍속, 최대풍속, 일사량

rcp4.5 2006~2100

rcp8.5 2006~2100

1km

hist 2000~2010
강수량, 최저기온, 평균기온, 

최고기온
rcp4.5 2011~2100

rcp8.5 2011~2100

〈표 3-4〉기상청 응용 시나리오 자료 구성

RCP4.5는 온실가스 감 정책이 상당히 실 되는 경우를, RCP8.5는 

재 추세( 감 없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본 분석에

서는 RCP8.5 자료를 사용하 다. 응용시나리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3년 여름철 일평균 기온이 18.8℃에서 다소 증가하 다가 2011년에는 

다시 감소하여 18.6℃를 나타냈다. 경상도는 서울시보다 1℃이상의 차이를 

보 으며, 2011년 17.2℃ 다. 2003~2011년 동안 여름철 일최고기온은 서

울시가 23.3~24.4℃ 고, 경상도는 22.5~24.0℃ 다. 여름철 일최 기온은 

서울시가 경상도 보다 연도별로 2℃ 가량 높았다. 연구 상 지역은 지역 

체의 평균보다 기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12개 지역은 서울시 

평균보다 4℃ 가량 높았으며, 경상지역 9개 지역 역시 경상도 평균보다 3~

4℃ 정도 높았다. 9년 동안 상지역의 일평균기온과 일최 기온은 증가하

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표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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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일평균

기온

서울 18.8 19.1 19.0 18.9 19.1 19.3 19.0 18.8 18.6

경상 17.3 18.1 18.0 17.4 18.0 17.9 17.7 17.7 17.2

일최고

기온

서울 23.5 23.9 23.8 23.7 23.7 24.4 24.1 23.3 23.6

경상 22.5 24.0 23.8 23.0 23.4 23.9 23.7 23.1 23.2

일최저

기온

서울 14.8 15.0 15.0 14.8 15.2 15.1 14.7 13.6 14.3

경상 12.7 13.0 13.0 12.6 13.3 12.7 12.4 11.7 11.9

대상

지역

일평균

기온

서울 22.7 23.2 23.3 23.2 23.4 23.0 23.1 23.6 22.9

경상 20.9 21.7 22.0 21.3 21.9 21.5 21.2 22.2 21.1

일최고

기온

서울 27.3 27.7 27.9 27.9 27.9 27.9 28.1 28.1 27.8

경상 26.4 27.6 28.1 27.1 27.4 27.7 27.5 28.3 27.5

일최저

기온

서울 18.9 19.4 19.7 19.4 19.7 19.1 19.0 18.5 18.7

경상 16.4 16.9 17.2 16.6 17.4 16.4 16.0 15.6 15.7

〈표 3-5〉연도별 기상현황

[그림 3-5]부터 [그림 3-10]까지는 상지역의 연도별 여름철(5~9월) 기

온의 분포를 제시하 다. 여름철 기온은 5월부터  증가하다가 9월에 다

시 낮아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1년이 그래 에서 가장 높은 치

에 자리하고 있다.

〔그림 3-5〕연도별 일평균 기온 - 서울시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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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연도별 일최고 기온 - 서울시 대상지역

〔그림 3-7〕연도별 일최저 기온 - 서울시 대상지역

〔그림 3-8〕연도별 일평균 기온 - 경상도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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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연도별 일최고 기온 - 경상도 대상지역

〔그림 3-10〕연도별 일최저 기온 - 경상도 대상지역

  4. 폭염의 건강영향과 적응대책 효과평가 방법

3장에서는 폭염의 건강 응 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효과를 평가하기까지 다루는 주요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 인 

내용은 이어지는 각 에서 설명하 다.

첫째, 폭염으로 인한 건강 향을 분석하 다. 먼  상지역의 질환발생 

황을 악하기 하여, 직 표 화한 발생률을 지역별, 연도별로 비교하

다. 다음으로 상지역에서 여름철 기온의 증가가 질환 발생에 미치는 향

을 살펴보았으며, 질환 발생의 험도를 추정하기 하여 GAM(Generalized 

Additive Model)을 활용하여 모델링하 다.



54∙지역사회 기후변화 관련 건강적응대책 발전방안 

둘째, 지역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폭염의 건강 응 책 황을 조사하

다. 황 조사는 사업실  조사(양 조사)와 사업운 에 한 사업담당자의 

인식도 조사(질 조사) 두 가지로 구성된다. 

셋째, 폭염의 건강 응 책 수행정도를 평가하 다. 2차 년도에 개발하

던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양 , 질  평가를 통해 지역의 사업 수행 정도를 

평가하 다. 

넷째, 마지막으로 폭염의 건강 응 책의 효과를 평가하 다. 질환의 발

생, 기상요인, 폭염의 건강 응 책 평가 결과를 통합하여, 건강 응 책이 

상 으로 잘 수행되는 지역에서 폭염으로 인한 질병 발생의 험이 완화

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질환의 발생 = f {기상요소, 지역사회 보건사업, 기타 요인}

제2절 폭염의 건강영향

  1. 폭염관련 질환의 발생

상지역에서 폭염 련 질환의 발생 황을 살펴보기 하여, 지역의 연령

구성을 보정하여 직 표 화를 실시하 다. 연령은 5세 구간으로 0~4세부터 

65세 이상까지 범주화하 으며, 통계청의 2003년 서울시 주민등록인구를 

표 인구로 하 다. 연도별 표 화 발생률 증감을 악하기 하여 체기

간을 2003년 서울시 인구로 표 화하 다. 

허 성심질환으로 인한 입원발생건수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부분

에서 농 평균이 도시평균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 년도는 도시의 평균이 농 보다 더 높다. 체 으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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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다소 주춤하기는 하 으나 평균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띄며, 

도시는 증가하던 추세가 2010, 2011년에 들어 감소 추세로 변하 다. 9개

년도 가운데 가장 높은 발생을 기록한 지역은 2011년 농 지역으로 인구 

십만명당 평균 159건으로 집계되었다(그림 3-11 참조). 

도시(서울) 지역 간 비교에서 2008년을 제외하고는  기간 용산구의 평

균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08년 한해 최다 발

생건수를 기록한 지역은 강서구로, 강서구는 용산구 다음으로 도시 지역 내 

허 성심질환으로 인한 입원 발생이 많은 지역이다. 부분의 지역에서 

2009년을 기 으로 차 허 성심질환으로 인한 입원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농 (경상) 지역 간 비교에서는 증가 혹은 감소의 경향이 뚜렷하게 보이

지 않으며, 부분의 지역에서 증감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인다. 2003년부터 

2011년 가운데 가장 높은 평균을 기록한 지역은 천군으로, 2006년 5월부

터 9월까지 인구 십만 명당 275건의 허 성심질환 입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의령군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인구 십만 명당 213

건의 입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6 참조).

〔그림 3-11〕허혈성심질환으로 인한 표준화 발생건수(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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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도

시

강동구 85 85 93 96 120 128 130 121 117
강서구 74 86 108 104 132 137 139 140 143
광진구 79 83 100 110 122 131 131 125 112
구로구 101 95 131 130 126 138 172 163 133
동대문구 87 99 113 124 129 142 148 124 145
동작구 90 94 101 108 142 136 151 136 131
마포구 87 92 103 118 134 132 155 139 144
성동구 101 90 111 113 139 136 142 137 146
성북구 97 99 110 127 153 148 164 128 150
양천구 87 88 120 118 151 154 169 153 136
영등포구 99 114 119 120 157 175 167 162 150
용산구 114 126 149 164 177 157 185 163 152

농

촌

의령군 162 151 225 247 143 179 164 169 213
창녕군 157 212 252 250 167 224 139 185 206
합천군 155 133 138 272 108 110 128 114 168
고령군 149 142 158 167 149 135 104 144 113
성주군 127 149 113 145 105 135 173 174 140
예천군 177 217 198 275 100 138 135 157 157
의성군 159 163 216 199 105 136 84 119 135
청도군 183 130 216 199 105 136 84 119 135
청송군 182 159 171 190 226 213 149 165 158

〈표 3-6〉허혈성심질환으로 인한 표준화 발생건수(입원)

(단위: 인구 십만명당 발생건수)

뇌 질환으로 인한 입원발생건수는 2003년에서 2011년까지  기간에 

걸쳐 농 평균이 도시평균보다 높다(그림 3-12 참조). 

도시(서울) 지역 간 비교에서는 2003, 2005, 2006년을 제외한 기간 동안 

등포구의 평균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부분의 지역에

서 2007년까지 뇌 질환으로 인한 입원 발생이 증가하다 짧게는 2008년, 

혹은 2009년까지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농 (경상) 지역간 비교에서는 부분의 지역에서 입원발생 증감이 반복

되는 경향을 보이며 창녕군과 고령군은 2005년, 나머지 지역에서는 2006년 

뇌 질환으로 인한 입원 발생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 기

간  가장 높은 발생건수를 기록한 지역은 청도군으로, 2006년 5월부터 9월

까지 인구 십만 명당 438건의 입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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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도
시

강동구 71 78 86 89 150 150 119 146 163
강서구 75 85 89 101 134 143 148 164 166
광진구 84 87 85 99 132 126 122 129 151
구로구 85 92 108 107 148 132 148 149 169
동대문구 94 97 111 119 129 149 133 144 166
동작구 97 99 106 109 156 147 147 145 159
마포구 90 89 98 113 153 139 147 156 160
성동구 91 90 98 107 127 149 155 152 152
성북구 94 99 104 110 130 134 135 137 151
양천구 77 83 81 94 158 145 148 167 165
영등포구 104 115 117 129 199 158 164 183 225
용산구 106 110 117 129 142 143 152 166 192

농
촌

의령군 324 365 318 389 207 202 243 375 326
창녕군 308 313 368 326 259 271 268 250 296
합천군 259 295 299 370 173 190 217 274 287
고령군 218 177 315 285 255 164 197 187 178
성주군 222 281 262 341 190 191 215 177 202
예천군 278 290 279 392 262 227 260 329 344
의성군 300 256 335 375 223 242 255 258 281
청도군 203 279 299 438 185 195 167 248 244
청송군 208 243 294 330 215 191 186 281 226

〔그림 3-12〕뇌혈관질환으로 인한 표준화 발생건수(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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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인구 십만명당 발생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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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성질환으로 인한 입원 발생건수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에

서 농 지역이 도시지역 평균보다 더 높았다. 도시지역은 2003년부터 2011

년 사이 약간의 증감을 반복하며 인구 십만 명당 평균 0.5건의 발생 수 을 

유지하고 있었다. 농 지역은 2003년부터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07년 최

다 입원 건수를 기록하 으며, 이후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 다. 그러나 계속 

감소하지 않고 2009년을 기 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그림 3-13 참조). 

도시(서울) 지역 간 비교에서는 해에 따라 최다 입원 발생지가 달라지며, 

상기간 동안  지역에서 증감을 반복한다. 단,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을 기 으로 증가 수 이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2003년부터 

2011년 가운데 가장 높은 입원발생건수를 타나낸 지역은 2010년의 동작구

이다.

농 (경상) 지역 간 비교에서는 2003, 2007년, 2010년을 제외하고는 매

해 의성군이 가장 높은 평균을 보 다. 9개년 가운데 가장 높은 평균을 보

인 것도 2008년 의성군에서 기록된 18명이었다. 지역마다 입원건수가 증감

을 반복하고 있으며, 상기간 동안  열성질환으로 인한 입원이 발생하

지 않은 지역(청송군)도 있다.

상지역과 지역 체 평균간 비교의 경우, 도시는 각각의 지역이 도시 

체평균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 을 보 다. 농 의 경우 거의 반을 

넘는 지역이 농  체평균보다 높았으며, 일부 지역(의성군)에서는 약 10

배 이상 높게 기록되었다. 그러나 열성질환 자체가 입원으로 이어지는 사례

가 드물기 때문에 은 수의 증가에도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을 주의해야 한다. 한 농  체평균과 농  분석지역 평균간 차이가 크

게 벌어진 데에는 농 지역 해당 시군의 발생건수를 모두 고려해도 그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농 지역이 여타 체평

균  도시 상지역 평균보다 높게 계산된 것은 실제 농  상지역의 입

원건수가 높은 것도 있으나 이러한 자료 특성도 반 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표 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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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도

시

강동구 0.0 0.4 0.2 1.1 0.2 0.6 0.8 0.8 0.0
강서구 0.4 0.6 0.4 0.5 0.0 0.5 0.3 0.3 0.2
광진구 0.3 1.1 0.0 0.0 0.5 0.8 0.3 0.5 0.5
구로구 0.0 0.5 0.7 0.5 0.2 1.2 0.2 0.9 0.5

동대문구 0.3 0.3 0.8 1.1 0.8 0.5 0.8 0.3 0.3
동작구 0.0 0.5 0.2 0.2 0.2 1.0 0.3 1.5 0.7
마포구 0.3 0.3 0.3 0.0 0.3 0.3 0.0 0.8 0.8
성동구 0.0 0.3 0.3 0.0 0.3 0.3 0.0 0.3 0.0
성북구 0.2 0.2 0.2 0.2 0.4 0.0 0.0 0.2 0.2
양천구 0.0 0.8 0.0 0.6 0.6 1.0 0.6 0.4 0.4

영등포구 0.2 0.2 0.2 0.0 0.7 0.7 0.7 0.2 0.5

용산구 0.0 0.4 0.4 0.9 1.4 0.4 0.0 0.4 0.0

농

촌

의령군 3.0 0.0 0.0 0.0 0.0 0.0 0.0 10.0 0.0
창녕군 0.0 0.0 0.0 0.0 2.0 2.0 3.0 3.0 0.0
합천군 0.0 3.0 0.0 0.0 2.0 2.0 0.0 4.0 0.0
고령군 3.0 3.0 0.0 3.0 3.0 3.0 0.0 3.0 3.0
성주군 0.0 0.0 4.0 0.0 0.0 0.0 0.0 2.0 0.0
예천군 2.0 2.0 6.0 2.0 12.0 2.0 2.0 0.0 0.0
의성군 0.0 9.0 14.0 14.0 11.0 18.0 14.0 7.0 12.0
청도군 2.0 2.0 0.0 0.0 0.0 0.0 0.0 5.0 2.0

청송군 0.0 0.0 0.0 0.0 0.0 0.0 0.0 0.0 0.0

〔그림 3-13〕 열성질환으로 인한 표준화 발생건수(입원)

0.3

0.7

1.1 1.1

1.9
1.7

0.9

1.5 1.6

0.2
0.4 0.3

0.5
0.3

0.6
0.3

0.5 0.5

0

1

2

3

4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경상 서울

인
구
십
만
명
당   

입
원
발
생
건
수

도 시농 촌

〈표 3-8〉열성질환으로 인한 표준화 발생건수(입원)

(단위: 인구 십만명당 발생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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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성질환으로 인한 외래 발생건수는 입원과 마찬가지로 농 이 도시보다 

높다. 두 지역 모두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수치상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

지 않으며, 상기간 가운데 가장 높은 외래발생이 일어난 지역은 2010년 

의 농 지역으로 인구 십만 명당 33건의 입원발생을 기록하 다(그림 3-14 

참조). 

도시(서울) 지역 간 비교는 부분의 기간에서 강서구와 구로구의 평균 

발생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단, 2008년 등포구의 열성질환으로 인

한 외래 발생건수가 이  해의 약 10배에 이르는 수치를 기록하여 인구 십

만명당 107건이 발생한 것은 이례 이다. 

농 (경상) 지역 간 비교에서는 지역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이 보이지 않

는다. 부분의 지역에서 발생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의령군, 합천군, 

의성군의 증감 폭이 타 지역에 비하여 크다는 이 특징 이다. 한편 도시

의 등포구와 마찬가지로 농 의 의령군에서도 2010년 136건의 이례 인 

외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9 참조). 

〔그림 3-14〕열성질환으로 인한 표준화 발생건수(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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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도

시

강동구 2 5 3 8 7 6 9 12 9
강서구 21 11 9 6 11 10 11 14 8
광진구 5 6 11 10 9 13 15 21 12
구로구 22 12 9 9 7 10 9 14 6
동대문구 3 5 3 3 6 8 6 7 5
동작구 4 4 3 4 4 6 7 7 7
마포구 6 5 6 5 6 8 7 14 9
성동구 3 5 5 4 5 6 5 7 9
성북구 5 5 10 4 5 7 6 8 8
양천구 6 6 4 5 8 12 18 15 15
영등포구 5 3 6 7 10 107 10 14 12

용산구 2 4 3 5 3 8 5 7 6

농

촌

의령군 9 22 23 16 6 7 75 136 10
창녕군 6 17 8 11 18 11 34 73 99
합천군 15 14 72 91 11 16 19 37 30
고령군 9 23 6 17 14 9 0 12 17
성주군 2 4 2 6 7 2 4 2 9
예천군 4 17 8 2 10 13 0 11 2
의성군 7 21 34 60 52 57 27 34 12
청도군 10 13 0 7 9 11 7 45 16

청송군 26 23 61 35 22 11 11 7 41

〈표 3-9〉열성질환으로 인한 표준화 발생건수(외래) - 도시, 농촌지역

 (단위: 인구 십만명당 발생건수)

  2. 폭염이 건강(질환발생)에 미치는 영향 

가. 폭염의 건강영향에 대한 기존연구 고찰

폭염과 같은 극단 인 기상 상으로 인해 향을 받는 표 인 질환으로 

심뇌  질환이 언 된다. 노출의 정도에 따라 그 향은 다양하게 보고되

고 있지만, 심뇌  질환이 기후에 민감하다는 근거들이 있다. 극단 인 추

와 함께 극단 인 더 가 흉통, 성 상동맥증후군, 뇌졸 , 심부정맥으

로 인한 입원에 직 으로 향을 미친다. 한 장기간 폭염에 노출되어 

일어나는 문제로 열피로, 열경련, 열사병, 사망이 있다(Portier et al., 2010). 

폭염으로 인한 건강 향 연구는 국내외에서 상당수 보고되어 왔다. 특히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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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기간  과 사망은 노인과 질병 이환자에게서 많았는데, 사망의 원인

은 상당부분이 심 , 뇌 , 호흡기 질환이었다. 폭염으로 인한 조기 사

망의 정도를 정확히 악할 수는 없지만 사망의 일정 부분은 가까운 시일 

내에 사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염의 빈도와 강도로 인해 사망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WHO, 2003). 

폭염으로 인한 과사망 연구는 극심한 폭염을 경험했던 유럽과 미국을 

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상당히 보고되고 있는데, 사망뿐 아니라 성심근

경색, 호흡기질환, 심  질환, 뇌졸  등으로 인한 입원  응 실 방문과 

같은 의료이용의 험이 증가한다는 근거도 보고된 바 있다(Loughnan et 

al., 2010; Michelozzi et al., 2008; Knowlton et al., 2006; Kovats et 

al., 2004; Ebi et al., 2004; Koken et al., 2003; 형진, 2011). 

나. 폭염의 건강영향 분석 방법

지역사회의 건강 응 책이 폭염으로 인한 건강 향에 효과 으로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상지역에서 폭염으로 인한 질환의 

험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 다.

여름철(5~9월) 기온 상승에 따른 질환 발생의 험도를 추정하기 하여 

GAM(Generalized Additive Model)을 사용하 다. GAM은 모수와 비모

수 인 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모수  모형으로, 비선형 자료를 유연하게 

모델링하는데 유용하다. GAM은 GLM 방정식에 평활함수를 추가하여 다음

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       

s(t, λ)는 t시 의 평활함수며, 1 이상의 자유도(λ)를 갖는다. λ의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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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질수록 비선형 는 휘어진 함수를 가정하는 것이고, λ의 값이 작아질수

록 보다 선형 함수를 가정하여 1의 값을 가질 때는 선형함수를 의미한다. 

의 경향을 분석하기 해 평활함수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데이터의 연간 

계  변이를 통제해 다. 평활함수가 연간 계  변이를 완 히 제거해 

다면, 다른 독립변수들은 더 짧은 기간에서의 계를 나타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한 자유도를 찾아내는 것이 요한 일인데, 자유도는 시간

의 길이에 따라서 결정된다. 즉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큰 자유도가 필요하

다. 그러나 계  패턴은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연간 자유도를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Barnett & Dobson, 2010). 

본 분석에서는 기온, 폭염 련 질환과 같이 비선형 으로 계 성의 패턴

을 보이는 변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GAM을 활용하여 모델링하 다. 연도별 

환자수의 자연 증가와 요일별 의료이용의 차이를 고려하여 연도와 요일을 

factor 변수로 포함하 으며, 기온의 효과에 향을 미치는 기상요소로서 일

별 습도를 자유도 3을 갖는 평활함수로 사용하 다. 

21개 지역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 체 연구 상 기간 동안 도시와 농

 체 지역에서 여름철 일평균기온 1℃ 상승에 따른 허 성심질환의 RR

은 1.04 으며, 건강 응 책을 평가하 던 2011년도의 경우에는 1.02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 정도는 다르지만 심 계질환의 험을 평가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나란하다(Lin et al., 2009; Linares & Diaz, 2008).

그러나 도시와 농  지역 각각의 결과는 조  다르다. 도시의 경우 체 

연구 상 기간 동안의 험도는 1.008이었고, 2011년에는 1.002로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허 성심질환의 발생 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 지역은 기온이 증가함에 따라 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에 포함된 경상지역이 농 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갖

기 때문일 수 있다. 야외업무가 잦은 농 에서는 오랜 기간 고온에 노출되

었기 때문에 오히려 응력이 높아졌을 수 있으며, 기온이 상당히 상승하

을 때에는 야외활동이나 업무를 자제하 을 가능성이 있다(표 3-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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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지역 RR 95% CI

2003~2011년

전체 1.042 (1.040-1.044)
도시 1.008 (1.006-1.010)
농촌 0.924 (0.921-0.926)

2011년

전체 1.020 (1.014-1.025)
도시 1.002 (0.996-1.007)
농촌 0.907 (0.901-0.914)

〈표 3-10〉일평균기온 상승에 따른 허혈성심질환의 위험도

기온에 따른 상 험도는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다가, 일평균 기

온이 상당히 높아지는 지 에서는 발생의 험도가 여 히 1을 넘기는 하지

만 험도가 떨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기온이 상당히 높은 지 에서는 기온

의 노출을 피하는 개인의 응 노력의 결과일 수 있고, 본 분석에서 발생의 

의미가 입원환자의 발생이라는 을 고려하면 입원보다 심각한 건강결과를 

래하여 입원 발생이 어들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그림 3-15 참조).

〔그림 3-15〕일평균기온에 따른 허혈성 심질환의 상대위험도 - 2003~2011년, 전체 지역

상지역별로 기온에 따른 허 성심질환의 험도를 살펴보면 농  지역

은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 지역은 2개 지역에서 기온에 따라 

험도가 떨어졌으나 1개 지역은 유의하지 않았다(표 3-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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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RR 95% CI

농촌1 0.906 (0.901-0.910)

농촌2 0.916 (0.913-0.918)

농촌3 0.928 (0.924-0.932)

농촌4 0.914 (0.909-0.918)

농촌5 0.934 (0.930-0.937)

농촌6 0.948 (0.945-0.951)

농촌7 0.916 (0.912-0.920)

농촌8 0.898 (0.893-0.903)

농촌9 0.925 (0.921-0.929)

도시1 1.008 (1.005-1.010)

도시2 1.019 (1.016-1.021)

도시3 0.998 (0.994-1.003)

도시4 1.011 (1.006-1.016)

도시5 1.003 (1.001-1.006)

도시6 1.006 (1.003-1.008)

도시7 1.006 (1.003-1.008)

도시8 1.006 (1.003-1.008)

도시9 1.016 (1.013-1.018)

도시10 1.018 (1.015-1.020)

도시11 1.012 (1.009-1.014)

도시12 0.993 (0.990-0.996)

〈표 3-11〉일평균기온 상승에 따른 허혈성심질환의 시군구별 위험도 - 2003~2011년

뇌  질환에서의 험도는 9년간 도시  농  체 지역에서 1.030, 

2011년에 1.016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도시와 농 을 나 어 

본 결과는 허 성심질환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경향을 보 다. 도시는 체

기간  2011년에서 각각 험도가 1.005, 1.001로 나타났으며, 농 은 

험도가 1보다 낮게 나타났다(표 3-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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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지역 RR 95% CI

2003~2011년

전체 1.030 (1.028-1.032)
도시 1.005 (1.003-1.007)
농촌 0.941 (0.939-0.943)

2011년

전체 1.016 (1.011-1.020)
도시 1.001 (0.997-1.006)
농촌 0.919 (0.913-0.924)

〈표 3-12〉일평균기온 상승에 따른 뇌혈관질환의 위험도

기온에 따른 상 험도는 역시 일정기온 수  이상에서는 여 히 기온의 

향이 나타나지만 상 으로 험도가 떨어진다. 그런데 낮은 기온에서도 

험도가 1보다 높게 나타났다가 약 15~16℃ 수 까지 험도가 떨어졌다. 

허 성심질환에서도 뇌 질환의 결과보다는 미미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보

다. 폭염 뿐 아니라 한 가 직 으로 심통, 성 동맥 증후군, 뇌졸 , 

심장부정맥으로 인한 입원발생률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ortier, 2010). 본 연구에서는 5~9월까지를 여름철로 넓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온  한 로 인한 향이 미미하게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그림 

3-16 참조). 

〔그림 3-16〕일평균기온에 따른 뇌혈관질환의 상대위험도 - 2003~2011년, 전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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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RR 95% CI

농촌1 0.921 (0.917-0.924)

농촌2 0.932 (0.929-0.936)

농촌3 0.946 (0.943-0.950)

농촌4 0.930 (0.927-0.934)

농촌5 0.954 (0.950-0.957)

농촌6 0.960 (0.957-0.963)

농촌7 0.935 (0.932-0.939)

농촌8 0.905 (0.901-0.910)

농촌9 0.946 (0.943-0.949)

도시1 1.006 (1.004-1.009)

도시2 1.015 (1.013-1.018)

도시3 0.995 (0.992-0.997)

도시4 1.004 (1.002-1.007)

도시5 0.999 (0.997-1.002)

도시6 1.004 (1.001-1.006)

도시7 1.001 (0.999-1.004)

도시8 0.993 (0.990-0.995)

도시9 1.008 (1.005-1.010)

도시10 1.011 (1.008-1.013)

도시11 1.011 (1.009-1.014)

도시12 0.985 (0.982-0.987)

〈표 3-13〉일평균기온 상승에 따른 뇌혈관질환의 시군구별 위험도 - 2003~2011년

열성질환(입원에서의 발생자)에서의 기온에 따른 험도는 2003~2011년 

동안 체 상지역뿐 아니라 도시  농  지역에서 비교  잘 드러났다. 

체 지역, 도시, 농 이 각각 1.139, 1.140, 1.144로 통계 으로 유의했다. 

2011년도에도 기온의 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뢰구간이 1을 포함

하고 있다(표 3-14 참조). 열성질환에서는 기온이 증가할수록 험도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7 참조). 그러나 앞서 연구방법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열성질환으로 입원한 경우는 발생수가 극히 기 때문에 결과

를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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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지역 RR 95% CI

2003~2011년

전체 1.139 (1.100-1.180)

도시 1.140 (1.101-1.181)

농촌 1.144 (1.101-1.189)

2011년

전체 1.011 (0.926-1.104)

도시 1.011 (0.925-1.104)

농촌 1.001 (0.906-1.105)

지역 RR 95% CI
농촌1 1.106 (1.053-1.161)
농촌2 1.075 (1.011-1.143)
농촌3 1.147 (1.098-1.198)
농촌4 1.073 (1.012-1.138)

〈표 3-14〉일평균기온 상승에 따른 열성질환(입원)의 위험도

〔그림 3-17〕일평균기온에 따른 열성질환(입원)의 상대위험도 - 2003~2011년, 전체 지역 

지역별로 살펴보면 기온이 상승하면 열성질환의 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보 는데, 농  8에서는 9년간 열성질환으로 입원한 경우가 발견되지 

않았다(표 3-15 참조).

〈표 3-15〉일평균기온 상승에 따른 열성질환(입원)의 시군구별 위험도 - 2003~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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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RR 95% CI
농촌5 1.209 (1.163-1.257)
농촌6 1.081 (1.024-1.141)
농촌7 1.089 (1.029-1.152)
농촌8 - -
농촌9 1.102 (1.046-1.161)
도시1 1.142 (1.097-1.188)
도시2 1.136 (1.091-1.184)
도시3 1.125 (1.080-1.173)
도시4 1.139 (1.093-1.186)
도시5 1.135 (1.091-1.181)
도시6 1.137 (1.092-1.185)
도시7 1.114 (1.067-1.164)
도시8 1.084 (1.031-1.140)
도시9 1.098 (1.047-1.152)
도시10 1.147 (1.103-1.193)
도시11 1.127 (1.082-1.174)
도시12 1.110 (1.063-1.160)

기간 지역 RR 95% CI

2003~2011년
전체 1.122 (1.112-1.132)
도시 1.106 (1.096-1.116)
농촌 1.066 (1.055-1.077)

2011년
전체 1.082 (1.061-1.104)
도시 1.080 (1.058-1.103)
농촌 1.041 (1.017-1.066)

열성질환(외래에서의 발생자)에서의 기온에 따른 험도는 입원에서의 발

생자 결과와 마찬가지로 2003~2011년 동안 체 상지역뿐 아니라 도시 

 농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체 지역, 도시, 농 이 각각 

1.122, 1.106, 1.066으로 통계 으로 유의했다. 2011년도에도 기온의 험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체 기간보다는 낮은 수 이었다. 기온 상승에 

따라 험도는 차 증가하 다(표 3-16, 그림 3-18 참조). 지역별로 살펴보

면 농 지역 두 곳을 제외하고 모두 기온 상승에 따라 열성질환 발생 험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표 3-17 참조).

〈표 3-16〉일평균기온 상승에 따른 열성질환(외래)의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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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RR 95% CI
농촌1 1.017 (1.007-1.028)
농촌2 0.976 (0.966-0.986)
농촌3 1.015 (0.996-1.034)
농촌4 1.050 (1.035-1.065)
농촌5 1.093 (1.080-1.106)
농촌6 1.088 (1.075-1.101)
농촌7 1.037 (1.021-1.054)
농촌8 1.054 (1.038-0.999)
농촌9 1.091 (1.074-1.109)
도시1 1.101 (1.089-1.113)
도시2 1.126 (1.115-1.138)
도시3 1.110 (1.099-1.121)
도시4 1.116 (1.104-1.127)
도시5 1.072 (1.061-1.083)
도시6 1.080 (1.069-1.091)
도시7 1.092 (1.081-1.103)
도시8 1.072 (1.061-1.083)
도시9 1.099 (1.087-1.110)
도시10 1.117 (1.106-1.129)
도시11 1.117 (1.106-1.129)
도시12 1.057 (1.038-1.077)

〔그림 3-18〕일평균기온에 따른 열성질환(외래)의 상대위험도 - 2003~2011년, 전체 지역 

〈표 3-17〉일평균기온 상승에 따른 열성질환(외래)의 시군구별 위험도 - 2003~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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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폭염의 건강적응대책 현황

  1.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본 조사는 제4 에서 다룰 건강 응 책 수행정도 평가를 하여 실시된 

지역사회 폭염 응 보건사업 황 조사이며, 이 에서는 조사 결과의 개

요를 소개하고자 한다. 조사는 정량 인 부분과 정성 인 부분으로 나뉘어 

실시되었다. 자는 사업지침에 근거하여 기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공

보건사업 운 실  평가이며, 후자는 사업수행의 질 인 측면에 한 사업

담당자의 자가평가이다. 각각의 지역에서 2011년도에 실시한 폭염 응 사

업을 동일한 단 와 형태로 수집하기 하여 설문지를 개발하 다. 2012년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서울특별시  경상남북도 22개 기 지자체 폭

염사업 련 실무자를 상으로 실시하 으며, 숙련된 방문조사원을 활용하

다. 방문조사원은 지역의 사업담당자가 연구기간 내에 조사표를 충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하 다. 조사 응답률은 

100.0% 다. 

폭염 응 보건사업 황 조사는 크게 7개 역으로 구분 되는데, 1) 폭염

응 T/F  운  황, 2) 무더  쉼터 운  황, 3) 폭염특보시 무더  

휴식시간제 운  황, 4) 폭염 비 건강지키기 홍보활동 황 5) 폭염도우

미 운  황, 6) 재난 정보 달 사업 황, 7) 기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폭염 응 보건사업 운 에 한 사업담당자의 인식도 조사는 4개 역으

로 구분된다. 이는 1) 폭염 응 보건사업의 요성과 기획에 한 인식도, 

2) 폭염 응 보건사업의 성, 3) 폭염 응 보건사업의 성과와 역할에 

한 인식도, 4) 폭염 응 보건사업에 한 폭염도우미 인식도이다. 

각 역은 4~12개의 세부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에 한 답은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그 다’, ‘매우 그 다’, ‘모르겠다’로 응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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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 으나 분석에서는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모르겠다’를 

‘그 지 않다’로, ‘그 다’와 ‘매우 그 다’를 ‘그 다’로 분류하 다. 조사내

용은 재 지역사회에서 앙정부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수행

정도를 악하기 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담당자가 ‘모르겠다’라고 

단하는 것은 사업이 잘 수행되지 않는 편에 가깝다고 단된다.

  2. 보건사업 현황

조직  인력 운 황을 악하기 해 합동 T/F 장의 직책, 상황 리

반 련 부서  인원수, 건강 리지원반 련 부서  인원수를 조사하

다. 분석결과 합동 T/F 장은 부분의 도시 지역에서 치수방재과장이 맡

고 있었으며, 일부 지역에서 사회복지과장, 생활안 과장이 담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농  지역은 건설방재과장, 재난 리과장, 건설안 과장 등 부서가 

다양하 으나, 그 명칭만 다를 뿐 재난방재와 련된 부서들이었다.

상황 리반의 경우에는 재난방재 련 부서가 담당하고 있다는 응답이 

다수 다. 농  지역에서는 재난방재나 사회복지 련 부서 외에 경제교통

과와 농업기술센터도 상황 리반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폭염으로 인

한 에 지 과소비문제와 농작물 피해에 응하기 한 것으로 단된다.

건강 리지원반은 도시 지역과 농  지역 모두 보건소에 속한 부서와 사

회복지 련 부서가 담당하고 있다는 응답이 부분을 차지하 다. 이러한 

결과는 폭염에 가장 취약한 인구집단이 노인이므로 이들을 집 리하기 

한 조직 구성으로 해석된다. 

계부서의 인력수는 농  지역이 도시 지역에 비해 많았다(표 3-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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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역   
도시

(N=12)

농촌

(N=10)

합동 TF 팀장1)
사회복지과장(2) 
생활안전과장(1) 
치수방재과장(9)

건설방재과장(3) 
건설안전과장(1) 
건설재난관리과장(1) 
재난관리과장(2) 
재난방재과장(1) 
재난치수과장(1)

상황

관리반

담당부서

(개소)

사회복지과(2) 
생활안전과(1) 
재난관리과(2) 
치수방재과(7) 
노인청소년과(1)

건설방재과(3) 
건설안전과(1) 
건설재난관리과(1) 
재난관리과(1) 
재난방재과(1) 
재난안전대책본부(1)
재난치수과(1) 
경제교통과(1) 
주민생활지원과(1) 
농업기술센터(1)

평균인원 3.3 7.0

건강관

리지원

반

담당부서

(개소)

노령사회복지과(1) 
노인복지과(2) 
노인장애인복지과(1) 
노인청소년과(2)
사회복지과(3) 
소방서 대응관리과(1) 
보건소(10)

노인여성과(1)
보건소(6)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1)
재난안전대책본부(1)
주민복지지원실(1)
주민생활지원과(4)
노인여성복지과(1)
주민복지과(1)
민원과(1)

평균인원 5.3 7.8

〈표 3-18〉폭염대응 조직 및 인력 운영 현황

(단위: 개소, 명)

주: 1) 경상도의 합동 T/F 팀장에 대한 응답수의 합이 9건으로 나타난 것은 1개 지역이 2011년도에 폭염대응 보건사

업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임.

다음은 무더  쉼터 운  황이다. 먼  무더 쉼터의 주요 상인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도시가 약 4만명으로 농  1만2천명보다 훨씬 많다. 각 

지역의 무더 쉼터가 수용할 수 있는 총인원을 무더 쉼터가 주로 상으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로 비교하면 도시가 천명당 3.6명, 농 이 

16.3명으로 나타났다. 즉 시설의 규모 측면에서는 농 이 훨씬 충분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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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그러나 무더 쉼터가 목 에 맞게 작동하는가를 살펴보기 한 

지표로서 냉방시설 보유 정도를 살펴본 결과,. 선풍기는 거의 부분이 설치

되어 있었으나, 에어컨 보유 무더  쉼터 비율은 도시가 97.6%로 농  

78.9%보다 높게 나타났다. 농  지역의 시설수는 충분하지만 시설의 질  

측면에서는 도시 지역이 더 나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도시에서는 무더 쉼터의 일부가 야간개방을 하고 있으나, 농 지역은 무

더 쉼터의 목 을 해 별도로 야간개방을 지정하지 않고, 지역주민이 24

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가 부분이다(표 3-19 참조).

〈표 3-19〉무더위 쉼터 운영 현황

                                               (단위: 명, 개소, %)

 항목                지역
도시

(N=12)

농촌

(N=10)

평균 65세 이상 인구1) 40,525.7 11,943.0

평균 쉼터수용가능인원 7,801.3 5,424.9

평균 65세 이상 노인 천명당 쉼터수용가능인원 193.1 401.9

평균 무더위 쉼터수 146.7 213.0

평균 65세 이상 노인 천명당 무더위 쉼터수 3.6 16.3

평균 에어컨 보유 무더위 쉼터 비율 97.6 78.9

평균 선풍기 보유 무더위 쉼터 비율 97.7 99.1

평균 야간개방 무더위 쉼터 비율 17.0 84.7

자료: 1) 2010 지자체통계연보

지역 사회의 무더  휴식시간제 홍보 황 즉, 홍보를 하고 있는지 여부

에 해서도 알아보았다. 무더  휴식시간제는 학생, 노인, 군인, 농민, 건설

사업 근로자 등 무더 에 취약한 계층을 상으로 가장 무더운 시간에 휴식

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강제 인 성격이 아니므로 주민들이 자발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극 으로 수행하는 것이 요하다. 이에 

한 홍보수단은 행동요령 홍보, 단지 배포, 기타 사업(공문발송, 홍보 동

상 배부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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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  휴식시간제 홍보 황은 [그림 3-19]와 같다. 농  지역은 90%의 

지역 사회에서 홍보를 수행하고 있어 도시 지역보다 극 이었다. 이는 농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노인, 군인, 농민과 같은 취약계층이 많아 지역 사

회에서 무더  휴식시간제에 더 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그림 3-19〕무더위 휴식시간제 홍보 현황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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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인한 건강 향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폭염 기간 동안 행동 수

칙이나 응  상황 발생시 처요령에 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달하는 것

이 무엇보다 효과 이다. 따라서 도시와 농  지역의 폭염 비 홍보활동 실

을 악하기 해 , 마을앰 , 가두방송, 리 렛 등 홍보물 실 에 

한 황 조사를 수행하 다. 

조사결과는 [그림 3-20]과 같다. 마을앰 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제외하고, 

, 가두방송, 리 렛을 이용한 홍보활동 모두 농  지역보다 도시 지역

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농  지역의 경우 도시 지역에 

비해 담당해야할 할 지역이 넓고, 홍보에 사용할 수 있는 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마을앰 를 이용한 홍보활동 실 은 도시 지역의 경우 평균 0.0회 고, 

농  지역은 215.3회 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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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동사무소와 같은 공공기 에서 지역 소식을 홍보할 때 마을앰

를 거의 이용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그림 3-20〕 폭염대비 홍보활동 실적

(단위: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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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도우미는 폭염 기간 동안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자 등 건강취약계층

을 상으로, 폭염주의보나 경보 발령시 문자나 화, 가정방문을 통해 수시

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일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폭염도우미 운 은 건강

취약계층에 한 폭염피해를 방하기 한 핵심 인 사업이다. 

폭염도우미 운  황에 한 조사는 크게 폭염도우미수, 폭염도우미 간

담회 개최수, 건강 리횟수, 리 상자수, 방문보건사업 산에 한 문항으

로 구분된다. 폭염도우미 간담회 개최수는 폭염도우미들에 한 교육 정도

를 리한 것이며, 방문보건사업 산의 경우 폭염도우미가 주로 방문건강

리 사업 인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조사하 다. 폭염도우미수는 방

문건강 리사업 인력과 노인돌보미, 그 외 기타 인력을 합한 수이며, 건강

리횟수는 화, 문자, 방문횟수를 합한 것이다. 리 상자수는 집 리군(1

군)과 정기 리군(2군)을 합한 수이다.

폭염도우미 운  황 조사결과, 평균 폭염도우미일인당 리 상자수가 

농  지역이 도시 지역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농  지역의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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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역
도시

(N=12)

농촌

(N=10)

평균 폭염도우미수 338.9 58.7

평균 관리대상자수 5,110.5 1,961.4

평균 폭염도우미일인당 관리대상자수 24.4 130.6

평균 폭염도우미 간담회(교육) 개최수 6.9 1.2

평균 건강관리횟수 9,181.3 12,278.5

평균 방문보건사업예산 389,000 109,000

도우미가 상 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농  

지역의 폭염도우미 인력  산이 도시 지역에 비해 월등히 고 농  지

역 주민들의 노인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  지역의 폭염도우

미의 부담을 이기 해서는 인력과 산 확충이 필요하다(표 3-20 참조).

〈표 3-20〉폭염도우미 운영 현황

(단위: 명, 회, 천원)

폭염으로 인한 건강 향을 방하기 해서는 폭염 발생을 주민들에게 신

속하고 정확하게 달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는 폭염정보 달체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폭염정보 달체계 사업이란 

기상청의 폭염주의보  경보 발령시 는 무더 가 상될 경우, 크로샷서

비스 등을 이용하여 폭염도우미에게 재난 정보를 달하고 폭염도우미는 

달 받은 재난 정보를 다시 건강취약계층에게 알리는 사업이다.

폭염정보 달체계 사업 황은 폭염도우미에게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재난 정보를 달한 횟수로 악하 다. 한, 사업담당자가 폭염특보 발령

에 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를 악하기 해 기상청의 2011년 폭염

특보 황 자료를 사용하여 사업담당자가 작성한 폭염특보발령횟수와 비교하

다.

조사결과 폭염도우미에게 문자서비스로 재난 정보를 달한 횟수는 도시 

지역이 농  지역에 비해 압도 으로 많았다. 이러한 큰 차이는 도시 지역

의 폭염도우미수가 농  지역의 폭염도우미수보다 많기 때문인 것으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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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N=12)

농촌

(N=10)
-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폭염온도계 배부

- 무더위쉼터 관리 및 정비     

- 무더위쉼터 에너지 고효율 냉방용품 지원

- 독거노인 안부확인 책임관리제  

- 지역구민대상 폭염대비 문자서비스

- 주민센터 무더위 쉼터 이용 노인 대상   

  건강상담 및 폭염 대비 교육

- 영유아 및 산모 가정방문

- 무더위쉼터 고효율 에너지 냉방용품 지원

- 스포츠 타올 제작 및 배부

- 지역주민대상 폭염대비 문자서비스

- 다문화가정 방문

- 폭염대비 홍보용 부채 배부

된다. 평균 폭염주의보  경보 발령횟수는 설문조사 결과와 기상청 집계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3-21 참조).

〈표 3-21〉폭염도우미에게 전달된 재난 정보 현황

(단위: 회)

항목
도시

(N=12)

농촌

(N=10)
평균 최소값 최대값 평균 최소값 최대값

문자서비스 전달 횟수 832.3 0.0 4400.0 87.6 0.0 288.0
설문조사 결과 폭염특보 

발령횟수
2.7 0.0 6.0 5.1 0.0 12.0

기상청 집계 폭염특보 

발령횟수1) 2.0 2.0 2.0 5.2 2.0 10.0

자료: 1) 2011년 기상청 폭염특보현황 자료

앞에서 언 한 폭염 응 보건사업 이외에 기타 보건사업 황은 <표 

3-22>와 같다. 도시 지역은 주로 무더  쉼터 지원 사업과 노인 상 사업

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농  지역은 다문화가정 방문과 폭염 비 홍보용 부

채 배부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표 3-22〉기타 사업 

  3. 보건사업 운영에 대한 사업담당자의 인식도

정량 평가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폭염 응 보건사업에 한 인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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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평가하기 해 사업담당자를 상으로 정성 평가를 수행하 다.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폭염 응 보건사업의 요성과 기획에 한 인식

도 조사는 4개 문항을 통하여 수행되었으며 도시 지역과 농  지역 모두 

체로 정 인 응답을 하 다. 그러나 근무 지역에서 최근 폭염이 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그 다’로 응답한 

비율이 도시 지역은 83.3% 고, 농  지역은 40.0%로 나타나 농  지역 

담당자들이 상 으로 폭염 문제를 덜 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밝 졌다. 

이는 농  지역이 도시 지역에 비해 녹지 공간이 많아 실제로는 주민들이 

열 야나 폭염 향을 덜 받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그림 3-21 참조). 

〔그림 3-21〕폭염대응 보건사업의 중요성과 기획에 대한 인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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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그렇지않다

최근폭염이중요한문제로다루어지고있다.

폭염으로인한건강영향완화를위해새로운

사업이개발될필요가있다.

지역내취약집단의규모와요구를고려하여

사업을계획하고시행한다.

폭염대응보건사업은폭염으로인한건강

문제를해결하기위한근본적인방안이다.

지역에서 수행하는 폭염 응 보건사업의 성에 한 인식도는 체로 

도시 지역에서 정 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몇몇 문항들에 해서

는 하지 않다는 비율이 높았다. 에 띄는 결과로는 폭염 응 보건사업

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가가 충분한지에 한 항

목에 농  지역 사업담당자의 20%만이 정 으로 응답하 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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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도시

(N=12)

농촌

(N=10)

퍼센트

(%)1)
퍼센트

(%)
폭염대응 T/F팀 운영시, 구청과 보건소의 관련 부서 및 관계자가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상호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다.
100.0 60.0

폭염대응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민간기

관의 협력이 잘 되고 있다.
58.3 50.0

폭염대응 보건사업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

문가가 충분하다.
58.3 20.0

무더위 쉼터는 폭염대비 행동요령이 비치되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냉방시설이 충분히 가동되고 있다.
91.7 80.0

폭염도우미는 행동요령, 응급처치요령 등 역할에 대해 충분히 교

육을 받는 편이다.
91.7 60.0

폭염도우미에게 재난 정보에 대한 연락이 전달된 후, 폭염도우미 

활동이 단계적으로 잘 수행되는지 파악한다.
91.7 90.0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될 때마다 반드시 폭염도우미에게 재난 

정보에 대한 연락이 전달된다.
91.7 80.0

폭염도우미에게 재난 정보에 대한 연락이 전달될 때, 폭염도우미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전달된다.
66.7 80.0

무더위휴식시간제는 더위에 더 노출되거나 취약한 인구집단이 무

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잘 운영되는 편이다.
33.3 50.0

가두방송, 리플렛 등 지역주민에게 전달하는 홍보내용이 지역의 

기후와 특성을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58.3 90.0

홍보내용이 취약인구집단에게도 잘 전달되도록 한다. 25.0 40.0
응급실기반 폭염피해 감시체계를 통해 구축된 데이터가 지역의 폭

염 관련 보건사업 계획 및 시행에 잘 활용되고 있다.
75.0 80.0

앙정부 차원의 인력 지원이나 지 문가 육성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무더 휴식시간제의 운 과 홍보 내용 달에 한 항목에는 도시 지역 

사업담당자의 33.3%만이 정 으로 응답하 다. 무더 휴식시간제에 한 

정 인 응답이 낮은 이유는 권고  성격의 사업이라 실질 으로 운 이 

잘 되고 있지 않고, 도시 지역에 농민, 군인과 같이 야외 활동을 하는 취약

계층이 농  지역에 비해 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표 3-23 참조). 

〈표 3-23〉폭염대응 보건사업의 적절성

주: 1)‘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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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응 보건사업의 성과와 역할에 한 인식도 조사 결과는 [그림 

3-22]와 같다. 조사결과 도시 지역과 농  지역 모두 체 으로 폭염 응 

보건사업의 성과와 역할에 해 정 으로 응답하 다. 그러나 재 지역

에서 운 되는 사업이 폭염으로 인한 건강 향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지를 묻는 문항에서 농  지역의 정 인 응답 비율이 상 으로 낮아 농

지역에서는 폭염 응 보건사업의 효과를 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밝 졌다. 

따라서 농  지역 실정에 맞는 폭염 응 사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림 3-22〕폭염대응 보건사업의 성과와 역할에 대한 인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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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그렇지않다

무더위쉼터가취약집단에게폭염을피하는

장소로써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폭염도우미활동은취약집단이 건강하게

지낼수있도록충분히지원하고있다.

폭염대비건강지키기활동으로지역주민의

폭염에대한인식이높아졌다.

현재운영되는 사업들이폭염으로인한

건강영향을완화하는데기여하고있다.

폭염 응 보건사업에 한 폭염도우미들의 인식도는 반 으로 폭염 응 

보건사업 운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폭염도우미 활동이 본래의 업무(방문보건사업, 노인돌보미 등)

를 수행하는데 부담이 된다고 생각는지에 한 문항에는 농  지역 폭염도

우미들이 부담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의 폭염도

우미 운  황에서 볼 수 있듯이 농  지역이 폭염도우미수 비 리 상

자수가 도시 지역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그림 3-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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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폭염대응 보건사업에 대한 폭염도우미 인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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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그렇지않다

폭염도우미 활동이폭염기간동안

취약인구집단의건강관리에중요한역활을한다.

폭염도우미업무매뉴얼이취약인구집단을대상

으로건강관리서비스를지원하는데적절하다.

폭염특보가발령되면문자, 안부전화, 방문등의

활동이지침에따라단계적으로이루어진다.

구,군청에서개최하는폭염도우미교육이충분하다.

재난정보가폭염도우미활동이효과적으로이루어

질수있도록 사전에전달된다.

폭염도우미활동이본래의업무를수행하는데

부담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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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폭염의 건강적응대책 수행정도 평가

  1. 평가체계의 내용과 방법  

가. 평가체계의 개선     

2차 년도에 수행하 던 기후변화 건강 응 책 평가체계는 일반 인 공

보건사업 평가 원칙과 기후변화 건강문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성, 효

과성, 형평성을 기본으로 평가방향을 설정하 다. 지역사회에서 수행하고 있

는 사업 뿐 아니라, 향후 기후변화 응 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도 포

함되었다(김남순 외, 2011). 반면 3차 년도의 평가는 각 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 수행정도의 차이를 악하는데 주요 목 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재 

시행 인 사업의 양 인 측면과 사업실 만으로는 악할 수 없는 질 인 

측면을 고려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성하 다. 

평가 목 에 차이는 있으나 상세한 평가항목에 있어서는 2차년도와 3차

년도의 것이 상당히 유사하다. 2차 년도에는 효과성 부분에 해서만 세부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시범 용을 하 다. 이번 연구의 평가체계에서 가장 

큰 차이는 효과성의 ‘열성질환 환자 발생 황’이 정량평가에서 제외된 것

인데, 이것은 건강 응 책의 효과  연 성을 간 으로 악하기 하

여 환자 발생을 사업의 결과로 보고자 했기 때문이다(그림 3-24 참조).



84∙지역사회 기후변화 관련 건강적응대책 발전방안 

2차년도 평가체계 3차년도 평가체계

준비성

․적응대책과 관련 사업계획 충실도

․담당인력의 전문적 수행능력

․건강영향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도

․예산
정량

평가

․조직 및 인력

․무더위쉼터

․홍보활동

․폭염정보 전달체계

․폭염도우미

․무더위 휴식시간제 등 기타사업

효과성

․열성질환 환자 발생 현황

․모니터링체계 구축

․무더위쉼터 운영의 적절성

․폭염경보제 운영의 적절성

․열성질환 교육 및 홍보의 충실도
정성

평가

․기후변화 건강적응대책의 중요성 

및 대상집단을 고려한 기획

․사업수행 과정, 방법, 자원활용의 

적절성

․사업 수행 후 결과 측정 및 모니

터링

형평성

․취약계층 파악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정도

․취약계층을 위한 환경 조성의 적절성

〔그림 3-24〕기후변화 건강적응대책 평가체계 비교

3차년도 평가체계 기   수 부과 방안은 다음과 같다.

나. 정량평가: 사업실적 평가

평가 역은 보건복지부의 폭염 응건강 리 매뉴얼을 기 로 하여, 시군

구 단 에서 수행하고 있는 폭염 응사업으로 구성하 다. 지침에 따르면 

기 지자체에서 크게 6가지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1) 

시․군․구 TF  구성, 2) 무더 쉼터 운 , 3) 폭염 비 취약계층에 한 

도우미 운 , 4) 폭염정보 달체계 구축, 5) 무더  휴식시간제 운 , 6) 

여름철 폭염 비 건강지키기 집 홍보기간 운 이 포함된다(보건복지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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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기 지자체에서는 열거한 사업들을 의무 으로 수행하고 있었으

나, 사업의 내용과 형식은 표 화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사업 수행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폭염 응사업은 국내에서 폭염에 한 

심이 증가함에 따라 비교  최근에 활발하게 시행되기 시작하 고, 엄격

히 표 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의 사업 수행 역량과 성공

여부에 한 평가는 부 하며, 특정 사업의 상  요성을 가름하는 

것도 어렵다. 

평가 역은 6가지 사업에 따라 구성하 는데, 이  무더  휴식시간제는 

휴식시간을 갖도록 권고하는 수 에서 소극 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별도의 

평가 역으로 구성하지 않고 지역에서 추가로 운 하고 있는 사업들에 포함

하 다. 본 평가의 목 이 인 기 에 부합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

니며, 인 기 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모든 사업의 요성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 역에 한 가 치를 용하지 않기로 하 다.

평가지표는 각 역의 수행정도를 악할 수 있고 측정  수집 가능한 

자료를 고려하여 정하 다. 부분의 평가지표는 기 지자체에서 시․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 실 으로서, 각각의 사업( 역)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지 기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각 평가 역은 동일하게 10 씩 부여하 고, 평가지

표는 평가 역 내에서 고르게 배분하 다. 그러나 기 지자체 사업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평가지표의 수를 차등화 하 다. 

각 평가지표에 한 기 이 없고, 한 평가의 목 이 상 인 차이

를 악하기 한 것이기 때문에 수 부과 기 의 근거는 조사 상기 의 

분포에 따라 정하 다. 수배  기 은 극한값에 향을 덜 받는 사분 수

를 기본 으로 용하 고, 사분 수 배 이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

수를 더 세분화하거나, 평균  표 편차를 이용하 다.

평가 역과 평가지표, 평가기 은 <표 3-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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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인력운 ’은 계부서와 참여인력수 두 가지 지표로 평가하 다. 

지침에 따르면 지역의 폭염 상황 리를 총 하기 하여 계부서가 합동 

TF 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시․군․구청에서는 폭염상황을 악하고 정

보를 달하며 체 폭염 비 사업을 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보건소에

서는 련 건강 리 사업을 추진한다. 두 기 의 해당 부서가 모두 TF 으

로 지정되어 력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을수록 보다 효과 인 폭염

응정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시․군․구청과 보건소가 모두 지정되

어 있고 많은 인력이 참여하는 지역에 더 많은 수를 할당하도록 하 다. 

‘무더 쉼터’는 시설의 수용능력을 악하기 하여 수용가능인원을 지표

로 포함하고, 운 의 질을 표할 수 있는 지표로 에어컨보유율을 활용하

다. 조사 상 지역 부분의 무더 쉼터가 선풍기를 보유하고 있어 선풍기

보유율은 제외하 다. 농  지역의 경우 거의 모든 지역이 24시간 쉼터를 

개방하고 있어 야간개방 여부를 악하는 일이 요하지 않고, 도시에서는 

무더 쉼터를 야간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평가로서 의미가 높지 않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  모두 야간개방을 하는 지역과 하지 않

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업 수행의 정도를 구분하기 하여 지표로 포함

하되 낮은 배 을 주기로 하 다.

‘홍보활동’은 홍보방법의 다양성, 홍보횟수의 두 가지 지표를 활용하 다. 

사업의 수혜자가 요성을 인식하고 수요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사업시행의 

주체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업을 극 으로 시행할수록 사업이 최 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질 수 있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 향, 험성에 한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달되도록 하기 해서는 지역주민의 성, 연령, 

직업 등의 특성에 따라 선호하거나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방법이 다를 수 있

다. 따라서 다양한 홍보활동이 여러 차례 시행될수록 지역주민의 정보 근

성이 높을 것으로 단되어, 두 가지 지표를 평가 기 으로 포함하 다.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폭염정보 달체계’ 사업은 기상청에서 폭염 주

의보․경보 발령시 폭염도우미에게 알리고 도우미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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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폭염특보는 우선 으로 지역주민에게 직  달되어 스스로 

처할 수 있는 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요하지만, 지역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자발

으로 지역주민의 신청을 받아 문자로 특보를 알리고 있다. 특보를 달하는 

시 도 매우 요한데, 응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12~48시간 에 보

를 하는 것이 권장된다(Diaz et al., 2006). 그러나 폭염특보가 달되는 시

을 악할 수 있는 지표가 없어 정성평가에 포함하 다. 여기에서는 지역

의 폭염특보 횟수 당 폭염도우미에게 송된 문자횟수만을 평가지표로 활용

할 수 있었다. 소식지,  등을 통해 폭염특보를 알렸다고 제출한 경우

는 폭염도우미 정보 달 사업에 해당되지 않다고 단하여 실 에서 제외

하 다.

‘폭염도우미’ 사업을 평가하는 데 활용 가능한 지표는 세 가지이다. 폭염

도우미로 지정된 공식, 비공식  인력을 모두 포함한 인력수와 도우미의 업

무실 , 도우미 교육이 포함되었다. 폭염도우미는 주로 보건소의 방문보건사

업 인력을 활용하고 있어, 방문보건사업 산을 함께 조사하 다. 그러나 방

문보건사업  폭염 련 업무는 일부분에 해당되어 산을 평가항목에 포

함하지 않고, 인력수로 폭염도우미 사업의 투입 자원을 표하기로 하 다.

마지막으로 무더  휴식시간제 등 기타사업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무더

휴식시간제는 뚜렷하게 어떤 형태로 드러나지 않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아니다. 각 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권장 수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객 인 평가기 이 없어 어떤 방식으로든 무더 휴식시

간제 운 과 련된 사업 실 이 있었던 경우와 아닌 경우만 구분하기로 하

다. 이 외에 폭염 응지침에 없는 기타 련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다

음과 같이 수를 부여하기로 하 다.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특보 외에 지역

별 경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주민을 상으로 직 으로 

폭염경보를 발령하는 사업을 실시할 경우 상 으로 배 을 높게 하 다. 

기타 련 사업은 주로 무더 쉼터 리에 한 것, 는 홍보 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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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지표 점수 기준

조직 및 인력

(10점)

관계 부서 지정 5점

구청과 보건소가 모두 지정: 5점

구청 또는 보건소 한 곳만 지정: 3점

관계부서 없음: 0점

인력수 5점

~Quartile 100%: 5점

~Quartile 75% : 3점

~Quartile 25% : 1점

없음: 0점

무더위쉼터

(10점)

65세 이상 노인 1인

당 수용가능인원
4점

mean+1sd 초과: 4점

mean+1sd 이하 3점

mean 이하 : 2점

mean-1sd 이하: 1점

없음: 0점

에어컨보유 무더위쉼

터 비율
4점

~Quartile 100%: 4점

~Quartile 75% : 3점

~Quartile 50% : 2점

~Quartile 25% : 1점

없음: 0점

야간개방 무더위쉼터 

유무
2점

있음: 2점

없음: 0점

홍보활동

(10점)

홍보방법의 다양성 5점

~Quartile 100%: 5점

~Quartile 75% : 3점

~Quartile 25% : 1점

없음: 0점

홍보횟수 5점

~Quartile 100%: 5점

~Quartile 80% : 4점

~Quartile 60% : 3점

~Quartile 40% : 2점

~Quartile 20% : 1점

무더 쉼터 리를 부가사업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더 쉼터 평가기 에서는 

지정  냉방기 보유율에 해서만 평가하고 그 외 사항에 해서는 표 화

된 사업 내용과 평가기 이 없기 때문이다(표 3-24 참조).

〈표 3-24〉폭염사업실적의 평가지표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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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지표 점수 기준

없음: 0점

폭염정보 

전달체계

(10점)

폭염특보 1회당 정

보전달(문자발송) 횟

수

10점

~Quartile 100%: 5점

~Quartile 80% : 4점

~Quartile 60% : 3점

~Quartile 40% : 2점

~Quartile 20% : 1점

없음: 0점

폭염도우미

(10점)

폭염도우미 1인당 

관리대상자수
4점

~Quartile 100%: 1점

~Quartile 75% : 2점

~Quartile 50% : 3점

~Quartile 25% : 4점

간담회 개최수(교육) 3점

~Quartile 80% : 3점

~Quartile 20% : 1점

없음: 0점

관리대상자 1인당 

건강관리활동
3점

~Quartile 100%: 3점

~Quartile 75% : 2점

~Quartile 25% : 1점

무더위 

휴식시간제 등 

기타사업

(10점)

무더위 휴식시간제 3점 있음: 3점, 없음: 0점

지역주민대상 폭염정

보 전달
4점 있음: 4점, 없음: 0점

기타 관련 사업 3점 있음: 3점, 없음: 0점

다. 정성평가: 자가 평가

사업실 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사업수행의 질 인 측면을 평가하기 하

여, 사업담당자가 폭염 응사업 수행에 해 자가 평가하도록 하 다. 평가

표는 Weiss(1979)의 변화이론을 모델로 하여 작성하 다. 변화이론은 로

그램이 시행되는 지역사회의 여건, 참가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어

떻게, 왜 작동하게 되는지를 탐구하는 지역사회 기반 로그램을 평가하는 

안  평가 모형이다. 변화이론의 핵심 인 틀은 1) 상 집단(target 

group): 가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 2) 략(strategy): 어떤 략이 바람직

한 결과를 달성할 것인가, 3) 결과(outcomes):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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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 2005, Anderson, ____). 

평가표는 변화이론의 핵심  틀에 따라 세 개의 역으로 구성되었다. 첫

째,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폭염 응 보건사업이 요한 문제로 다루어지

고 있는지, 그리고 상 집단의 특성을 악하여 기획되었는지에 한 내용

을 4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둘째, 지역에서 수행하는 폭염 응 보건사업의 

사업수행 과정, 방법, 자원 활용 등이 폭염으로 인한 건강 향을 완화하는데 

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며, 12개 항목으로 구성하 다. 셋째, 지역의 폭염

응 보건사업 수행 후 계획한 목 이 달성되었는지 결과를 측정하고 모니

터하는지 평가하도록 4개 항목으로 구성하 다. 20개 항목은 ‘매우 그 지 

않다’, ‘매우 그 다’, ‘그 다’, ‘매우 그 다’의 4  척도로 응답하게 하

으며, ‘모른다’를 포함하 다. 

사업실  평가와 동일하게 자가 평가의 20개 문항은 모두 동일한 수를 

부여하 다. 사업 담당자의 정성  자가 평가는 가정  상 집단, 략, 

결과의 세 분야에 하여 이루어졌으며, 세 개 분야에 동일한 수를 부여

하기로 하 다.

  2. 평가결과

평가는 조사 상 22개 지역 에 사업실  보고가 충분하지 않은 농 지

역 1곳을 제외하고 21개 지역을 상으로 하 다. 정량평가(사업실  평가)

와 정성평가(자가 평가)를 합하여 100  만 으로 하는 총 으로 환산하

다. 총 을 산출하기 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가 치는 세 가지로 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비율을 5:5(유형A), 7:3(유형B), 9:1(유형C)로 용

하여 결과를 비교하 다.

<표 3-25>는 21개 지역의 정량  정성평가 수(각각 100  만 )와 

순 , 그리고 총 의 세 가지 유형별 순 이며, <표 3-26>은 도시와 농 의 

유형별 비교이다. 정량평가 결과 도시지역이 60.8 , 농 이 60.0 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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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량평가 정성평가 총점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유형A 유형B 유형C 

도시1 60.0 13 70.0 11 10 10 12

도시2 63.3 9 60.0 19 14 12 8

도시3 45.0 19 65.0 16 20 19 19

도시4 41.7 20 62.5 18 21 21 20

도시5 63.3 9 53.8 21 17 15 10

도시6 80.0 1 76.3 3 1 1 1

도시7 58.3 15 70.0 11 11 14 15

도시8 70.0 4 78.8 2 2 3 4

도시9 40.0 21 75.0 4 19 20 21

도시10 68.3 5 65.0 16 8 7 5

시가 다소 높았는데, 도시지역은 지역별로 평가결과의 편차가 높았다. 정성

평가에서는 농 이 0.2  높았다. 정량평과와 정성평가의 비 을 같이 한 

총 (유형A)에서는 도시가 64.7 으로 농 보다 높았다. 정량평가의 비 이 

늘어날수록 총 이 낮아졌고, 정량평가를 90%로 하는 유형C에서 도시지역

이 61.6 으로 농 지역보다 0.7  높았다. 

정량평가의 비 이 커짐에 따라 도시2, 도시5의 순 가 상당히 높아졌고, 

농 8의 순 는 상당히 떨어졌다. 두 가지 평가의 가 치를 명확히 정의하

기는 어렵다. 객 으로 드러나는 사업실 으로만 단할 때 사업수행정도

가 낮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담당자는 사업수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었다. 자가평가 결과는 지역의 사업담당자 1인의 의견이

라는 제한 이 있으나, 평가자를 체 사업을 총 하는 담당자로 지정하

기 때문에 충분히 표성을 갖는다. [그림 3-25]에서 나타난 것처럼 평가 

결과는 도시와 농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정량평가에서 

도시지역은 농 지역에 비해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표 3-25, 3-26, 

그림 3-25 참조).

〈표 3-25〉폭염적응대책 지역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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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량평가 정성평가 총점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유형A 유형B 유형C 

도시11 65.0 7 73.8 6 5 6 7

도시12 75.0 2 73.8 6 3 2 2

농촌1 48.3 18 68.8 12 16 18 18

농촌2 60.0 13 56.3 20 18 16 14

농촌3 71.7 3 72.5 7 4 4 3

농촌4 60.0 13 66.3 14 13 13 13

농촌5 53.3 17 67.5 13 15 17 17

농촌6 66.7 6 71.3 9 6 5 6

농촌7 61.7 11 65.0 16 12 11 11

농촌8 56.7 16 80.0 1 7 9 16

농촌9 61.7 11 71.3 9 9 8 9

평균 표준편차 중간값 최대값 최소값

정량평가
도시 60.8 12.2 63.3 80.0 40.0

농촌 60.0 6.5 60.0 71.7 48.3

정성평가
도시 68.6 7.2 70.0 78.8 53.8

농촌 68.8 6.1 68.8 80.0 56.3

유형A
도시 64.7 8.2 64.6 78.1 52.1

농촌 64.4 4.9 63.3 72.1 58.1

유형B
도시 63.2 9.8 62.6 78.8 47.9

농촌 62.6 5.3 62.6 71.9 54.4

유형C
도시 61.6 11.7 62.7 79.6 43.5

농촌 60.9 6.3 60.6 71.8 50.4

주: 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함.

〈표 3-26〉폭염적응대책 평가결과의 유형별 요약

주: 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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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폭염적응대책 정량 및 정성평가 결과 분포

제5절 폭염의 건강적응대책 효과 평가

폭염으로 인한 건강 향을 완화하기 한 공 보건사업은 산을 상당히 

투자함으로써 얻어지거나, 기존에 없는 새로운 사업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Bassil et al.(2007)에 따르면, 폭염 응을 한 

여러 가지 사업을 운 하면서 다양한 이해 계자와 트 가 참여하고 력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할 조직(lead agency)을 운 하는 것을 하나의 

재로 볼 수 있다고 하 다.  다른 재로는 이상 고온으로 인해 건강에 

미치는 향을 감소시키기 한 공 보건학  사업들이 작동될 수 있도록 

일기를 보해주는 경보시스템(heat health warning system, HHWS)을 들

었다. 그 밖에도 매체, 교육자료 배포, 무더  쉼터, 응 화 운 , 폭

염기간 응 의료시스템 구축, 폭염기간 공  외부행사 조정 등이 모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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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Bassil et al., 2007).

폭염 련 공 보건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국외에서 일부 수행된 

바 있었는데, 부분이 폭염경보시스템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집 하 다.  

평가 상은 폭염에 한 주민의 인식도  행태 변화인 경우도 있었고,  

공 보건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환  사망의 변화를 분석한 경우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일반인의 인식도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폭염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

게 되는 경향은 있으나 반드시 행태 변화까지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하 다

(Kalkstein & Sheridan, 2007; Sheridan, 2007; INPES, 2006). 건강에 

미치는 향을 평가한 연구에서는 이환과 사망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 다(Tan et al., 2007; Ebi et al., 2004; Weisskopf et al., 

2002; Palecki et al., 2001; Smoyer-Tomic & Rainham, 2001). 이러한 

연구들이 비록 제한 인 평가에 그치고 있기는 하지만 폭염의 건강 응 책

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이 연구에서 폭염의 건강 응 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은 [그림 3-26]

과 같이 간단히 도식화할 수 있다. 제4 에서 폭염의 건강 응 책 수행정

도 평가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평가하는 사업은 국외의 효과평가 

연구에서와 같이 단일한 사업을 상으로 하지 않고, 시행되고 있는 반

인 사업을 아우르고 있다. 실 으로 우리나라 지역사회에는 정착된 하나

의 독립 인 사업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제부터는 건강 응 책의 효과를 단기와 장기의 두 측면에서 검토해 보

려고 한다. 단기  측면에서는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건강 응 책 수행정

도에 따라 분류된 지역군별로, 사업이 수행된 기간 동안 기온으로 인한 질

병 발생의 험도를 비교하는 것이다. 건강 응 책이 효과 으로 잘 작동

하고 있다면 수행정도가 우수한 지역군에서는 질병 발생의 험도가 낮게 

나타날 것이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 향은 직 으로, 단기 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업이 수행된 시 의 건강 향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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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2010)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 향은 노출 당일 는 최  3일 내에 

나타났다고 하 으며, 최근 연구들에서 폭염이 발생한 날로부터 3일 후까지

의 건강 향을 보고하고 있다(Koken et al., 2003; Lin et al., 2009).

장기  측면에서는 2003~2011년 동안의 질병 발생 험이 2011년의 건

강 응 책 수행정도와 련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가장 효과 인 

건강 응 책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의 크기, 즉 취약성을 기반으

로 계획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그림 3-26〕폭염의 건강적응대책 효과 평가 틀

먼  단기  측면에서의 건강 응 책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2011년도 건강 응 책 수행정도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 어 각 집단의 

동일한 해의 기온증가에 따른 질환 발생의 험도를 산출하 다. 정량  

정성평가를 모두 합친 총 (유형A)이 ‘상’인 집단의 허 성심질환의 상

험도는 1.014 고, ‘ ’, ‘하’인 집단은 1.025, 1.018이었다. ‘ ’에서의 상

험도가 가장 높기는 하지만, 건강 응 책을 가장 잘 수행하고 있는 집

단과 그 지 못한 집단을 비교하면 잘 수행하고 있는 집단의 험도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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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적응대책 수행정도 RR 95% CI

총점

(유형A)

상 1.014 (1.008-1.019)

중 1.025 (1.020-1.030)

하 1.018 (1.013-1.024)

정량평가

상 1.023 (1.017-1.028)

중 1.015 (1.009-1.020)

하 1.019 (1.013-1.024)

정성평가

상 1.021 (1.015-1.026)

중 0.997 (0.991-1.002)

하 1.026 (1.020-1.031)

정성평가 결과만으로 건강 응 책 수행정도를 분류하 을 경우에도 사업

수행정도가 높은 집단의 험도가 1.021로, 낮은 집단의 험도(1.026)에 

비해 낮았다. 그러나 정량평가 결과만으로 분류하 을 경우에는 오히려 사

업 실 이 우수한 집단에서 허 성심질환 발생 험이 높았다(표 3-27, 그림 

3-27 참조). 

〈표 3-27〉건강적응대책 수행정도에 따른 허혈성심질환 발생위험 - 2011년 

〔그림 3-27〕건강적응대책 수행정도에 따른 허혈성심질환 발생위험 - 2011년



제3장 폭염의 건강영향 및 건강적응대책 현황 분석∙97

건강적응대책 수행정도 RR 95% CI

총점

(유형A)

상 1.012 (1.007-1.017)

중 1.021 (1.016-1.026)

하 1.013 (1.008-1.018)

정량평가

상 1.020 (1.016-1.025)

중 1.010 (1.005-1.015)

하 1.012 (1.007-1.017)

정성평가

상 1.017 (1.013-1.022)

중 0.996 (0.991-1.001)

하 1.022 (1.017-1.027)

뇌  질환에서의 결과를 살펴보면, 총 으로 평가한 건강 응 책 수행

정도가 ‘상’인 집단의 상 험도는 1.012 고, ‘ ’, ‘하’인 집단은 1.021, 

1.013이었다. 허 성심질환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 ’에서의 상 험도가 

가장 높기는 하지만, 건강 응 책을 가장 잘 수행하고 있는 집단과 그 지 

못한 집단을 비교하면 잘 수행하고 있는 집단의 험도가 다소 낮다.

정성평가 결과만으로 건강 응 책 수행정도를 분류하 을 경우에는 좀 

더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상’인 집단의 험도가 1.017, ‘하’인 집단의 

험도가 1.022 다. 그러나 사업실 에 있어 우수한 지역의 험도가 그

지 않은 지역보다 더 높았다(표 3-28, 그림 3-28 참조). 

〈표 3-28〉건강적응대책 수행정도에 따른 뇌혈관질환의 발생위험 - 2011년 

〔그림 3-28〕건강적응대책 수행정도에 따른 뇌혈관질환의 발생위험 -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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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적응대책 수행정도 RR 95% CI

총점

(유형A)

상 0.984 (0.892-1.085)

중 1.006 (0.917-1.103)

하 1.026 (0.939-1.122)

정량평가

상 0.995 (0.907-1.092)

중 0.954 (0.856-1.064)

하 1.033 (0.946-1.129)

정성평가

상 0.992 (0.902-1.091)

중 1.017 (0.928-1.114)

하 1.017 (0.930-1.112)

건강 응 책 수행정도에 따른 열성질환(입원에서의 발생자)의 험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유형A), 정량평가, 정성평가 수가 높은 

집단에서의 험도가 낮은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 건강 응 책을 잘 수행하는 지역일수록 기온으로 인한 건강

향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얻었으나, 분석에 포함된 열성질환의 발생수가 상

당히 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표 3-29, 그림 3-29 참조). 

〈표 3-29〉건강적응대책 수행정도에 따른 열성질환(입원)의 발생위험 - 2011년 

〔그림 3-29〕건강적응대책 수행정도에 따른 열성질환(입원)의 발생위험 -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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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적응대책 수행정도 RR 95% CI

총점

(유형A)

상 1.086 (1.063-1.108)

중 1.088 (1.065-1.110)

하 1.071 (1.048-1.094)

정량평가

상 1.092 (1.070-1.115)

중 1.064 (1.042-1.088)

하 1.075 (1.052-1.098)

정성평가

상 1.078 (1.056-1.101)

중 1.081 (1.058-1.104)

하 1.085 (1.063-1.108)

열성질환(외래에서의 발생자) 분석 결과는 만성질환에서 나타난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 다. 건강 응 책 수행정도가 총 , 정량평가에서 ‘상’인집

단에서의 질환 발생 험이 뚜렷하게 높았다. 의 두 가지 만성질환에서는 

정성평가 결과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열성질환(외래에서의 발생

자)에서는 정성평가 수가 높은 집단의 건강 험이 더 높았다(표3-30, 그

림 3-30 참조).

〈표 3-30〉건강적응대책 수행정도에 따른 열성질환(외래)의 발생위험 - 2011년 

〔그림 3-30〕건강적응대책 수행정도에 따른 열성질환(외래)의 발생위험 -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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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인 측면에서 건강 응 책 수행정도와 질병 발생 험과의 련성

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3-31]은 허 성심질환과 뇌 질환의 결과이다. 2011년도의 건강

응 책 수행정도와 최근 9년 동안(2003~2011년)의 발생 험도의 계는 

설명력이 낮다. 두 가지 만성질환은 최근 도시에서 그 험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도시지역이 그래 의 쪽에 농 지역이 아래쪽에 치하고 있다. 

그러나 그래 에서 나타난 것처럼 도시와 농 에서 나타나는 험도의 차이

가 재의 응 책 수행 노력과 련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열성질환의 경우는 두 가지 질환보다 폭염의 직 인 향을 받는 질환

으로서 조  다른 분포를 보 다. 열성질환도 농 보다 도시지역의 질병 발

생의 험도가 높은 편이지만, 허 성심질환과 뇌 질환과 비교하여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상당수의 기 지자체가 2사분면에 치하 는데, 이것

은 지난 9년간의 질병 험도가 높은 지역에서 재의 정량  정성평가 

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열성질환의 경우에는 그동안 험이 더 큰 지

역에서 재 응 책에 보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

다(그림 3-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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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심질환 뇌혈관질환

〔그림 3-31〕사업수행정도와 질환 발생 위험도 분포 - 허혈성심질환, 뇌혈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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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성질환(입원) 열성질환(외래)

〔그림 3-32〕사업수행정도와 질환 발생 위험도 분포 - 열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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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소결

3장에서는 일부 지역사회를 상으로 건강 응 책이 폭염으로 인한 건

강 향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기존의 기후변화 건강 응 책

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에서 시도한 것과 같이 사업의 효과를 질병 발생의 

험으로 보았다. 상 질병은 폭염의 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세 

가지 질환으로 선정하 으나, 이  허 성심질환과 뇌 질환은 기온 외

에도 지역의 만성질환 리 노력과 지역주민의 인구학  특성 등 다양한 요

인의 향이 복합 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이 

미친 향을 가능한 배제하고자 지역선정 과정에서 비교  다른 특성을 보

이는 기 지자체를 제외하 다. 기후변화 건강 응 책이 안정 으로 틀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효과평가를 한 엄격한 기 을 용하기보다는 재

의 사업수행정도와 건강과의 련성을 찾아보고자 하 다. 

폭염의 건강 향과 응 책 효과에 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허 성심질환, 뇌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의 경우 도시는 기온이 상승

함에 따라 발생 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농 은 기온으로 인한 

험이 나타나지 않았다. 상 으로 기온의 향이 직 으로 나타나는 열

성질환은 도시와 농  모두 기온에 따른 발생 험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역의 폭염 응 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사업운  여건의 차이에도 불구

하고 정성  정량평가에서 도시와 농  간 차이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 다

만 도시에서 지역 간 정량평가 결과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지역의 폭염 응 책 수행정도와 폭염 련 질환 발생 험의 연 성을 

악해본 결과, 사업수행이 잘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질병발생의 험이 낮아

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이러한 결과는 정성평가에 따른 련성이며, 정

량평가(사업수행 실 )는 이러한 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한 지난 9년간 

지역에서 발생한 폭염 련 질환의 발생 험과 최근 1년간의 사업운  황

을 비교하면 련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향후 폭염 련 온열질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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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생이 제 로 악된 이후에 분석을 한다면 련성이 분명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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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조사개요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 상자들을 표본추출하기 하여 사용한 모집단은 행정안

부의 2012년 3월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활용하 다. 표본추출지역은 

서울의 12개구와 경북 7개군, 경남 3개 군으로,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인구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규모에 따라 1,300명으로 표본 추출하

으며 유효표본 1,300명을 달성하기 하여 화면 조사를 실시하 다. 

  2. 표본설계 

“폭염 응 주민의식 화조사”를 하여 활용한 표본의 추출방법  표

본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4-1 참조). 

    모집단: 표본의 표성을 확보하기 하여 행정안 부의 「2012년 

3월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

    표본의 특성  크기: 확보된 산과 조사일정, 신뢰수 을 감안하

여 20세 이상 성인 남녀 1,300명으로 결정

    표본추출방법: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할당법에 의한 층화비

례추출법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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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성별에 따른 모집단과 표본의 분포는 <표 4-1>에서와 같

이 지역별‧성별 인구추계 규모에 따라 비례 배분하여 추출된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표본 1,300명을 상으로 화조사 수행시 사용해야 할 화

번호 추출작업은 우리 원에서 자체 으로 개발한 표본추출 로그

램을 활용하 으며, 본 로그램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서울, 경남, 

경북에서 보유한 인명 화번호건수를 데이터화하여 유효표본 

1,000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표 4-1〉모집단과 표본의 지역별‧성별 분포 

(단위: 명)

      특성

      성별

    지역

모집단 표본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서울   강동구 

서울   강서구

서울   광진구

서울   구로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작구 

서울   마포구 

서울   성동구

서울   성북구 

서울   양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용산구

경남  의령군 

경남  창녕군

경남  합천군 

경북  고령군 

경북  군위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북  의성군 

경북  청도군 

경북  청송군 

193,001
220,190
147,134
171,884
150,322
159,877
150,854
121,698
190,192
186,221
161,314
97,596
12,026
25,693
20,271
15,121
10,729
19,580
19,386
24,746
18,516
11,324

198,288
233,127
153,512
172,045
149,873
168,728
164,295
122,382
199,443
195,004
162,167
105,248
13,440
27,072
23,002
14,703
10,852
19,124
20,583
26,220
19,996
11,831

391,289
453,317
300,646
343,929
300,195
328,605
315,149
244,080
389,635
381,225
323,481
202,844
25,466
52,765
43,273
29,824
21,581
38,704
39,969
50,966
38,512
23,155

45 
51 
34 
39 
35 
36 
35 
28 
44 
43 
38 
22 
13 
27 
23 
17 
2 
22 
23 
27 
20 
12 

47 
55 
35 
40 
35 
40 
37 
28 
46 
45 
37 
24 
12 
32 
26 
15 
2 
21 
23 
30 
21 
13 

92 
106 
69 
79 
70 
76 
72 
56 
90 
88 
75 
46 
25 
59 
49 
32 
4 
43 
46 
57 
41 
25 

계 2,127,675 2,210,935 4,338,610 636 66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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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모집단  표본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388,212
480,790
453,110
403,944
238,330
163,289

382,674
460,545
435,919
425,585
257,183
249,029

770,886
941,335
889,029
829,529
495,513
412,318

105
125
133
125
78
69

101
121
120
129
88
106

207
246
254
255
166
175

계 2,127,675 2,210,935 4,338,610 635 665 1,300

〈표 4-2〉모집단과 표본의 성별‧연령대별 분포 

          (단위:%, 명)

<표 4-2>에서 연령 별·성별 모집단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남자인구가 

48.8%, 여자인구는 51.1%의 비율로 구성되어있고, 여성 인구가 2.3%p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60  이상 연령 는 남녀 인구의 규모가 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화조사의 표본 인구 

구성은 모집단의 성별‧연령별 비율과 거의 유사한 비율로 추출되었다.  

  3. 조사방법

 조사방법: 화조사

 표본 할당방법: 추출표본은 지역별‧성별‧연령별로 화조사원들에게 

분배

 화조사 상자 선정방법: 인명 화번호부에서 계통추출방법에 따라 

선정하여 화조사를 수행

 조사시간: 1가구당 1명의 응답자를 목표로 하여 오  9시~오후 6시까

지의 시간 와 오후 1시~ 밤 9시까지 주‧야간 병행

 화조사방법

    숙련된 화조사원들이 유효 표본 1,300명을 확보하기 하여 인명

화번호부에서 채택한 가정집 화번호에 직  화를 걸어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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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표본 응답자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105
125
133
125
78
69

101
121
120
129
88
106

206
246
253
254
166
175

105
125
133
125
78
68

102
121
120
131
87
105

207
246
253
256
165
173

계 635 665 1,300 634 666 1,300

특성에 한 합성 여부를 단하고자 조사 상자의 성‧연령별 조

건을 확인하 음. 그 후 표본 특성에 일치하는 상자에게 조사의 

목 을 간략히 안내하고 조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서 조

사를 진행하 음. 

    조사 진행 에 응답자의 개인사정으로 단하게 되면 응답이 가능

한 시간에 약속을 정한 후 재 속을 시도하여 화조사를 완료하

음. 그러나 설문조사  강한 응답 거부나 단과 같은 부정  태

도, 부재  이거나 통화 인 경우, 결번, 직장 화번호, 팩스 등과 

같은 부정확한 화번호의 노출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음.

    다수의 화번호 오류가 존재하는 문제에 비하여 국 인명 화

번호부의 화번호 41,204개를 과표본(over sample)으로 활용하

으며 이 에서 직  통화한(인사말 부터 조사특성 설명까지) 건

수는 11,678명이었다. 

  4. 응답성공율

표본인구 분포에 한 응답자 분포의 일치도를 성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

음과 같다(표 4-3 참조). 

〈표 4-3〉표본과 응답자의 성별‧연령대별 분포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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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화조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효표본 1,300명을 얻기 해 표본의 

31.7배인 41,204명을 과표본으로 사용하 다. 과표본 상자 에서 화면

설문조사에 응했었던 참여자들은 11,678명(28.3%)이었고, 부재자  결

번 등은 29,526명(71.7%)이었다. 화면 설문조사에 참여했었던 통화자들 

가운데 유효표본 1,300명이 응답을 완료하여 응답성공률은 11.1%로 다소 

낮은 편이었다. 재응답 성공률은 총 응답자 에서 화면 설문에 응답하

던  개인 인 사정으로 단하 다가 재통화 약속을 했던 36명에게 재

속한 결과, 31명이 최종 조하여 86.1%의 응답률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조사결과

  1. 조사대상자 일반사항3)

다른 보건사업과 마찬가지로 폭염사업의 경우에도 재원이나 인력 등의 사

업여건과 환경 등에서 서울과 그 외 지역 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서울과 경

상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결과를 분석하 다.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을 서울과 경상도 지역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표 4-4 참조). 

총 조사 상자 1,296명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은 917명으로 체의 

70.76%를 차지하 고,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244명으로 18.83%, 경

상남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135명으로 10.42%를 차지하 다. 

기  인구학  특성으로 성별은 여자가 51.23%, 남자가 48.77%를 차지

하여 남자에 비해 여자가 많았고, 연령별로는 서울의 경우 20~44세 연령계

층이 가장 많은 반면, 경상도는 65세 이상 노인 집단이 더 많은 것으로 나

3) 최종 으로 표본추출된 1,300명  군 군의 경우 2011년 폭염과 련된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 져 군 군에 거주하고 있는 4명은 최종분석에서 제외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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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N=917)

경상도

(N=379)

전체

(N=1,296)
p-value

성별
남자 48.85 48.55 48.77

0.920
여자 51.15 51.45 51.23

연령

20~44세 49.73 28.23 43.44
0.00045~64세 36.31 35.36 36.03

65세 이상 13.96 36.41 20.52

교육

수준

초졸이하 6.99 31.40 14.14

0.000
중졸 6.99 13.98 9.04
고졸 33.66 30.34 32.69
대졸 47.54 22.69 40.26

대학원 이상 - 1.58 3.86

직업

비육체

노동
28.46 16.09 24.85

0.000육체

노동
23.88 40.90 28.86

기타 47.66 43.01 46.30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0.49 37.20 18.43

0.000
100~200만

원 미만
11.97 25.07 15.87

타나 지역 간 차이가 있었다.

사회경제  특성으로 교육수 은 경상도에 비해 서울지역의 학력수 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연령에 따른 효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직업 분류 

결과4), 경상도의 경우 서울에 비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육체노동자의 비율이 

높아 지역 간 차이가 있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서울지역의 경우 400만원 이상인 집단이 37.06%로 

가장 많은 반면, 경상도 지역의 경우 100만원 미만인 집단이 37.20%로 가

장 많아 지역 간 편차가 뚜렷하 다.

〈표 4-4〉조사대상자 일반사항

(단위: 명, %)

4) 직업은 비육체노동자, 육체노동자  기타의 세 가지로 분류하 다. 통계청 한국표 직업분

류상 (1)의회의원, 고 임직원  리자, (2) 문가, (3)기술공  문가, (4)사무종사

자를 비육체노동자로 분류하 고, (5)서비스종사자, (6) 매종사자, (7)농업, 임업  어업 

숙련 종사자, (8)기능원  련 기능종사자, (9)장치기계 조작  조립종사자, (10)단순노

무종사자를 육체노동자로 분류하 다. 무직과 군인, 주부, 학생 등은 기타로 분류하 다(김
소라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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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N=917)

경상도

(N=379)

전체

(N=1,296)
p-value

200~300만

원 미만
17.33 17.25 17.31

300~400만

원 미만
23.15 10.24 19.31

400만원 

이상
37.06 10.24 29.09

주: 1) 교육수준 무응답 2명(서울 2명), 
   2) 직업분류에서 기타는 주부, 학생, 군인, 무직을 포함

   3) 월평균 가구소득 무응답 48명(서울40명, 경상도 8명)

  2. 폭염 위험에 대한 인식

조사 상자에게 폭염의 험에 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지를 질

문하 다. 이 질문은 폭염이 어떤 상에게 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함으로써 폭염발생의 심각성에 한 인지정도와 함께 향후 폭염 발생시 

개인이 어느 범 에서 어떤 수 으로 응할 것인지를 미리 측해 볼 수 

있다는 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표 4-5 참조). 

질문은 ‘폭염이 험을 미칠 수 있는 상’을 나 자신, 가족, 지역주민, 

우리나라 국민 체,  세계 인구, 후손, 동․식물에까지 차 범 를 넓

가며 동일한 질문을 하 다. 

그 결과 나 자신이나 우리 가족에 한 험성 보다는  세계 인구나 

후손 등 질문의 상 범 가  넓어지고 막연해 질수록 폭염이 험성에 

해 “매우 그 다”는 응답을 한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한 나 자신, 우리 가족, 우리 지역사회 등 질문의 범 가 실제 조사

상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좁힐 경우 서울 지역과 경상도 지역 간 

응답의 경향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실제 경상도 지역에 거주하

는 지역주민들이 폭염의 험성에 해 보다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서울에 비해 경상도 지역에서 지역 간 유 가 더 긴 하기 때문

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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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N=917)

경상도

(N=379)

전체

(N=1,296)
p-value

폭염위험: 
나 자신

매우 그렇다 23.88 26.91 24.77

0.009
그렇다 51.69 56.73 53.16

그렇지 않다 23.01 16.09 20.99
매우 그렇지 않다 1.42 0.26 1.08

잘 모르겠다 - - -

폭염위험: 
우리 가족

매우 그렇다 26.50 30.87 27.78

0.028
그렇다 55.94 58.31 56.64

그렇지 않다 16.36 10.55 14.66
매우 그렇지 않다 0.98 0.26 0.77

잘 모르겠다 0.22 0.00 0.15

폭염위험: 
지역주민

매우 그렇다 23.99 33.77 26.85

0.001
그렇다 63.25 58.58 61.88

그렇지 않다 9.81 7.12 9.03
매우 그렇지 않다 0.44 0.00 0.31

잘 모르겠다 2.51 0.53 1.93

폭염위험: 
우 리 나 라 

국민

매우 그렇다 26.06 27.97 26.62

0.510
그렇다 65.43 66.23 65.66

그렇지 않다 6.54 4.75 6.02
매우 그렇지 않다 0.11 0.00 0.08

잘 모르겠다 1.85 1.06 1.62

폭염위험: 
세계인구

매우 그렇다 30.21 31.93 30.71

0.309
그렇다 59.98 57.26 59.18

그렇지 않다 6.00 8.18 6.64
매우 그렇지 않다 - - -

잘 모르겠다 3.82 2.64 3.47

폭염위험: 
다 음 세 대 

후손

매우 그렇다 53.98 59.37 55.56

0.335
그렇다 39.91 35.88 38.73

그렇지 않다 4.47 3.43 4.17
매우 그렇지 않다 - - -

잘 모르겠다 1.64 1.32 1.54

폭염위험: 
동․식물

매우 그렇다 55.94 56.46 56.10

0.905
그렇다 41.22 41.42 41.28

그렇지 않다 2.07 1.58 1.93
매우 그렇지 않다 - - -

잘 모르겠다 0.76 0.53 0.69

〈표 4-5〉지역별 폭염위험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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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N=917)

경상도

(N=379)

전체

(N=1,296)
p-value

폭염시 

주의 여부

예 79.93 89.45 82.72
0.000

아니오 20.07 10.55 17.28

주의하지 

않는 이유

더위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11.41 2.50 9.82

0.174

더위가 나에게는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아서

17.93 22.50 18.75

여름에는 항상 

더워서
51.63 62.50 53.57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14.13 5.00 12.50

기타 4.89 7.50 5.36

  3. 폭염 발생시 개인적 대응 정도

폭염이 발생했을 때의 응방안은 크게 개인 인 차원에서의 사  응과 

지자체에서의 공  응으로 나  수 있을 것이다.

먼  폭염이 발생했을 때 개인이 어느 정도 응하고 있는지를 설문하

는데, 크게 두 단계로 나 어 설문하 다. 첫 번째는 조사 상자에게 선택지

를 주지 않고 폭염이 발생했을 때 그에 응하기 해 어떠한 행동요령을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 고, 두 번째는 조사 상자가 말한 응요령을 실제

로 실천했는지를 질문하 다.

지역별로 폭염발생시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에 한 질문에서는 

서울에 비해 경상남도에서 유의하게 정  응답율이 높았다(표 4-6 참조). 

〈표 4-6〉지역별 폭염발생시 주의 여부

(단위: 명, %)

폭염발생시 해야 할 행동요령으로서 조사 상자가 인지하고 있는 내용으

로는 “야외활동 자제”를 체 조사 상자의 82.87%(서울 80.59%, 경상

남․북도 88.39%)가 인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수분섭취”, “선풍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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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N=917)

경상도

(N=379)

전체

(N=1,296)
p-value

야외활동 

자제

인지함(N=1,074) 80.59 88.39 82.87 0.001

실천함(N=1,064) 99.19 98.81 99.07 0.546

수분섭취
인지함(N=388) 32.61 23.48 29.94 0.001

실천함(N=388) 100.00 100.00 100.00 -

선풍기

사용

인지함(N=305) 22.14 26.91 23.53 0.065

실천함(N=304) 99.51 100.00 99.67 0.478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인지함(N=211) 11.01 29.02 16.28 0.000

실천함(N=211) 100.00 100.00 100.00 -

위급발생

시 119 
등 연락

인지함(N=2) 0.22 0.00 0.15 0.363

실천함(N=2) 100.00 - 100.00 -

목욕 또는 

샤워

인지함(N=236) 19.63 14.78 18.21 0.039

실천함(N=236) 100.00 100.00 100.00 -

헐렁하고 

밝은 색 

옷 착용

인지함(N=26) 2.29 1.32 2.01 0.257

실천함(N=26) 100.00 100.00 100.00 -

독거노인 

등 

취약인구 

확인

인지함(N=8) 0.76 0.26 0.62 0.296

실천함(N=8) 100.00 100.00 100.00 -

용”, “목욕 는 샤워” 등의 순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인지

하고 있는 행동요령에 해서는 부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경상도 지역에 비해 “수분섭취”, “목욕 는 

샤워” 등의 행동요령을 답한 경우가 상 으로 많았고, 경상도의 경우 

서울에 비해 “야외활동 자제”, “선풍기 사용”,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등

의 행동요령을 답한 경우가 상 으로 많았다(표 4-7 참조). 

〈표 4-7〉지역별 폭염발생시 개인적 대응 정도

(단위: 명, %)

  4. 기초지자체 폭염사업 인지도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 폭염발생시 개인 으로 취할 수 있는 응방법에 

한 인지정도라면,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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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사업에 한 인지정도이다(표 4-8 참조).

폭염에 한 공  응정책으로서 표 인 사업들은 무더  쉼터 운 , 

무더  휴식 시간제 권고, 폭염도우미 운 , 폭염 비 건강지키기 집  홍보 

등으로 나  수 있다. 

무더  쉼터는 서울의 경우 인지율이 23.66% 인데 반해, 경상도의 경우 

50.66%가 인지하고 있었고, 무더  쉼터 이용률 자체도 지역 간 차이가 뚜

렷하게 나타났다. 

무더 쉼터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서울, 경상도 모두 집에서 

폭염에 한 개인 인 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 다. 기타 의견

으로는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서울의 경우 쉼터를 이용해야 할 필요

를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많았고, 경상도는 무더  쉼터로 지정된 장소

가 주로 노인들이 이용하는 곳이라 은 사람이 이용하기 힘들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무더  휴식시간제는 학생, 노인, 군인, 농민, 건설사업 근로자 등 무더

에 취약한 계층을 상으로 가장 무더운 시간에 휴식을 유도하는 사업이나 

강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 비율은 높지 않았다. 이를 감안하듯 무

더  휴식시간제에 한 인지도는 비교  낮았는데, 무더  휴식시간제를 

알고 있는 경우는 서울 30.53%, 경상도는 44.33%로 나타났다. 

폭염도우미는 폭염기간에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상으로 

직  방문하거나 화하여 건강을 체크하는 로그램인데, 이에 한 인지

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도시의 경우 23.66%, 경상도는 31.66%만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여름철 폭염 비 행동요령이나 응 처치요령에 한 홍보 사실을 알

고 있는 경우도 도시 24.43%, 경상도 40.63%로 나타나 상보다 조한 

인지도 결과가 나타났다. 

각 기 지자체에서는 폭염상황 발생시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 폭염 경

보나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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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N=917)

경상도

(N=379)

전체

(N=1,296)
p-value

무더위

쉼터

들어봄 23.66 50.66 31.56
0.000

들어보지 못함 76.34 49.34 68.44

무더위

심터 이용

항상 한다 3.23 13.02 7.82

0.000
가끔 한다 8.29 33.33 20.05

거의 안한다 10.60 20.31 15.16

전혀 안한다 77.88 33.33 56.97

이용하지 

않는 이유

날씨가 덥지 않아서 1.04 0.97 1.02

0.720집에서 에어컨 사용 30.73 33.01 31.53

시설이 좋지 않아서 1.56 1.94 1.69

있는지를 질문하 다. 폭염경보나 주의보에 한 인지정도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 향에 직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매우 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결과 서울은 93.24%, 경상도는 95.78%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간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 폭염경보나 주의보 발령사실을 상황 발생 에 인지하고 있어야 폭

염으로 인한 험에 보다 잘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폭염 경보나 주의보 인

지시 이 요할 수 있다. 조사 결과 폭염경보나 주의보 인지시 의 경우 

서울 보다는 경상도 지역에서 폭염 발생 에 폭염 경보나 주의보를 인지하

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폭염 경보나 주의보를 

인지한 사람들  6% 가량은 폭염의 험에 한 인지시 이 이미 상황이 

종료된 후라고 응답하여 폭염 발생 에 경보나 주의보 발령을 통한 홍보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 다. 

폭염 경보나 주의보 인지 경로는 텔 비  등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경우

가 보다 효과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서울에서 그러한 경향이 높았다. 

그 외에 기타 의견의 경우 지역 간 차이가 있었는데, 도시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다는 응답이 많았고, 경상도의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안내방송 

등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4-8〉지역별 기초지자체 폭염사업을 인지하는 정도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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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N=917)

경상도

(N=379)

전체

(N=1,296)
p-value

위치를 몰라서 7.81 2.91 6.10

멀어서 8.33 8.74 8.47

기타 50.52 52.43 51.19

무더위 휴식

시간제

들어봄 30.53 44.33 34.57
0.000

들어보지 못함 69.47 55.67 65.43

폭염도우미
들어봄 23.66 31.66 26.00

0.003
들어보지 못함 76.34 68.34 74.00

폭염대비 

행동요령 

홍보

들어봄 24.43 40.63 29.17
0.000

들어보지 못함 75.57 59.37 70.83

폭염대비 

행동요령 

유인물

본 적 있음 75.45 79.22 76.98
0.392

본 적 없음 24.55 20.78 23.02

폭염 경보, 
주의보 인지 

여부

들어본 적 있음 93.24 95.78 93.98
0.080

들어본 적 없음 6.76 4.22 6.02

폭염 

경보․주의

보 인지 

시점

폭염 전날 59.88 65.29 61.49

0.079
폭염 당일 33.68 31.40 33.00

폭염 익일 5.96 3.31 5.17

모름 0.47 0.00 0.33

폭염 경보, 
주의보 인지 

경위

텔레비전 85.61 80.99 84.24

0.000

라디오 2.81 0.83 2.22

신문 1.64 0.83 1.40

주변사람 0.47 2.48 1.07

기타 9.47 14.88 11.08

폭염에 한 피해를 이기 해서는 개인  응정도와 공  응 정도

가 서로 보완 이고 유기 으로 이루어질 때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응 방안을 주민들에게 보다 극

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홍보방법에 있어서도 지역 

간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 인 방법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기초지자체 폭염대응사업에 대한 평가

기 지자체 폭염 응사업에 한 주민들의 평가를 해 지역별로 지자체

에서 실시하고 있는 폭염 책이 충분히 마련․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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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련한 보다 많은 산 배분이 필요한지를 질문하 으며, 조사결과는 

<표 4-9>에 제시하 다. 

폭염 응사업에 한 충분성에 해서 서울에 비해 경상도 지역 주민의 

46.43%가 재 폭염 응 사업이 충분히 시행되고 있다는 응답을 하여, 서

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폭염 응사업에 한 추가 산의 투입 

필요성 한 서울에 비해 경상도에서 상 으로 더 많은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 으로 서울에 비해 경상도 지역주민

이 폭염의 험성에 해 보다 잘 인지하고 그에 비한 사업실시의 요성

을 높게 평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4-9〉지역별 기초지자체 폭염사업에 대한 평가

(단위: 명, %)

서울

(N=917)

경상도

(N=379)

전체

(N=1,296)
p-value

폭염대응

사업의 충분성

매우 그렇다 0.76 5.01 2.01

0.000
그렇다 26.94 41.42 31.17

그렇지 않다 54.09 45.91 51.70
전혀 그렇지 않다 10.58 4.22 8.72

모르겠다 7.63 3.43 6.40

폭염대응에 

추가 예산 

투입

매우 그렇다 8.26 12.14 9.41

0.022
그렇다 66.09 68.07 66.67

그렇지 않다 21.92 18.21 20.83
전혀 그렇지 않다 1.85 0.26 1.39

모르겠다 1.85 1.32 1.70

제3절 소결

이 조사는 폭염  폭염 응사업에 한 지역주민의 인지도를 조사하기 

하여 서울  경상도 주민 총 1,300명을 상으로 화설문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질문 문항은 폭염의 험 인지 정도, 폭염발생시 행동요령 인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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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정도, 지자체에서 실시 인 폭염 응 사업 인지 정도, 폭염 경보 혹은 

주의보 인지 경로, 그리고 지자체 폭염 응 사업에 한 평가 등으로 구성

되었다. 

조사결과 다수의 문항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경상도 지역 주민

의 응답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를 들어, 무더  쉼터에 한 인지율

(서울 23.66%, 경상도 50.66%)  이용률(서울 11.52%, 경상도 46.35%), 

폭염 경보․주의보 인지 경로 등이 표 이다. 특히 폭염 경보․주의보 인

지 경로의 경우 서울은 도시의 특성상 매스미디어의 향이 큰 것으로 나

타났으나, 경상도의 경우 상 으로 구청이나 보건소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폭염 응사업의 충분성에 한 문항에서는 서울 지역 주민

이 경상도 지역 주민에 비해 사업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더 높

았다. 보건소나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폭염 응 사업이 부분 앙정부

의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차이는 지역  인구구성

이나 사회․경제․문화  차이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지방 농어 의 경우 높은 노인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은 층의 높

이에 맞추어 로그램된 폭염 응 사업이나 교육홍보사업은 그 효과가 기

만큼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상할 수 있고, 반 로 도시의 경우 일반 

을 상으로 한 로그램 보다는 쪽방  집 지역 등 건강취약 계층에 

을 맞추어 사업을 집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때문에 동일한 사업을 실

시하더라도 지역사회 황이나 특징 등 맥락  분석을 통해 지역  특수성

을 로그램에 반 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 으로 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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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의 건강적응대책 현황 

이 연구에서는 서울  경상도 지역 지자체의 곤충  설치류 매개 감염

성 질환의 건강 응 책 황을 살펴보기 해서 사업운 실   담당자의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 다. 특히 곤충․설치류 매개 감염성 질환을 말라리

아와 쯔쯔가무시로 한정하 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문헌들이 기후변화와 

련되어 향후 증가될 것으로 측한 표 인 질환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에서 지속 으로 발생되고 있어 부분의 보건소에서 질병 리본부의 지침

에 의거하여 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곤충․설치류 매개 감염성 질환의 건강 응 책에 한 조사 시기, 조사 

상  방법 등은 자세한 내용은 폭염 분야의 조사방법과 동일하다.

제1절 보건사업 현황

조사 상인 22개 지자체를 서울 지역과 경상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사업

운 실 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1 참조). 

우선, 감염병 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가 일치되지 않고 지자

체 별로 다른 특성들이 있었다. 많은 지자체에서 방의약 련 부서에서 

감염병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지역보건과, 보건행정과, 보건정책과, 보

건기획과, 지역보건과 등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고 감염병 담 을 구

성하고 있는 지자체는 1곳에 불과하 다. 감염병 발생시 즉각 인 처를 

하여 각 지자체별로 책반을 구성하는 것이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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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감염병 리 책반(혹은 비상방역 책반)이라고 한다. 책반장은 주로 보

건소장이 맡고 있는데, 4곳(서울 3곳, 경상도 1곳)에서는 보건소장이 아닌 

과장 에서 책반장을 맡고 있었다. 각 지자체별로 책반 구성에 한 차

이를 살펴보았는데, 지자체별 책반 참여인원을 보면 경상도 지역에 비해 

서울지역의 평균 참여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질병정보모니터망은 질병 리본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감염병 발생 양상을 

신속 정확히 악하고자 지역별 의료기 , 각  학교 등에 설치하는 감시체

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모니터망에는 모니터 요원5)들이 지정되어 감

염병 발생 혹은 유행 등의 상황이 있을 때 보고하도록 교육받고 있다. 지역

별 모니터 망이나 모니터 요원 숫자는 서울지역보다는 경남북 지역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울에 비해 지방의 할 구역이 더 넓은 것

과 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감염병 발생 련 보를 해서는 각 지역별로 감염병 매개체 감시 체

계를 운 하는 것이 요하다. 모기의 경우 서울지역에서는 지자체별로 평

균 5.7개의 감시사이트를 운 하고 있었던 반면, 경상도지역에서는 평균 0.9

개소의 모기감시사이트를 운 하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 다. 설치류 

감시사이트의 경우 서울지역에 1개 지자체, 경상도지역에 1개 지자체에서만 

운 하고 있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경비 등을 이유로 설치류 감시체계가 

운 되지 않고 있었다. 매개모기 발생 정보 공개비율은 서울 지역의 기 지

자체에서는 90%가 넘었던 반면, 경상도 지역 기 지자체에서는 30%에 불

과하여 정보화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모니터 요원의 주요업무는 주민 상 감염병 방 리요령 홍보, 감염병 환자 발견, 검체 

체취  진단시 인 사항과 유행상태 악  홍보, 기타 각종 감염성 질환의 유행상태를 

악하여 소속된 기 에 화 통보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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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말라리아․쯔쯔가무시 감시체계 운영 실적

서울지역 (N=12) 경상도지역 (N=10)

대책반 참여 인원 평균 11.7명 (6~31명) 8.0명 (5~19명)

질병정보 모니터망 설치 평균 34.8개소 58.8개소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수 평균 52.5명 76.9명

모기감시 사이트수 평균 5.7개소 0.9개소

매개모기 발생 정보 공개 비율 91.7% 30.0%

지역주민이 매개감염병에 히 비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한 실

은 련 매뉴얼 발행  배포, 학교장, 보건 교사 등 교육, 질병정보모니

터 요원 직무 교육 등으로 측정하 다. 감염병 련 매뉴얼 제작  배포와 

련하여서는 서울 지역의 경우 말라리아 련 실 이 높은 반면, 경상도 

지역은 쯔쯔가무시 련 실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의 경

우 상 으로 말라리아 발생 험이 더 높고, 경상도의 경우 말라리아 발생

험은 낮은 반면 쯔쯔가무시 발생 험은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 

련자 교육 등에 있어서는 상 으로 서울지역의 지자체에서 더 활발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표 5-2 참조). 

〈표 5-2〉말라리아․쯔쯔가무시 대비 역량강화 실적

서울지역

(N=12)

경상도지역

(N=10)

말라리아 대응 매뉴얼 종류 평균 0.75종 0.4종

말라리아 대응 매뉴얼 배포건수 평균 1,191부 440부

쯔쯔가무시 대응 매뉴얼 종류 평균 0.67종 2종

쯔쯔가무시 대응 매뉴얼 배포건수 평균 546부 2,017부

학교장, 보건교사 및 보육시설장 교육 횟수 평균 3.4회 2.2회

질병정보모니터요원 직무교육 횟수 평균 1.2회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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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N=12)

경상도지역

(N=10)

취약지역 말라리아 예방 교육 횟수 평균 7.8건 0.4건

취약지역 쯔쯔가무시 예방 교육 횟수 평균 6.3건 74.5건

해외여행자를 위한 말라리아 예방가이드 발행 평균 1,775부 10.1부

해외여행자를 위한 쯔쯔가무시 예방가이드 발행 평균 1,607부 300.1부

말라리아 예방 캠페인 및 대중매체 홍보 횟수 평균 5.5회 0.5회

쯔쯔가무시 예방 캠페인 및 대중매체 홍보 횟수 평균 5회 63.8회

말라리아 홍보물 및 소책자 배포 횟수 평균 13.6회 0.5회

쯔쯔가무시 홍보물 및 소책자 배포 횟수 평균 13.3회 11.7회

감염병 방과 련된 사업 실 은 취약지역 주민에 한 감염병 방교

육 실 , 해외여행자를 한 감염병 방가이드 발행 실 , 방 캠페인  

매체 홍보 실 , 기타 련 홍보물  소책자 배포 실  등으로 조사하

다. 

취약지역 주민들에 한 감염병 방교육은 서울 지역의 경우 말라리아 

교육을 심으로 실시하고 있었고, 반 로 경남북 지역은 쯔쯔가무시 심

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자들을 한 방가

이드는 등을 포함하여, 캠페인이나 매체 홍보, 홍보물이나 소책자 배포 

등도 서울지역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기에는 경남북 지역

의 경우 상 으로 서울지역에 비해 련 홍보물이나 방가이드 등을 자

체 으로 제작할 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표 

5-3 참조).

〈표 5-3〉말라리아․쯔쯔가무시 대비 예방관리 사업 실적

감염병 방을 해서 경남북 지역에서는 주로 방역소독 사업 주로 진

행하고 있었고, 서울지역은 방역소독 외에 방충팬, 방충망 설치 사업 한 

상 으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모기유인 살충기는 서울에 비해 경

남북지역에서 많이 설치하고 있었다.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비율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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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N=12)

경상도지역

(N=10)

방역소독 건수 평균 2905.9건 4067.7건

방충팬 설치 건수 평균 238.3건 0.1건

방충망 설치 건수 평균 275.9건 0.1건

모기유인 살충기 설치 건수 평균 72.8건 134.9건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비율 75% 30%

지역에서 더 높았는데, 이 한 지방지자체의 산 부족에서 비롯된 차이로 

생각된다(표 5-4 참조).

〈표 5-4〉말라리아․쯔쯔가무시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업 실적

제2절 보건사업 운영에 대한 사업담당자의 인식도

감염병 응과 련한 사업 실  외에 숫자로 단하기 힘든 사업의 정

성 인 평가를 하여 사업담당자를 상으로 지자체에서 감염병 응 사업

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몇 가지 사업 역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결과

를 평가하 다.

  1. 말라리아․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사업의 필요성

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방 리사업의 필요성에 해서는 체 으로 

정 인 응답을 하 으며, 특히 경남북 지역의 사업 담당자들이 보다 극

인 응답을 하 다. 특히, 말라리아와 쯔쯔가무시 리를 한 새로운 사업

의 필요성 측면에서도 상 으로 정  답변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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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말라리아․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사업의 필요성 진단

항목 구분
서울지역

(N=12)

경북․경남지역

(N=10)

말라리아․쯔쯔가무시 

관리 필요성

매우 그렇지 않다 - 10.0
그렇지 않다 8.3 10.0
그렇다 58.3 30.0
매우 그렇다 33.3 50.0

말라리아․쯔쯔가무시 예방 

관리사업의 효과성

매우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다 - 10.0
그렇다 58.3 50.0
매우 그렇다 33.3 30.0
모르겠다 8.3 10.0

말라리아․쯔쯔가무시 예방 

관리에 대한 새로운 사업 

필요성

매우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다 50.0 30.0
그렇다 8.3 40.0
매우 그렇다 25.0 30.0
모르겠다 16.7 -

  2. 말라리아․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사업 영역별 인지도

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방 리사업 역을 감시운 체계, 기 응 역

량강화, 방 리  생개선, 방역소독, 사업체계 분야로 나 어 살펴보았

다. 먼  감시운 체계 분야에서는 감염병 리 책반(비상방역 책반) 운

시 책반 참여자의 역할 분담의 명확성, 감염병 웹보고 내용의 정확성, 질

병정보모니터망을 활용한 능동감시의 효과성, 그리고 감염병조기경보제 운

의 효과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체 으로 감시운 체계 운 에 

해 정 으로 자평하 다. 다만 질병정보모니터망을 활용한 능동감시와 감

염병 조기경보제의 효과성에 해서는 서울지역 사업 담당자의 응답이 보다 

정 으로 나타났다(표 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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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말라리아․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사업 영역별 평가: 감염병 감시운영체계

항목 구분
서울지역

(N=12)

경상도지역

(N=10)

감염병관리대책반(비상방역

대책반) 운영시 참여자의 

역할분담 명확성

매우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다 8.3 -
그렇다 25.0 60.0
매우 그렇다 66.7 40.0

감염병 정보시스템(웹보고) 
운영의 정확성

매우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다 - -
그렇다 33.3 40.0
매우 그렇다 66.7 60.0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통한 

능동감시 효과성

매우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다 - 10.0
그렇다 41.7 70.0
매우 그렇다 58.3 10.0
모르겠다 - 10.0

감염병 조기경보제 운영의 

효과성

매우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다 - 30.0
그렇다 16.7 50.0
매우 그렇다 83.3 20.0

기 응 역량강화 분야는 련 매뉴얼 제작  충분한 배포 여부, 주민 

상 감염병 방 교육의 효과성, 질병정보모니터 직무교육의 효과성 등에 

해 질문하 다. 그 결과 체 으로 정 인 응답을 하 으나, 경남북 지

역의 경우 매뉴얼 제작 배포  모니터요원 직무교육 등의 효과성에서는 도

시에 비해 상 으로 부정 인 응답이 있었다(표 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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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말라리아․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사업 영역별 평가: 위기대응 역량강화

항목 구분
서울지역

(N=12)

경상도지역

(N=10)

감염병 발생 매뉴얼 제작 

및 충분한 배포 여부

매우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다 16.7 30.0
그렇다 41.7 50.0
매우 그렇다 41.7 20.0

주민대상 감염병 예방 

교육의 효과적 실시 여부

매우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다 16.7 10.0
그렇다 41.7 70.0
매우 그렇다 41.7 20.0

질병정보모니터 요원 

직무교육의 효과적 실시 

여부

매우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다 - 30.0
그렇다 66.7 70.0
매우 그렇다 25.0 -
모르겠다 8.3 -

방 리  생개선 분야  다문화 가정을 해 다국어로 제작된 교

육 매뉴얼 제작 배포와 련한 사업의 경우 경남북 지역에서는 특히 취약한 

사업으로 나타났다(표 5-8 참조).

〈표 5-8〉말라리아․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사업 영역별 평가: 예방관리 및 위생개선

항목 구분
서울지역

(N=12)

경상도 지역

(N=10)

감염병 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효과적 관리 여부

매우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다 8.3 -
그렇다 41.7 80.0
매우 그렇다 50.0 20.0

다문화 가정을 위해 

다국어로 제작된 감염병 

예방 교육 매뉴얼 배포 

여부

매우 그렇지 않다 8.3 30.0
그렇지 않다 75.0 70.0
그렇다 16.7 -
매우 그렇다 -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의 효과적 전개

매우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다 8.3 20.0
그렇다 50.0 70.0
매우 그렇다 41.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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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방을 한 방역소독 분야의 인식도 조사에서도 

반 으로 경남북 지역보다는 서울지역의 사업담당자들이 보다 극 인 

응답을 하고 있었다(표 5-9 참조). 

〈표 5-9〉말라리아․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사업 영역별 평가: 방역소독

항목 구분
서울지역

(N=12)

경상도지역

(N=10)

감염병 예방을 위해 충분한 

방역소독 실시 여부

매우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다 - -
그렇다 33.3 60.0
매우 그렇다 66.7 40.0

모기퇴치를 위한 방역사업의 

효과적 실시 여부

매우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다 8.3 -
그렇다 25.0 60.0
매우 그렇다 66.7 40.0

설치류 퇴치를 위한 

방역사업의 효과적 실시 여부

매우 그렇지 않다 - 10.0
그렇지 않다 41.7 50.0
그렇다 25.0 30.0
매우 그렇다 25.0 10.0
모르겠다 8.3 -

말라리아․쯔쯔가무시 방 리를 한 반 인 사업체계에 한 인식도 

는 감염병 리 책반 구성원 간 의사소통이나, 공공-민간, 앙-지방간 력, 

그리고 외부 문가 활용 측면에서 조사하 다. 조사결과, 사업체계 분야의 

반 인 사업 여건은 서울지역에서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북 

지역의 70%가 외부 문가의 참여가 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하

여 이를 보완하기 한 앙에서의 기술지원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표 

5-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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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서울지역

(N=12)

경상도 지역

(N=10)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들의 

의식수준 향상

매우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다 16.7 20.0
그렇다 58.3 60.0
매우 그렇다 16.7 20.0
모르겠다 8.3 -

말라리아․쯔쯔가무시 방역소독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

매우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다 16.7 30.0

〈표 5-10〉말라리아․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사업 영역별 평가: 사업체계

항목 구분
서울지역

(N=12)

경상도 지역

(N=10)

감염병관리대책반(비상방역대

책반) 구성원간 원활한 

의사소통

매우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다 - 10.0
그렇다 50.0 80.0
매우 그렇다 50.0 10.0

사업의 수행을 위한 

중앙-지방-민간기관간 적절한 

협력

매우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다 8.3 20.0
그렇다 50.0 80.0
매우 그렇다 41.7 -

사업 계획 및 추진시 

외부전문가의 적절한 참여

매우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다 33.3 70.0
그렇다 33.3 30.0
매우 그렇다 25.0 -
모르겠다 8.3 -

사업결과 한 경남북 지역보다는 서울지역 사업 담당자의 응답이 보다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역소독 사업의 효과  수행, 감염병조기

경보제, 교육․홍보 사업 측면에 있어서 지역간 응답의 차이가 보 다. 이러

한 차이는 반 으로 서울지역에 비해 경남북 지역에서 산이나 인력 부

족 등 가용 자원이 부족한 반면, 담당하여야 할 할지역은 넓고 노인등 상

으로 보호하여야 할 건강취약계층이 많은 등 반 인 사업 여건이 서

울 지역에 비해 좋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표 5-11 참조).

〈표 5-11〉말라리아․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사업 결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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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서울지역

(N=12)

경상도 지역

(N=10)
그렇다 41.7 70.0
매우 그렇다 41.7 -

감염병조기경보제, 예보시스템에 

대한 평가․모니터링 수행 여부

매우 그렇지 않다 - 10.0
그렇지 않다 16.7 60.0
그렇다 58.3 20.0
매우 그렇다 25.0 -
모르겠다 - 10.0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사업에 

대한 평가․모니터링 수행 여부

매우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다 33.3 50.0
그렇다 41.7 50.0
매우 그렇다 25.0 -

  
제3절 소결

서울  경상도 지역 지자체의 곤충  설치류 매개 감염성 질환의 건강

응 책 황을 살펴보기 해여 사업운 실   담당자의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 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 을 도출하 다.  

조사결과, 지역별로 감염병 매개체 감시 체계를 운 하는 것이 요한데.  

모기의 경우 서울지역의 감시사이트 수와 함께 정보공개 수 이 높았다. 지

역주민이 매개감염병에 히 비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한 실 은 

서울 지역의 경우 말라리아 련 실 이 높은 반면, 경상도 지역은 쯔쯔가

무시 련 실 이 더 높았으며, 취약지역 주민들에 한 감염병 방교육도 

비슷한 양상을 보 다. 이는 서울은 상 으로 말라리아 발생 험이 더 높

고, 경상도 지역은 쯔쯔가무시 발생 험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곤충  설치류 매개감염병 방을 해서 경상도 지역에서는 주로 방역

소독 사업 주로 진행하고 있었고, 서울지역은 방역소독 외에 다양한 사업

이 진행하고 있었다. 한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비율은 서울지역에서 

더 높았는데, 이는 지방지자체의 산 부족에서 비롯된 차이로 생각된다.

두 지역 모두 사업담당자들은 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방 리사업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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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에 해서는 체 으로 정 인 반응을 보 으며, 특히 경상도 지역

의 사업 담당자들이 보다 극 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상도 지역에

서는 기 응 역량강화 분야 등에서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 반  사업 여건은 서울지역에서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도 

지역은 기술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곤충  설치류 매개감염병에 한 사업실 과 담당자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반 으로 서울과 경상도의 지역  특성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담당자의 인식도 정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상도 지역의 

산이나 인력 부족 등 가용 자원이 부족한 상황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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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폭염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의 건강영향

  1. 폭염에 의한 건강 영향

2008년 4월 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보건의 날 테마를 ‘기후변화

로부터의 건강보호’로 정할 만큼 최근의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세계 인류의 건강과 삶에 직․간 인 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건강에 

한 기후 변화의 악 향은 건강과 련한 다른 요소들, 즉 기후 변화를 제

외한 인간의 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과 상호작용하여 그 향력의 크

기가 다르게 나타난다(Rosenthal & Jessup, 2009). 기후 변화를 제외하고 

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소 에서, 질병은 특히 건강에 향을 미치는 직

인 련 요소이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인구집단은 그 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생물학 으로 약자에 속하기 때문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인구집단에게 

미치는 기후 변화의 향은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구집단에 비해 상

으로 크다. 게다가 그 특정 질병이 기후 변화에 민하게 반응하는 종류

의 질병일 경우 건강에 미치는 향은 보다 치명 일 것이다. 

인간의 반 인 생활환경은 물론, 건강 상태에 향을 미치는 기후 변화 

, 표 인 것으로 혹한과 폭염을 들 수 있다. 특히 폭염의 경우, 갈수록 

심화되어가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인간의 삶에 한 향력이  더 확

될 것으로 상하고 있다. 폭염이 미치는 향은 인구집단 사이에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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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인구집단 사이에서도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987년 아테네에서는 폭염 련으로 분류되는 사망자수가 926명이었으

나, 잠정 으로는 폭염으로 인한 2000명 이상의 과 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폭염의 향에 한 분석이 거의 없어서, 

아직 근거가 크게 입증되지 않았지만 인도에서는 1998년 7월 10주 이상 고

온이 지속되어 2,600명이 사망하 고 Ores에서는 49.5℃가 넘어 1,300명이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다. 특히 델리에서는 력 문제로 인한 향이 냉방시

스템과 병원 서비스에 부정  향을 미쳐 건강에 한 폭염의 향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WHO, 2003).

Martiello 외(2010)는 폭염과 사망  이환의 계를 분석하기 해 

2009년 12월까지 어로 발표된 연구를 검색하여 정리하 는데 이들 연구

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과사망이 지구 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건강 향을 측정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는데 주

로 사망에 한 것이다. 연구들에 따르면, 혹서 기간 동안 사망자의 사망원

인을 조사하 는데 내분비  양 사 질환 43.0%, 순환기계통 질환 

30.5%, 호흡기계통 질환 43.8%으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 다. 그리

고 인구학  특성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사망자수가 75.3% 증

가하여 고온 노출에 민감하 는데 노년층 에서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이별 는 사별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사망자수 증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상연구소 기후연구실(2005)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폭염기간은 향후 계

속 증가할 것으로 상되며 2060년도에는 4℃, 2090년도에는 6℃ 이상 증

가할 것으로 측되었다. 서울의 경우 29.9℃ 에서 1℃ 상승할 때마다 사망

률이 3.0% 증가하고, 폭염이 7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9%이상 사망이 증

가(김소연, 2004)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때 주된 사망 원인은 호흡기

계, 내분비계, 순환기계 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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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망은 반드시 고열과 련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심장 질환, 당뇨

병, 고 압, 호흡기 질환, 사고, 경련 등 다양한 이유로 증가한다. 일반 으

로 65세 이상, 특히 85세 이상 고령층이 크게 취약하며 당뇨병, 심 계 

질환, 추신경계 질환, 만성병 환자, 우울증 환자, 신체장애 등을 가진 환

자의 경우 폭염 기간의 건강 고 험군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폭염 상으

로 인한 건강 피해는 사회경제  수 , 성, 연령, 인종, 가족과의 동거 상태 

등 다양한 인구학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고혈압 환자의 열 스트레스 관련 요인

더 에 한 인체 순응은 5~6일이 지나면 가능하지만 완 한 순응은 5~6

년 걸린다. 무더 는 식욕을 낮추고 팽창으로 인한 액순환 속도를 빠

르게 하며 땀을 많이 흘리게 한다. 그리고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었을 때, 세

포손상으로 효소의 변성 는 비활성화, 세포막 괴로 단백질 합성 장애, 

열 스트 스로 인한 심장의 부담이 증가된다. 이때 주요 증상으로 일사병, 

탈진, 열 기 , 만성질환자의 사망 험 증가 등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Glen et al., 2010).

이처럼 폭염과 같은 고온 상에서 열 스트 스(heat stress)는 고온과 

련한 질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 계  뇌 계에 간 으

로 향을 미치게 된다. 열 스트 스(heat stress)에 노출이 되면 체온이 증

가하게 되어 부신피질자극호르몬(ACTH)이 향을 받는다(Gagge and 

Gonzalez, 1996). 이 호르몬은 특히 스트 스에 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시상하부의 조 로 인해 방출되는 성장호르몬, 베타 엔도르핀, 노어에

피네 린, 코티졸 등이 증가된다.

스트 스의 생리  작용은 첫째, 뇌와 스트 스를 받은 부 의 양분  

산소 공 의 증가 둘째, 심장과 벽의 긴장도 변화로 인한 압 상승  

심장 박동수 증가 셋째, 호흡수 증가 넷째, 리코겐 형성  지방 분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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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섯째, 유해물질 해독작용 여섯째, 성장과 생식 기능 하 일곱째, 염증

에 한 면역기능 정지 등이다.

고 압 환자의 열 련 질환에 한 감수성은 생리  응능력부터 지역 

환경, 사회경제  환경까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기후 변화에 한 

노출의 향은 노출 인구집단의 취약성에 따라 달라진다. 심장질환, 당뇨와 

같이 폭염 련 건강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다른 심각한 질환의 부담이나 

연령과 같은 상자 개인의 요인이 요하다. 사회경제  요인 한 취약성

을 결정하는데, 경제  상태가 나쁘거나, 사회 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폭염

으로 인한 사망의 부담이 더 크다. 높은 습도, 원활하지 않은 공기 흐름, 항

콜린 효능성 약과 같이 증발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체온을 증가시키고 결국 

생명을 하는 열사병을 일으키거나 만성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Matthies et al., 2008). 

극단 인 날씨가 심 질환에 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다. 직

으로 스트 스와 불안감이 심근경색, 심정지  스트 스와 연 된 심

근병증 발생과 연 성이 있다. 간 으로는 재난성 기후로 인해서 만성질

환에 한 의학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심 질환을 가진 

환자가 증상 악화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Liao 외(2010)는 기후변화가 심 질환에 미치는 향과 경제  손실을 

조사하 고 1971년부터 2006년 동안 패 자료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 기

온의 변화가 1% 증가하면 심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0.226% 증가하

다. 이 자료에 IPCC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용하면 약 1.2~4.1%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haskaran 외(2010)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국의 15개 도시 주민을 

상으로 2003~2006년 동안 성심근경색으로 입원한 기록을 분석한 연구에

서는 기온이 1℃ 감소함에 따라 성심근경색증  발생 험이 

2.0%(95% CI: 1.1%~2.9%) 28일까지 나타났다. 그리고 심 질환 발생 

험이 증가하는 시기는 2-7일  8-14일 째로 나타났다. 상 으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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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심근경색증에 미치는 부정 인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

심근경색증 발생 험이 높은 경우는 이 에 심장질환을 앓은 이 있는 

75~84세 노인이었으며, 아스피린 복용환자는 상 으로 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Basu와 Samet(2002)가 1957년부터 2002년까지 나온 98개 논문을 고찰

한 바에 의하면 극단  고온은 심 질환에 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 다. 

윤석  등(2010)의 연구에서 뇌 질환과 심장질환의 기후변화로 인한 질

병부담은 6.85 DALY/1,000명으로 추산되었다. 폭염에 의한 질병부담은 

5.17 DALY/1,000명이었으며 이  허 성심질환  뇌졸 이 차지하는 

비 은 3.12로 약 60.3%에 해당된다. 연령별 질병부담을 살펴보면 두 질환 

모두 65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수 을 보 다. 한 두 질환 모두 남성의 

질병부담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폭염 관련 적응 대책 및 중재

기후변화와 공공보건정책에 해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이나 정책입안자들

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폭염 련 질환  사망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폭염

에 의한 건강문제 한 방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폭염에 한 각 

지역의 특성  인구집단의 특성 등에 따라 공공보건정책을 극 으로 실

천한다면 폭염으로 인한 질병 이환과 사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극 인 보건 정책의 응 략으로는 폭염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기

타 보건연락망을 활용하며, 에어컨을 더 많이 사용한다거나, 외부 활동을 자

제하고 일 차단복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폭염과 같은 기후변화는 특히 고 압 등의 만성질환을 안고 살아가는 

상자들에게 신체 , 심리  스트 스원으로 작용하여 궁극 으로는 이들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게 된다. 

Appley와 Trumball(1967), Glass(1977), Lazarus(1976), Sarajon(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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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어떠한 상황 한 가지나 개인의 소인만으로는 스트 스 요인이 되지 않

는다고 하 다. 스트 스의 발생은 개인의 취약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

았으며, ‘취약성’을 신체  소인과 지각 인지 평가  처능력과 련된 용

어로 사용하 다. 취약성은 특수한 상황에 한정되기도 하고, 일반 인 경우

에 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스트 스-취약성 모델은 환경 내의 자극 특

성과 이에 한 반응의 매개체로서 개인의 특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고 압 

환자들의 폭염 처능력을 증진시키기 한 포 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 이지만, 아직까지 고 압 환자에게 용한 폭염 처능력 증진 로그

램이나 보건학  재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즉흥 연구나 합창과 같은 능동  음악활동은 만성질환자의 불안, 축, 

인 계 등의 심리사회  기능을 개선시킬 뿐 아니라 스트 스 호르몬의 

분비를 변화시켜 호흡양상, 압 등의 신체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정성희, 2004). 한 동작은 신체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 

외에 심리  기능과 련성이 있어 피로감이나 자아 존 감을 개선시킴으로

써 삶의 질 증진에도 효과 임이 밝 진 바 있다(최희정 외, 2002). 따라서 

음악과 동작의 두 가지 요소를 통합한 포  로그램을 구성하여 폭염에 

취약한 고 압 환자에게 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상자들의 신체심리사회

 처 능력 증진과 아울러 건강행태나 의료이용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 한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폭염에 취약한 고 압 환자를 한 포  

로그램을 개발하고 용함으로써 그 재 효과를 실험 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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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활   동 소요시간

준비활동 ․인사: 마음의 문 열기 10분

본 활동

․질병 및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보조요법:
  - 전신운동

  - 음악활동

  - 회상요법이나 마사지요법

20분

10분

50분

20분

정리활동
․질의응답

․자신과의 약속
10분

제2절 보건학적 중재 개발 및 적용

  1. 폭염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의 개발

가. 폭염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고 압 환자로 하여  폭염에 한 스트 스 응력을 향

상시키기 해 연구자가 교육, 음악, 유연성운동을 심으로 개발한 포  

로그램을 용하고자 한다. 본 로그램의 내용은 비 활동, 본 활동  

정리 활동의 3개 역으로 구성되는데, 비활동은 마음의 문열기이며 본 

활동은 기후와 질병에 한 교육이 주를 이루며, 이완증진을 한 보조 요

법으로 신운동, 음악활동, 회상요법, 마사지요법 등을 실시하고, 정리 활동

은 질의응답, 자신과의 약속 등으로 구성된다(표 6-1 참조). 

〈표 6-1〉폭염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의 개요

나. 교육자료 개발

기후변화, 폭염, 질병 리 등에 한 문헌고찰을 근거로 매회 약 20분 

분량의 교육내용을 워포인트로 작성한 후 책자를 만들어 상자들에게 배

부하 다. 8회에 걸쳐 실시된 교육의 구성은 <표6-2>와 같으며, 주차별 교

육내용은 [그림6-1]에 제시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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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고혈압 및 심뇌혈관질환과 폭염 교육내용 구성

주 내    용

1 폭염과 스트레스 관리 필요성

2 고혈압 특성

3 고혈압 합병증

4 폭염과 온열질환의 특성

5 영양관리 및 약물이해

6 운동 관리

7 스트레스/ 열 스트레스 관리

8 종합 및 정리

〔그림 6-1〕주차별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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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조요법 개발

보건학  재인 교육의 효과를 극 화하고 폭염에 한 상자의 신체  

처능력을 증진하며 극 인 상자 참여를 유도하기 한 방안으로 신

운동, 음악활동, 이완요법 등을 개발하 다.  

1) 신운동 개발

  가) 배경음악 비

의 유연성을 증진시키기 한 신운동의 배경음악은 일반인에게 익

숙한 한국방송공사(KBS)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새천년 국민체조」배경음

악의 일부를 선택하여 본 연구 상자의 신체  조건과 운동의 특성에 맞도

록 체 길이와 빠르기  마무리 곡을 재구성하고 간단한 동작 구령을 삽

입하여 편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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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운동 동작 개발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한 신운동으로, 목운동, 손목운동, 손운동, 어깨

운동, 허리운동, 다리운동, 무릎운동, 발목운동, 마무리 운동의 총 34가지 동

작을 앉아서 혹은 일어서서 하도록 총 10분 정도의 분량으로 구성하 다. 

본 동작은 간호학과 교수, 보건학 교수의 자문을 받아 개발하 으며 비활

동 동작의 구성내용은 아래와 같다.

<앉아서 하는 운동>

․ 목운동 - 고개 앞으로 기울이기, 고개 뒤로 젖히기, 고개 좌우로 돌리  

             기, 고개 으로 기울이기, 두 턱 만들기

․ 손목운동 - 손목 아래로 굽히기, 손목 로 굽히기, 손목 돌리기

․ 손운동 - 손바닥 서로 기, O자 만들기, 주먹 쥐기, 손가락 펴기

<일어서서 하는 운동>

․ 어깨운동 - 양팔 으로 들기, 손등이 로가게 하기, 손바닥이 로  

               가게 하기, 손바닥 마주보기, 손등 마주보기, 팔꿈치 맞   

               기, 팔을 양 으로 펴기, 팔 잡고 들기, 등 기

․ 허리운동 - 허리 앞으로 굽히기, 허리 좌우로 굽히기, 허리 돌리기

․ 다리운동 - 다리 앞으로 뻗어 올리기, 다리 뒤로 뻗어 올리기, 의자잡  

               고 앉기, 일어서기

<앉아서 하는 운동>

․ 무릎운동 - 무릎 펴고 발끝 잡아당기기, 무릎 교차하여 힘주기

․ 발목운동 - 발끝 들기, 발뒤꿈치 들기, 발목 돌리기

․ 마무리 운동 - 숨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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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  제 내 용

1 나를 소개해요 내가 좋아하는 4가지/나의 살던 고향/찔레꽃

2 나 어렸을 적에 학교종/둥근달/오빠생각/노랫가락 차차차/보물찾기

3 이팔청춘 열일곱살이에요/낭랑18세/열아홉순정/십오야

4 결혼 갑돌이와 갑순이/새색시 시집가네/즐거운 잔칫날

5 좋아졌네 서울구경/새마을 노래/좋아졌네/해뜰 날

6 인생이란 돈 때문에/님과 함께/그대 없이는 못 살아/짠짜라

7 노년 사랑/칠순의 노래/희망가

8 rhythm for life 에크쉐이커 활동/드럼써클/울릉도 트위스트

2) 음악활동 개발

  가) 음악 선곡

음악 치료 문가와의 의를 통해 상자의 나이, 교육수  등에 맞게 

음악의 속도, 길이, 장르 등을 고려하여 곡을 선정한다. 

  나) 악기 비

연주에 필요한 악기로서 드럼, 핸드 터치벨, 에그쉐이커, 마라카스, 카주, 

카바사, 아고고벨, 스카  등을 비한다.

  다) 주차별 음악활동 로그램 구성

주차별 음악활동은 노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정서에 맞는 곡을 선정

하 으며, 구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6-3 참조).

〈표 6-3〉주차별 음악활동 프로그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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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상요법 개발

  가) 회상요법 비

회상요법은 화를 통해 과거에 한 기억을 자연스럽게 되돌아 볼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기억력 향상을 도모하고, 과거의 해결되지 않은 감

정을 화를 통해 표출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피드백을 주고받으

면서 자기 자신과 타인에 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말한

다(권 돈 외, 2002). 해당분야 문 간호학 교수와의 자문회의를 거쳐 본 

로그램의 회상요법 내용과 진행에 해 논의한 후 총 4회에 걸쳐 회상요

법을 진행하 다. 회상요법의 구체 인 내용은 가  교육기간 내의 음악

치료 로그램 내용과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비함으로써 로그램간의 연

결성을 유지하고 효과를 증 시킬 수 있도록 하 다.  

  나) 회상요법의 주제와 진행방법(표 6-4 참조)

① 회상의 주제선정

회상요법에서 주로 활용한 주제는 어린 시 (태어난 곳, 태몽, 고향집), 

첫 사랑, 가족(결혼, 자녀분만과 양육), 내가 좋아하는 것들(친구, 가장 좋아

하는 음식, 즐겨 듣거나 부르던 옛 노래) 등이 있다. 

② 집단회상의 진행방법

1회당 30분씩 정도의 모임을 갖는다. 집단회상의 진행자인 간호학 교수

가 삶의 경험과 노인들의 심사를 근거로 회상의 주제를 선택한다. 회상방

법은 어린 시 의 기억으로부터 화를 시작하여 차 성인시 로 옮기는 

진 인 시차순 토론방법을 사용한다. 자발  회상을 일으키게 하는 효과

인 도구로써 음악을 이용한다.

- 회상을 시작하기  비동작으로 이완을 유도한다(풍선을 이용한 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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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주  제 내 용 준비물

3
내 고향과 

어린시절

․자신의 고향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 

야기를 나눈다.
․어린 시절 가지고 놀았던 놀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직접 실행

해본다.

․관련사진이나 그림

․구슬, 딱지, 공기, 
윷 등

4 첫 사랑

․처음 좋아했던 사람과 갔던 곳을 소 

개하면서 이야기나눈다.
․또는 결혼했을 당시 풍경을 말하거나 

결혼생활 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 등을 

말한다.

․관련사진이나 그림

5 가족
․이름, 가족관계 등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관련사진이나 그림

6
내가 좋아하는 

것들

․가장 친한 친구, 친구와의 추억 등을 

이야기 한다.
․가장 좋아하는 과일, 계절, 꽃 등에 대

해서 이유를 말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관련사진이나 그림

    가벼운 손동작 등). 

- 그 다음 주제를 소개한다. 

- 상자들이 반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며 조용하고 차분한 분   

    기에서 주제에 해 이야기를 나 다. 

〈표 6-4〉회상요법 내용 구성

  2. 폭염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의 적용

가. 프로그램 설계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 압 환자로 하여  폭염에 한 스트

스 응력을 향상시키기 한 것으로, 로그램에 8주 동안 참여하는 

재군과 참여하지 않는 조군 간의 신체심리사회  변수  질병 련 특성

을 비교하는 유사실험 연구로서 비동등성 조군 후 실험설계의 유사 실

험연구이다(그림 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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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폭염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설계

중

재

군

▶

사전

(1주차)

․일반적 특성

․질병관련특성

․신체반응측정

․폭염관련경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반응

․지식측정
▶

보건학적 중재

<폭염 스트레스 

완화프로그램(8회)>

1) 보건교육

2) 보조요법

․전신이완운동

․음악활동

․회상요법

▶

사후

(8주차)

․질병관련특성

․신체반응측정

․폭염관련경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반응

․지식측정

대

조

군

▶

사전

(1주차)

․일반적 특성

․질병관련특성

․신체반응측정

․폭염관련경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반응

․지식측정
        ▶          

사후

(8주차)

․질병관련특성

․신체반응측정

․폭염관련경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반응

․지식측정

재군은 1주차 시작 에 사 조사(일반  특성, 질병 련특성, 신체반

응측정, 고 압 자기효능감, 스트 스 반응, 지식측정)를 실시하고 매주 1회

씩 총 8회의 폭염스트 스 완화 로그램을 시행하 다. 이후 8주차 종료 

후 사후조사(질병 련특성, 신체반응측정, 폭염 련경험, 고 압 자기효능감, 

스트 스 반응, 지식측정)를 실시하 다. 

조군은 1주차에 사 조사(일반  특성, 질병 련특성, 신체반응측정, 고

압 자기효능감, 스트 스 반응, 지식측정)를 하고, 각 상자별로 사 조

사 이후 8주차가 되는 2012년 6월 29일부터 2012년 9월 14일의 기간  

상자가 외래 진료를 해 보건소를 방문하 을 때 조사자가 면담하는 방

식으로 사후조사를 실시하 다. 상자 윤리문제에 한 보완책으로 조군

에게도 재 로그램을 몇 차례 제공하고자 계획하 으나 상자들이 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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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와 기타 개인  사유로 인해 로그램 참여를 희망하지 않아, 사후조사

가 끝난 조군에게 재 로그램에서 사용한 보건교육책자를 제공하는 것

으로 신하 다.  

재군과 조군의 사 조사  사후조사는 연구보조원 3인이 실시하

으며, 조사 에 이들을 일정기간 훈련시킴으로써 자료수집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하여 연구의 내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 다. 시

력 하를 호소하는 경우를 제외한 상자 모두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지를 작

성하 다. 질문지는 총 1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1인당 약 30분 정도 다. 

1) 상자 선정 

본 연구는 서울시 D구 보건소에 등록된 고 압 환자  개인정보활용 동

의서를 제출하고,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를 상으로 하 으며, 다

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 다.

①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한 면담과 조가 불가능한 환자

② D 보건소에 등록된 고 압 환자  질병과 련된 일반 보건소 로  

     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자

③ 독립 인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청력장애가 있으며 언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자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한 연구표본의 크기는 Cohen의 공식에 따

라 재군  조군 각각 한 군에 16명이 요구되지만 도 탈락자를 상

하여 43명( 재군 22명, 조군 21명)을 상자로 선정하 다. 상자 43명 

 재 시작 후에 개인  건강상태의 악화, 무더 , 거리상의 문제 등의 이

유로 도포기한 재군 4명과 여행  건강상의 문제로 사후조사 거부의사

를 밝힌 조군 2명을 제외한 37명( 재군 18명, 조군 19명)이 최종 분

석에 포함되었다. 



제6장 기후변화 건강적응을 위한 보건학적 중재 개발∙161

본 연구는 자료수집에 앞서 서울 학교 간호 학의 연구 상자보호 심사

원회(Institutional Review of Board)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와 

승인을 받았다. 연구 상자를 보호하기 해 상자에게 연구 내용과 연구 

참여 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음을 구두와 서면을 통해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를 시작하 다. 

나. 결과변수 측정도구

1) 인구학  특성  임상  특성 조사

인구학  특성은 상자의 연령, 성별, 교육 정도, 동거 유무  동거가

족, 경제  상태를 조사하 다. 임상  특성은 압  맥박을 의료용 자

압계(오므론 디지털 자동 압계 IA2, 일본)를 이용하여 조사하 다.

2) 폭염에 한 경험

폭염경험 질문지는 기후변화 련 연구자가 보건학 공자 2인의 자문을 

받아 문항을 개발했으며, 하  4문항을 포함하여 총 15문항으로 구성하 다. 

질문지의 주요 내용은 기후  폭염 련 정보 획득 경험과 폭염 상  

처방법에 한 경험이다. 

  

3) 스트 스 반응 정도

고경  외(2000)가 개발한 스트 스 반응척도는 4가지 스트 스 반응, 즉 

감정 , 신체 , 인지 , 행동  반응들이 포함된 스트 스 척도로서 모두 

3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는 환자가 1주일간 경험한 스트

스 반응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긴장, 공격성, 신체화, 분노, 우울, 피로, 좌

과 같은 7개의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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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아주 그 다(4 )’까지 5  척도로 평가되며, 수의 범 는 0~156

이다. 도구개발 당시 내 일치도는 7개 하 척도의 Cronbach's α가 

.76~.91, 척도 체의 Cronbach's α가 .97이었으며, 최란 등(2010)의 연구

에서 7개 하 척도의 Cronbach's α가 .9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척도 체

의 Cronbach's α는 .97이었다.  

4) 고 압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특정행동을 성공 으로 수

행할 수 있는 자신감의 지각정도를 의미한다(Bandura, 1977). 본 연구에서

는 박 임(1994)이 개발한 10문항의 고 압 자기효능감 도구를 이용하 으

며, 수의 범 는 10~100 이고 수가 높을수록 고 압 자기 리행 에 

한 자신감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가 .66이

었으며 조규  등(200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4이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745이었다.

5) 고 압 리 지식정도

고 압 리에 한 지식 측정도구는 고 압의 원인과 치료  섭생에 한 

내용  필요성 등에 한 지식을 악하기 해 이향련(1985)이 개발하고 

이 휘(1995)가 수정한 20문항의 도구로, 각 문항의 내용에 해 ‘맞다’, 

‘틀리다’, ‘모른다’로 응답하며 정답은 1 , 오답은 0 을 부여함으로써 최

 0 에서 20 까지이며 수가 높을수록 고 압 리 지식수 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6) 폭염 처 지식정도

폭염 처방법에 한 지식 측정도구는 보건복지부(2010)의 폭염 응 건

강 리 매뉴얼   Hajat, O'Connor와 Kosatsky(2010)  Glazer(200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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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한 문항을 보건학 교수 2인  간호학 

교수 1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 보완하여 총 18문항으로 구성하 다. 각 문

항의 내용에 해 ‘맞다’, ‘틀리다’, ‘모른다’로 응답하며 정답은 1 , 오답

은 0 을 부여함으로써 최  0 에서 18 까지이며 수가 높을수록 폭염

처 지식수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 폭염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운영 과정

1) 로그램 용기간  횟수

2012년 7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8주 동안 총 8회의 재 로그램을 

용하 다. 시간은 매주 월요일 오  10시부터 12시까지 약 120분간 실시

하 다. 

2) 장소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선정된 서울의 13개 폭염 취약지역  

로그램 참여를 수락한 D지역 보건소 분소 내 보건교육실을 이용하 다.

3) 로그램 운  방법  차

보건교육 로그램은 매주 약 15분 정도 분량으로 워포인트를 이용하여 

강의  토론과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진행하 으며 교육책자를 개별 배부하

여 반복학습이 가능하도록 하 다. 신운동은 약 10분으로 구성된 운동으

로 매주 약 5~7가지 동작을 시범보이면서 개별 인 지도를 통해 방법과 순

서를 익히도록 하 다. 음악활동은 문 음악치료사가 진행하 는데, 본 활

동의 기본  활동인 노래, 타악기 연주(조각 실로폰, 탬버린 등)와 율동  

동작을 약 40분간 실시하 다. 율동  동작은 음악에 맞추어서 의자에 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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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로, 일어서거나 걸으면서, 혹은 원형으로 돌면서 상지․하지를 비롯한 

신의 역동  동작을 실시하 다. 로그램의 다양화와 참여 상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탈락률을 막기 해 로그램 간에 이완요법을 실시하 다. 이

완요법으로 회상요법과 손마사지를 실시하 다. 회상요법은 회상요법을 연구

하고 직  시행한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가 진행하 다. 마사지 요법의 

경우 연구자와 연구보조인들이 직  시행하 으며 상자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매 주차별 로그램에 한 소감을 참여자가 서로 공

유하고 유연성 운동을 각 가정에서도 실천하도록 자신과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무리를 해 인사를 나 고 다음번 일정을 확인하고 꾸 한 참여

를 격려하 다. 참여율을 높이기 해 연구보조원이 재기간 내내 다음번 

시행일로부터 2일 에 개별 화 통화를 실시하 다.

〈표 6-5〉주차별 폭염스트레스 완화프로그램 진행내용

내 용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과정안내 O 종합

혈압측정 O O

보건교육 O O O O O O O O

음악활동 O O O O O O O O

전신운동 O O O O O O O O

회상요법 O O O O

마사지요법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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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보건학적 중재의 적용 결과

수집한 자료는 SPSS 19.0을 이용하여 유의수  p=.05로 설정하여 다음

과 같이 분석하 다.

1) 재군과 조군의 특성  인구사회학  특성과 질병 련 특성   

     폭염 경험, 스트 스 반응, 지식정도는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 다.

2) 재군과 조군의 일반  특성  압, 스트 스반응, 고 압 자기  

     효능감, 지식정도의 사  동질성 검정은 χ²-test, t-test를 이용하 다.

3) 재 후 재군과 조군의 압, 스트 스반응, 자기효능감, 지식정도  

     의 차이는 t-test를 이용하 다.

  1. 중재 결과

가. 대상자의 동질성 검정

1) 인구사회학  특성

 <표 6-6>은 본 연구에 참여한 재군과 조군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실수와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상자의 평균연령은 70세, 연령의 범

는 54~82세 고 60세 미만인 경우가 재군 1명(5.6%), 조군 2명

(10.5%)으로 두 군 간에 연령의 차이가 없었다. 상자의 성별은 재군 남

녀 50%  50%, 조군 남녀 47.4%  52.6%로 두 군 모두 약 1  1의 

성비를 나타내었다. 평균교육기간은 9.7년이었으며, 재군과 조군 모두 

고교 퇴에서 고졸이하의 학력이 가장 많은 분포( 재군 44.4%, 조군 

52.6%)를 나타내어 두 군간 교육기간의 차이가 없었다. 주거형태는 자가인 

경우가 재군 9명(50%), 조군 9명(47.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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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재군

(n=18)

대조군

(n=19) χ² or t p

n(%) n(%)

성별
남자

여자

9(50)
9(50)

9(47.4)
10(52.6)

.470 .829

나이

50-59
60-69
70-79
80-85

1(5.6)
11(61.1)
4(22.2)
2(11.2)

2(10.5)
4(21.1)
13(68.4)

0(0)

-.640 .527

평균 69.1(7.3) 70.7(8.0)

동거인(복수응답)

혼자

배우자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기타

5
13
6
3
0
0

3
13
11
4
0
0

- -

교육기간(년)
≤9

9<, ≤12
12<

7(38.9)
8(44.4)
3(16.7)

8(42.1)
10(52.6)
1(5.3)

.607 .548

평균 10.1(4.5) 9.3(3.3)

주거형태
자가주택

전세

9(50)
5(27.8)

9(47.4)
7(36.8)

3.244 .355

이 세( 재군 27.8%, 조군 36.8%)이고, 재군 3명(16.7%), 조군 1

명(5.3%)은 무허가주택이나 임 아 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 상자의 

78.3%(29명)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며 의료보호인 경우는 재군 5명

(27.8%), 조군 3명(15.8%)이었다. 직장이 있는 상자는 재군 2명

(11.1%), 조군 3명(15.8%)으로 체의 13.5%를 나타냈다. 생활비를 제

외한 한달 용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재군 3명(16.7%), 조군 11명

(57.9%)이었고, 41만원 이상이 재군 8명(44.4%), 조군 4명(21%)이었

으나 두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본인들이 생각하

는 자신의 재 경제  안정 수 은 보통 이상이 재군 11명(61.1%), 

조군 9명(47.4%)으로 나타났다.

 

〈표 6-6〉중재군, 대조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집단 간 동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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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재군

(n=18)

대조군

(n=19) χ² or t p

n(%) n(%)

월세

기타

1(5.6)
3(16.7)

2(10.5)
1(5.3)

의료보험종류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

5(27.8)
13(72.2)

3(15.8)
16(84.2)

.085 .771

직업유무
예

아니오

2(11.1)
16(88.9)

3(15.8)
16(84.2)

.670 .419

한달 사용 용돈

(만원)

0~10
11~20
21~30
31~40
41~50
51~

2(11.1)
1(5.6)
4(22.2)
3(16.7)
4(22.2)
4(22.2)

5(26.3)
6(31.6)
2(10.5)
2(10.5)
2(10.5)
2(10.5)

7.035 .218

경제적 안정 

수준

매우 안정적

비교적 안정적

보통

조금 불안정

매우 불안정

1(5.6)
6(33.3)
4(22.2)
3(16.7)
4(22.2)

1(5.3)
5(26.3)
3(15.8)
5(26.3)
5(26.3)

5.667 .225

 

2) 재  압, 스트 스 반응, 고 압 자기효능감, 지식정도감

폭염 스트 스 완화 로그램 재  결과변수  압에 한 재군

과 조군의 동질성 검정 결과는 <표 6-7>과 같다. 재  수축기 압은 

재군이 135.1(±19.37)mmHg, 조군이 126.1(±15.27)mmHg로 집단 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561, p=.127). 이완기 압 한 

재군 79.4(±10.04)mmHg, 조군 73.3(±10.43)mmHg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t=1.818, p=.078). 

고 압 자기효능감은 재군 691.1(±119.40) , 조군 752.6(±98.98)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710, p=.096). 고 압 리에 한 지식정

도는 재군 11.9(±3.52) , 조군 13.2(±3.34) 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

압 리 지식을 묻는 항목별로 살펴본 정답율의 차이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6-8, 표 6-9, 표 6-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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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처에 한 지식정도는 재군 11.1(±4.00) , 조군 12.0 (±2.51

)으로 나타나 두 집단은 지식정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폭염 처에 한 지식 개별 항목에 한 정답율의 편차는 다양하게 나타났

다(표 6-11 참조). 

스트 스 반응 정도는 재군 39.9(±33.58) , 조군 29.7(±21.88) 으

로 두 집단의 차이가 없었다(t=1.101, p=.278). 다만 스트 스 반응을 측정

하는 개별 항목에 한 정답율 차이는 다양한 양상을 보 다(표 6-12, 표 

6-13 참조). 

〈표 6-7〉중재군, 대조군의 혈압수치 및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결과변수
중재군(n=18) 대조군(n=19)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수축기혈압 135.1 19.37 126.1 15.27 1.561 .127

이완기혈압 79.4 10.04 73.3 10.43 1.818 .078

〈표 6-8〉중재군, 대조군의 고혈압 자기효능감 및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결과변수
중재군(n=18) 대조군(n=19)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고혈압 자기효능감 691.1 119.40 752.6 98.98 -1.710 .096

〈표 6-9〉중재군, 대조군의 고혈압관리지식정도 및 집단간 사전 동질성

결과변수
중재군(n=18) 대조군(n=19)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고혈압관리지식정도 11.9 3.52 13.2 3.34 -1.168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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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0〉중재군, 대조군의 고혈압관리지식정도에 대한 정답율-중재 전

고혈압관리 지식 항목

중재군

(n=18)

대조군

(n=19)

n(%) n(%)

1.개인의 혈압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일정하다 15(83.3) 13(68.4)

2.고혈압은 140/90mmHg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6(33.3) 10(52.6)

3.고혈압은 유전적 소인이 있는 질병이다 8(44.4) 11(57.9)

4.고혈압은 주로 중년층에서 발생하는 성인병이다 10(55.6) 14(73.7)

5.연령과 성별은 고혈압과 관계가 있다 5(27.8) 8(42.1)

6.고혈압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저혈압이다. 3(16.7) 4(21.1)

7.고혈압이 되면 어지러움이나 두통과 같은 심한 증  

상이 항상 있다 
11(61.1) 5(26.3)

8.고혈압이 심해지면 심장, 신장, 뇌 등의 장기에    

합병증이 초래된다
9(50) 16(84.2)

9.고혈압은 반드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3(16.7) 2(10.5)

10.고혈압은 평생동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18(100) 18(94.7)

11.고혈압이 있어도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
13(72.2) 16(84.2)

12.고혈압을 꾸준히 관리하면 합병증을 막을 수 있  

다
14(77.8) 16(84.2)

13.고혈압으로 인한 중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16(88.9) 18(94.7)

14.고혈압약을 먹기만 하면 건강습관을 반드시 지키  

지 않아도 된다
15(83.3) 17(89.5)

15.혈압이 일단 조절되면 안전하게 약을 끊을 수  

있다
13(72.2) 14(73.7)

16.혈압약은 한번 복용하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하므로 

되도록 나중에 먹기 시작하면 할수록 좋다
10(55.6) 12(63.2)

17.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심장발작이 올 수 있  

다
9(50) 15(78.9)

18.급격한 온도의 변화는 심장발작을 일으킨다 12(66.7) 15(78.9)

19.약을 먹고 오심, 구토, 설사, 시력이상이 있을  

때에는 먹던 약을 중단한다
10(55.6) 12(63.2)

20.가슴이 30분 이상 몹시 아플 때나 니트로글리세  

린으로 완화되지 않는 통증이나 오심, 구토, 숨  

가쁨이 계속 되면 즉시 119 혹은 의사에게 연  

락한다.

15(83.3) 16(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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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처 지식 항목
중재군 (n=18) 대조군 (n=19)

n(%) n(%)
1.기온이 올라가면 열을 낮추기 위해 심장박동이 

  빨라진다
12(66.7) 16(84.2)

2.엄밀히 말해, 무더위와 혈압 상승은 관련이 없다 11(61.1) 11(57.9)

3.땀이 많이 나면 혈액이 농축되어 혈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6(33.3) 6(31.6)

4.심장질환이나 고혈압 환자는 특히 열 관련 질병

  으로 고생할 수 있다
9(50) 13(68.4)

5.고혈압 환자일 경우, 귀가한 후 가급적 실내온도를  

  최저로 낮추어 체온을 빨리 떨어뜨린다
8(44.4) 8(42.1)

6.불면은 고혈압 위험인자 중 하나이므로 열대야에  

  적극 대처한다
8(44.4) 12(63.2)

7.실내온도와 실외온도를 10도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13(72.2) 15(78.9)

8.낮 최고기온 33도를 넘으면 폭염특보가 발령된다 14(77.8) 12(63.2)

9.적절한 양의 음주는 괜찮다 4(22.2) 8(42.1)

10.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

   한다
14(77.8) 15(78.9)

11.가능한 가볍고 헐렁한 옷을 입는다 16(88.9) 19(100)

12.목이 마르지 않으면 물을 마시지 않는다 13(72.2) 16(84.2)

13.에어컨이 없는 실내라도 가급적 실내에 머무는  

   것이 좋다
5(27.8) 4(21.1)

14.열을 방출하기 위해 모자는 쓰지 않는다 11(61.1) 14(73.7)

15.더워도 가만히 있지 말고 가능하면 몸을 움직

   인다
11(61.1) 16(84.2)

16.샤워나 목욕을 자주 해서는 안 된다 14(77.8) 12(63.2)

〈표 6-11〉중재군, 대조군의 폭염대처지식정도 및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결과변수
중재군 (n=18) 대조군 (n=19)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폭염대처 지식정도 11.1 4.00 12.0 2.51 -0.747 .460

〈표 6-12〉중재군, 대조군의 폭염대처지식정도에 대한 정답율-중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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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처 지식 항목
중재군 (n=18) 대조군 (n=19)

n(%) n(%)

17.평상시보다 식사를 많이 한다 16(88.9) 16(84.2)

18.양산,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다 16(88.9) 15(78.9)

스트레스 반응 항목

중재군

(n=18)

대조군

(n=19)

n(%) n(%)

1.일에 실수가 많다

전혀 그렇지 않다 4(22.2) 9(47.4)
약간 그렇다 10(55.6) 7(36.8)

웬만큼 그렇다 3(16.7) 2(10.5)
상당히 그렇다 0(0) 1(5.3)
아주 그렇다 1(5.6) 0(0)

2.말하기 싫다

전혀 그렇지 않다 6(33.3) 10(52.6)
약간 그렇다 3(16.7) 4(21.1)

웬만큼 그렇다 7(38.9) 3(15.8)
상당히 그렇다 1(5.6) 1(5.3)
아주 그렇다 1(5.6) 1(5.3)

3.가슴이 답답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6(33.3) 12(63.2)
약간 그렇다 5(27.8) 4(21.1)

웬만큼 그렇다 6(33.3) 1(5.3)
상당히 그렇다 0(0) 1(5.3)
아주 그렇다 1(5.6) 1(5.3)

4.화가 난다

전혀 그렇지 않다 4(22.2) 9(47.4)
약간 그렇다 5(27.8) 4(21.1)

웬만큼 그렇다 5(27.8) 4(21.1)
상당히 그렇다 2(11.1) 1(5.3)
아주 그렇다 2(11.1) 1(5.3)

5.안절부절 못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9(50) 13(68.4)
약간 그렇다 6(33.3) 3(15.8)

웬만큼 그렇다 2(11.1) 1(5.3)

〈표 6-13〉중재군, 대조군의 스트레스 반응 및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결과변수
중재군(n=18) 대조군(n=19)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스트레스 반응 39.9 33.58 29.7 21.88 1.101 .278

〈표 6-14〉중재군, 대조군의 스트레스 반응- 중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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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반응 항목

중재군

(n=18)

대조군

(n=19)

n(%) n(%)

상당히 그렇다 0(0) 1(5.3)
아주 그렇다 1(5.6) 1(5.3)

6.소화가 안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0(55.6) 13(68.4)
약간 그렇다 4(22.2) 1(5.3)

웬만큼 그렇다 1(5.6) 2(10.5)
상당히 그렇다 2(11.1) 2(10.5)
아주 그렇다 1(5.6) 1(5.3)

7.배가 아프다

전혀 그렇지 않다 9(50) 14(73.7)
약간 그렇다 6(33.3) 2(10.5)

웬만큼 그렇다 3(16.7) 1(5.3)
상당히 그렇다 0(0) 0(0)
아주 그렇다 0(0) 2(10.5)

8.소리를 지르고 싶다

전혀 그렇지 않다 9(50) 14(73.7)
약간 그렇다 3(16.7) 2(10.5)

웬만큼 그렇다 6(33.3) 2(10.5)
상당히 그렇다 0(0) 0(0)
아주 그렇다 0(0) 1(5.3)

9.한숨이 나온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61.1) 8(42.1)
약간 그렇다 2(11.1) 7(36.8)

웬만큼 그렇다 3(16.7) 2(10.5)
상당히 그렇다 0(0) 1(5.3)
아주 그렇다 2(11.1) 1(5.3)

10.어지럽다

전혀 그렇지 않다 6(33.3) 9(47.4)
약간 그렇다 5(27.8) 5(26.3)

웬만큼 그렇다 5(27.8) 4(21.1)
상당히 그렇다 1(5.6) 1(5.3)
아주 그렇다 1(5.6) 0(0)

11.만사가 귀찮다

전혀 그렇지 않다 9(50) 10(52.6)
약간 그렇다 5(27.8) 3(15.8)

웬만큼 그렇다 2(11.1) 4(21.1)
상당히 그렇다 1(5.6) 2(10.5)
아주 그렇다 1(5.6) 0(0)

12.잡념이 생긴다

전혀 그렇지 않다 6(33.3) 8(42.1)
약간 그렇다 5(27.8) 6(31.6)

웬만큼 그렇다 4(22.2) 3(15.8)
상당히 그렇다 2(11.1) 1(5.3)
아주 그렇다 1(5.6) 1(5.3)

13.쉽게 피로를 느낀다
전혀 그렇지 않다 4(22.2) 6(31.6)

약간 그렇다 7(38.9) 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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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반응 항목

중재군

(n=18)

대조군

(n=19)

n(%) n(%)
웬만큼 그렇다 3(16.7) 1(5.3)
상당히 그렇다 4(22.2) 3(15.8)
아주 그렇다 0(0) 0(0)

14.온몸에 힘이 빠진다

전혀 그렇지 않다 6(33.3) 8(42.1)
약간 그렇다 6(33.3) 6(31.6)

웬만큼 그렇다 4(22.2) 4(21.1)
상당히 그렇다 1(5.6) 1(5.3)
아주 그렇다 1(5.6) 0(0)

15.자신감을 잃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6(33.3) 8(42.1)
약간 그렇다 7(38.9) 6(31.6)

웬만큼 그렇다 3(16.7) 5(26.3)

상당히 그렇다 1(5.6) 0(0)

아주 그렇다 1(5.6) 0(0)

16.긴장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 6(33.3) 7(36.8)
약간 그렇다 4(22.2) 7(36.8)

웬만큼 그렇다 5(27.8) 4(21.1)
상당히 그렇다 1(5.6) 1(5.3)
아주 그렇다 2(11.1) 0(0)

17.몸이 떨린다

전혀 그렇지 않다 13(72.2) 11(57.9)

약간 그렇다 1(5.6) 4(21.1)
웬만큼 그렇다 2(11.1) 2(10.5)
상당히 그렇다 1(5.6) 1(5.3)
아주 그렇다 1(5.6) 1(5.3)

18.누군가를 때리고 싶다

전혀 그렇지 않다 13(72.2) 15(78.9)
약간 그렇다 3(16.7) 2(10.5)

웬만큼 그렇다 1(5.6) 2(10.5)
상당히 그렇다 0(0) 0(0)
아주 그렇다 1(5.6) 0(0)

19.의욕이 떨어졌다

전혀 그렇지 않다 7(38.9) 5(26.3)
약간 그렇다 3(16.7) 10(52.6)

웬만큼 그렇다 4(22.2) 3(15.8)
상당히 그렇다 3(16.7) 1(5.3)
아주 그렇다 1(5.6) 0(0)

20.울고 싶다

전혀 그렇지 않다 12(66.7) 13(68.4)
약간 그렇다 0(0) 4(21.1)

웬만큼 그렇다 2(11.1) 1(5.3)
상당히 그렇다 2(11.1) 1(5.3)
아주 그렇다 2(11.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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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반응 항목

중재군

(n=18)

대조군

(n=19)

n(%) n(%)

21.신경이 날카로워졌다

전혀 그렇지 않다 8(44.4) 12(63.2)
약간 그렇다 5(27.8) 2(10.5)

웬만큼 그렇다 2(11.1) 4(21.1)
상당히 그렇다 2(11.1) 1(5.3)
아주 그렇다 1(5.6) 0(0)

22.내가 하는 일에 전망이 없다

전혀 그렇지 않다 6(33.3) 6(31.6)
약간 그렇다 4(22.2) 6(31.6)

웬만큼 그렇다 1(5.6) 3(15.8)

상당히 그렇다 4(22.2) 3(15.8)
아주 그렇다 3(16.7) 1(5.3)

23.멍하게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7(38.9) 10(52.6)
약간 그렇다 4(22.2) 3(15.8)

웬만큼 그렇다 5(27.8) 3(15.8)
상당히 그렇다 1(5.6) 2(10.5)
아주 그렇다 1(5.6) 1(5.3)

24.누군가를 미워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7(38.9) 11(57.9)
약간 그렇다 7(38.9) 2(10.5)

웬만큼 그렇다 1(5.6) 4(21.1)
상당히 그렇다 2(11.1) 2(10.5)
아주 그렇다 1(5.6) 0(0)

25.한가지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8(44.4) 10(52.6)
약간 그렇다 2(11.1) 4(21.1)

웬만큼 그렇다 5(27.8) 2(10.5)
상당히 그렇다 2(11.1) 2(10.5)
아주 그렇다 1(5.6) 1(5.3)

26.목소리가 커졌다

전혀 그렇지 않다 7(38.9) 10(52.6)
약간 그렇다 4(22.2) 4(21.1)

웬만큼 그렇다 4(22.2) 2(10.5)
상당히 그렇다 2(11.1) 1(5.3)
아주 그렇다 1(5.6) 2(10.5)

27.마음이 급해지거나 일에 쫓기는  

   느낌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7(38.9) 8(42.1)
약간 그렇다 5(27.8) 8(42.1)

웬만큼 그렇다 2(11.1) 1(5.3)
상당히 그렇다 3(16.7) 2(10.5)
아주 그렇다 1(5.6) 0(0)

28.행동이 거칠어졌다(난폭운전, 
   욕설, 몸싸움 등)

전혀 그렇지 않다 11(61.1) 12(63.2)
약간 그렇다 2(11.1) 3(15.8)

웬만큼 그렇다 3(16.7) 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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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반응 항목

중재군

(n=18)

대조군

(n=19)

n(%) n(%)
상당히 그렇다 1(5.6) 1(5.3)
아주 그렇다 1(5.6) 0(0)

29.무엇인가를 부수고 싶다

전혀 그렇지 않다 15(83.3) 15(78.9)
약간 그렇다 1(5.6) 2(10.5)

웬만큼 그렇다 1(5.6) 2(10.5)
상당히 그렇다 0(0) 0(0)
아주 그렇다 1(5.6) 0(0)

30.말이 없어졌다

전혀 그렇지 않다 5(27.8) 9(47.4)
약간 그렇다 7(38.9) 3(15.8)

웬만큼 그렇다 2(11.1) 5(26.3)
상당히 그렇다 3(16.7) 2(10.5)
아주 그렇다 1(5.6) 0(0)

31.머리가 무겁거나 아프다

전혀 그렇지 않다 10(55.6) 13(68.4)
약간 그렇다 3(16.7) 2(10.5)

웬만큼 그렇다 2(11.1) 2(10.5)
상당히 그렇다 3(16.7) 2(10.5)
아주 그렇다 0(0) 0(0)

32.가슴이 두근거린다

전혀 그렇지 않다 7(38.9) 12(63.2)
약간 그렇다 5(27.8) 1(5.3)

웬만큼 그렇다 2(11.1) 2(10.5)
상당히 그렇다 2(11.1) 2(10.5)
아주 그렇다 2(11.1) 2(10.5)

33.누군가를 죽이고 싶다

전혀 그렇지 않다 15(83.3) 17(89.5)
약간 그렇다 2(11.1) 1(5.3)

웬만큼 그렇다 0(0) 0(0)
상당히 그렇다 0(0) 1(5.3)
아주 그렇다 1(5.6) 0(0)

34.얼굴이 붉어지거나 화끈거린다

전혀 그렇지 않다 10(55.6) 12(63.2)
약간 그렇다 4(22.2) 1(5.3)

웬만큼 그렇다 1(5.6) 4(21.1)
상당히 그렇다 2(11.1) 2(10.5)
아주 그렇다 1(5.6) 0(0)

35.지루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10(55.6) 12(63.2)
약간 그렇다 6(33.3) 5(26.3)

웬만큼 그렇다 1(5.6) 1(5.3)
상당히 그렇다 0(0) 1(5.3)
아주 그렇다 1(5.6) 0(0)

36.참을성이 없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61.1) 13(68.4)

약간 그렇다 4(22.2) 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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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반응 항목

중재군

(n=18)

대조군

(n=19)

n(%) n(%)
웬만큼 그렇다 2(11.1) 0(0)
상당히 그렇다 0(0) 0(0)
아주 그렇다 1(5.6) 0(0)

37.얼굴표정이 굳어졌다

전혀 그렇지 않다 7(38.9) 11(57.9)
약간 그렇다 5(27.8) 6(31.6)

웬만큼 그렇다 4(22.2) 1(5.3)
상당히 그렇다 2(11.1) 1(5.3)
아주 그렇다 0(0) 0(0)

38.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  

   다

전혀 그렇지 않다 9(50) 12(63.2)
약간 그렇다 2(11.1) 2(10.5)

웬만큼 그렇다 4(22.2) 4(21.1)
상당히 그렇다 2(11.1) 0(0)
아주 그렇다 1(5.6) 1(5.3)

39.움직이기 싫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61.1) 14(73.7)

약간 그렇다 5(27.8) 1(5.3)

웬만큼 그렇다 0(0) 4(21.1)
상당히 그렇다 1(5.6) 0(0)
아주 그렇다 1(5.6) 0(0)

나. 질병관련 특성

<표 6-15>는 재  두 집단의 질병 련 특성을 실수와 백분율로 나타

내었다. 복수응답을 한 ‘고 압을 제외하고 진단받은 다른 질병의 종류’는 

실수로만 나타내었다. 재 건강상태에 한 답은 재군과 조군 모두 

정도에 해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고염식이나 지방식과 련한 식이 습

의 경우, 재군과 조군 큰 차이는 없었다. 음주와 흡연과 같은 건강행

의 경우, 재군이 조군에 비해 주와 연을 잘 실천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규칙 인 운동은 조군이 조  더 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고 압약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경우는 그 지 않은 

경우가 재군과 조군 모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복용의 부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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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련특성
중재군(n=18) 대조군(n=19)

n(%) n(%)

현재 

건강

상태

매우 건강하지못함

건강하지 못함

보통

건강함

매우 건강함

4(22.2)
3(16.7)
10(55.6)
1(5.6)
0(0)

2(10.5)
7(36.8)
5(26.3)
5(26.3)

0(0)
고염식실천

(매일)
예

아니오

15(83.3)
3(16.7)

15(79.0)
4(21.0)

지방식 실천

(1회/3일 

이상)

예

아니오

16(88.9)
2(11.1)

19(100.0)
0(0)

현재 흡연 
예

아니오

0(0)
18(100)

2(10.5)
17(89.5)

현재 음주 
예 

아니오

4(22.2)
14(77.8)

7(36.8)
12(63.2)

규칙적 운동
예

아니오

11(61.1)
7(38.9)

14(73.7)
5(26.3)

항고혈압제 

약명

알고있음

잘모름

5(27.7)
13(72.3)

2(10.5)
17(89.5)

약물 부작용 

경험

예

아니오

3(16.7)
15(83.3)

2(10.5)
17(89.5)

부작용 

대처

방법

의료기관상담

약복용 중단

계속 약복용

3(100)
0(0)
0(0)

2(100)
0(0)
0(0)

다른 

질병(복수응답)
당뇨병

심장병

2
2

6
3

경험한 상자는 두 군 모두에서 부작용을 경험하지 않은 상자에 비해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작용을 경험한 상자의 부분은 부작용이 나타났

을 때 의료기 에 가서 부작용에 해 상담하고 한 조치를 취하 다고 

답변했다. 

상자들은 고 압 이외에도 당뇨병, 심장병, 동맥경화, 염, 장병, 

기 지(폐질환), 간염, 암, 풍, 신부  등의 질환을 복하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5〉중재군, 대조군의 질병관련특성- 중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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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련특성
중재군(n=18) 대조군(n=19)

n(%) n(%)

관절염

위장병

기관지, 폐질환

간염

암

중풍

신부전

기타

무응답

8
5
1
0
1
0
1
2
3

8
3
0
1
0
1
0
4
5

다. 대상자의 폭염 경험 및 효능감

<표 6-16>는 재군과 조군의 2011년 여름의 폭염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한 것으로 실수와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복수응답을 한 ‘무더  처방

법’은 실수로만 나타내었다. 

기온변화  날씨를 평소에 잘 체크하는 편이라고 답한 상자는 재

군의 경우 8명(44.4%), 조군의 경우에는 8명(42.1%)으로 비슷하게 나타

났다. 기온변화  날씨에 한 정보는 상자 부분이 방송매체의 뉴스를 

통해 얻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폭염 상이 자신의 건강에 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에 한 조사에서는 재군과 조군 모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폭염 상이 자신의 건강에 향을 미친다고 답한 상자는 재군

의 경우 8명(44.4%)으로 나타났고 조군은 10명(52.6%)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름이 반 으로  더워진다고 생각하는지에 해서는 재군

과 조군 모두 ‘그 다’는 응답이 비슷하 다. 폭염의 심각성에 한 정보

를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 해본 경험 한 큰 차이가 없었다.

무더 에 특별히 힘들었던 경험이나 무더 로 인해 탈진되거나 쓰러진 경

우는 각 군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무더  처방

법에 한 문항에서 재군과 조군 모두 외출을 자제하거나 냉방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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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곳에 머무르거나 가볍고 헐 한 옷을 입고 샤워를 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했다. 

자택을 제외하고 상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더 를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많은 경우, 더 를 피하는 장소로 기타를 선택했는

데 기타로 조사된 부분의 장소는 인근 공원이나 고수부지, 강변 등이었다. 

〈표 6-16〉중재군, 대조군의 폭염 경험-중재 전

폭염 경험
중재군(n=18) 대조군(n=19)

n(%) n(%)
기온변화 및 

날씨체크

예

아니오

8(44.4)
10(55.6)

8(42.1)
11(57.9)

기온변화 및 날씨에 

관한 정보 출처

방송매체의 뉴스

인터넷 정보검색

가족

의료기관

기타

16(88.9)
2(11.1)

0(0)
0(0)
0(0)

18(94.7)
0(0)
0(0)
0(0)

1(5.3)

폭염현상에 의한 

건강영향

예

아니오

잘 모름

8(44.4)
4(22.2)
6(33.3)

10(52.6)
4(21.1)
5(26.3)

최근 여름 날씨의 

기온 증가

예

아니오

잘 모름

15(83.3)
0(0)

3(16.7)

12(63.2)
1(5.3)
6(31.6)

폭염의 심각성에 

대한 정보를 접한 

경험

있다 

없다

잘 모름

무응답

13(72.2)
0(0)

4(22.2)
1(5.6)

15(78.9)
2(10.5)
2(10.5)

0(0)

무더위에 힘들었던 

경험

있다

없다

잘 모름 

7(38.9)
7(38.9)
4(22.2)

5(26.3)
12(63.2)
2(10.5)

무더위로 인한 

탈진경험

있다

없다

2(11.1)
16(88.9)

0(0)
19(100)

무더위 

대처방법(복수응답)

외출 자제

냉방시설 이용

수분 보충

샤워

가벼운 옷차림

햇빛 차단

기타

3
2
1
0
0
0
1

7
6
10
6
1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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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처에 대한 효능감
중재군(n=18) 실험군(n=19)

n(%) n(%)

폭염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더위를 

피할 자신 정도

전혀 자신없음

약간 자신없음

보통 자신있음

약간 자신있음

완전 자신있음

2(11.1)
0(0)

2(11.1)
4(22.2)
10(55.6)

0(0)
0(0)

1(5.3)
6(31.6)
12(63.2)

폭염상황에서, 신체적 

증상 발생시 적절히 

대처할 자신 정도

전혀 자신없음

약간 자신없음

보통 자신있음

약간 자신있음

완전 자신있음

4(22.2)
1(5.6)
4(22.2)
6(33.3)
3(16.7)

5(26.3)
2(10.5)
3(15.8)
8(42.1)
1(5.3)

폭염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효과 으로 더 를 피할 자신이 있다고 

답한 경우가 재군, 조군 모두 자신감의 정도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는 없었으며 폭염 상황에서 심장발작이나 고 압으로 인한 신체  

증상이 나타난다면 히 처할 자신이 있다고 답한 경우 한 재군

과 조군의 큰 차이가 없었다(표 6-17 참조).     

〈표 6-17〉중재군, 대조군의 폭염 대처에 대한 효능감-중재 전

라. 폭염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의 효과

폭염 스트 스 완화 로그램 재 후 재군의 수축기 압은 

138.44(±17.18)mmHg, 조군의 수축기 압은 126.94(±8.92)mmHg로 

나타났다. 재 후 재군과 조군의 수축기 압 차이를 알아보기 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의 수축기 압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t=2.574, p=.014). 

재 후 재군의 이완기 압은 81.05(±11.00)mmHg, 조군의 이완기 

압은  65.78(±30.91)mmHg이었으며, 재 후 두 집단의 이완기 압 차

이를 검정한 결과, 두 집단의 이완기 압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t=1.979, p=.056)(표 6-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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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8〉중재군, 대조군의 중재전후 혈압차이에 대한 비교

변수 집단
사전조사 사후조사

t p
Mean±SD Mean±SD

수축기 혈압
중재군

(n=18)
135.1±19.37 138.44±17.18

2.574 .014
대조군

(n=19)
126.1±15.27 126.94±8.92

이완기 혈압
중재군

(n=18)
79.4±10.04 81.05±11.00

1.979 .056
대조군

(n=19)
73.3±10.43 65.78±30.91

다음으로 재가 고 압에 한 자기효능감, 고 압과 폭염에 한 지식, 

스트 스 완화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으며, 그 결과는 <표 6-19>에 제

시하 다. 

재 후 재군의 고 압 자기효능감은 816.11(±65.00) , 조군의 자

기효능감은 734.21(±105.21) 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고 압 자기효능감 

차이를 알아보기 해 t검정한 결과, 재군과 조군의 고 압 자기효능감

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829, p=.008). 

재 후 재군의 고 압 지식 수는 16.22(±2.66) , 조군은 

13.42(±2.26) 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의 고 압 지식 수를 t검정한 결

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446, p=.001). 폭

염 처 지식 수는 재군이 15.44(±2.03) , 조군이 11.10(±2.96) 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의  폭염 처 지식 수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t=5.166, p<.001). 

재 후 재군의 스트 스 반응 수는 36.33(±31.36) , 조군은 

23.47(±14.75) 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스트 스 반응 수를 t검정한 

결과, 재군과 조군의 스트 스 반응 수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610, p=.116)(표 6-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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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9〉중재군, 대조군의 중재전후 고혈압 자기효능감, 고혈압관리 지식정도 및    

폭염관리 지식정도, 스트레스 반응 차이에 대한 비교

변수 집단
사전조사 사후조사

t p
Mean±SD Mean±SD

자기효능감
중재군

(n=18)
691.1±119.40

816.11±65.0
0

2.829 .008
대조군

(n=19)
752.6±98.98

734.21±105.
21

질환 관련 

지식

중재군

(n=18)
11.9±3.52 16.22±2.66

3.446 .001
대조군

(n=19)
13.2±3.34 13.42±2.26

폭염 관련 

지식

중재군

(n=18)
11.1±4.00 15.44±2.03

5.166 .000
대조군

(n=19)
12.0±2.51 11.10±2.96

스트레스 반응
중재군

(n=18)
39.9±33.58 36.33±31.36

1.610 .116
대조군

(n=19)
29.7±21.88 23.47±14.75

제4절 폭염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보건학적 중재의 효과

기후변화 건강 책 취약지역  1개 지역의 보건소를 선정하여 폭염 스

트 스 완화 로그램을 개발, 용하 으며 그 결과를 종합 으로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총 37명이 참여한 본 재연구 상자의 평균연령은 70세, 연령 분포는 

54~82세 으며, 남자 18명, 여자 19명이었다. 본 로그램이 평일 오 에 

실시된 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이 연령의 범 가 폭넓고 남자의 참여도가 

높다는 은 매우 이례 이라 할 수 있다. 과거 보건소에서 시행된 만성질

환 교육 로그램의 경우, 참여자의 다수가 50  년여성이었으나 사회

으로 남성의 조기퇴직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건강한 노년에 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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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자의 부분은 재 직

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경제  안정수 이 보통 이하라는 응답이 체 

상자의 46%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조사지역이 서울의 일개 보건소인 

을 감안한다면, 기 지자체가 주도하는 기후변화 건강 응력 증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소득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근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

이라 사료된다. 

재군과 조군의 재  압 측정치에 해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이 동질한 것으로 밝 지기는 했으나, 재군의 평균 수축기 

압은 135.1mmHg, 조군은 126.1mmHg으로서 조군에 비해 재군의 

수축기 압이 9mmHg정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특성상 

상자의 무작 할당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고 압의 조 이 잘 안되고 압

리에 한 요구가 상 으로 높은 상자들이 재군에 속하게 된데 기인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한, 재 후 두 집단의 수축기 압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실제로 재군의 수축기 압은 

재 에 비해 높아지는 양상을 보 다. 이는 본 연구 재 로그램이 압

의 수치를 낮추는 데는 직 인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서,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질병 련 특성  재의 건강상태에 하여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상자가 체의 15%정도에 그쳤으며, 매일 고염식을 하는 상자는 약 

19% 정도 으나, 지방식 섭취, 흡연, 음주는 부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규칙 인 운동 실천율도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이 고 압 리에 한 심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약물복용에 련된 

사항에 한 인지도는 높지 않으며, 이들 부분이 2개 이상의 만성질병을 

갖고 있다는 을 고려하여 고 압 리에 한 지식 측면에서 보다 극

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상자들의 질병 리능력 증진에 힘써야 할 것이다.

폭염 경험 측면에서는, 상자의 반정도가 방송매체의 뉴스를 통해 날

씨를 체크하고 있으며 폭염이 건강에 향을 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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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상자 부분이 최근 들어 여름 기온이  높아진다고 응답하고, 

그  약 3분의 1은 무더 로 인해 힘든 경험을 한 이 있다고 했으나, 그 

 반 가량의 상자는 자택 이외에 무더 를 피할 장소가 없다고 응답하

으므로 추후 폭염 책 마련 시 이에 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폭염스트 스 완화 로그램 참여 후 압이 낮아지고 스

트 스 반응정도, 고 압에 한 자기효능감, 고 압 리  폭염 처에 

한 지식정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밝 진 바, 추후 폭염에 한 건강 응력을 

증진시키기 한 재방안으로 본 로그램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폭염스트 스 완화 로그램 재연구 진행과정에서 몇 가지 제한 이 나

타난 바,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폭염에 한 처능력을 함양하기 해서는 재 용 시기의 조정

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의 경우 폭염이 한창인 7, 8월에 재가 이루어지다

보니 무더 , 집 호우 등의 기상여건으로 인해 외출을 꺼리는 상자가 속

출하 을 뿐 아니라, 상자의 연령층이 높다보니 무더 에 더욱 취약하여 

로그램 진행 도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탈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자

의 도탈락을 막기 해 화 상담을 통해 참여 확인  기타 질의응답을 

하고, 상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용품을 증정하는 등의 부가  노력이 

불가피하 다. 따라서 재의 효과를 극 화하기 해서는 폭염을 맞이하기 

인 4~6월에 로그램을 운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상자의 근성을 최 한 고려하여 로그램 운  장소를 선정해

야 할 것이다. 보건소가 연  사업계획을 년도 말에 하기 때문에 연구의 

일정상 장소섭외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보건소 본원이 아닌 

분원에서 로그램을 운 하게 됨에 따라 거리와 교통여건을 이유로 참여를 

꺼리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연구계획 단계에서 보건소의 사업계획 일정이 

고려된다면 보다 원활한 로그램 운 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8회에 걸친 로그램 종료 후 참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로그램

에 해 평가해 본 결과, 이번 로그램을 통해 고 압에 해 확실히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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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특히 무더 가 압에 안 좋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는 반응

이 많았다. 한, 건강하게 장수하기 해서는 압 리를 스스로 해나가는 

것이 가장 요하다고 하면서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압약에 해 보건소 

진료시 상담했다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에 비해 더욱 더워진 여름을 

건강히 보낼 수 있도록 교육, 음악  운동에 참여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으

며 1회성에 그치지 말고 추후에도 지속 으로 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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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결론





연도/핵심 주제  주요 연구내용 

1차년도: 기후변화 관련 

보건사업에 대한 기초분석 

- 기후변화 관련 질환분포 파악하고 주요 질환 선정 

- 3개 기초지자체의 사업 SWOT 분석

- 기후변화 관련 정보사이트 내용 분석 

2차년도: 기후변화 관련 사업 

모니터링위한 평가체계 개발 

및 인식도 조사  

- 기후변화 적응사업 평가체계 개발 및 시범적용 

- 전국 시군구 보건소장 및 실무담당자 인식도 조사 

-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3차년도: 건강적응대책 

효과분석, 보건학적 중재 

개발 및  발전방안 제시 

- 도시와 농촌지역 폭염사업 및 매개감염병의 사업실적  

  분석 및 평가,  도시와 농촌주민의 인식도 조사

- 폭염관련 질환 발생과 적응대책 연관성 분석 

- 보건학적 중재개발 

- 기후변화 건강적응대책 발전방안 제시 

제7장 지역사회 건강적응대책의 

발전방안 및 결론

제1절 3개년 연구과제의 흐름  

이 연구는 「보건사회 기후변화 모니터링센터」라는 제목 하에 지역사회 

기후변화 련 건강 응 책 발 에 기여하기 한 목 으로 수행된 3개년 

연구과제의 최종 단계에 해당된다. 지 까지 진행된 연구과제 내용을 요약

하면 1차 년도에는 주로 기 분석을 제시하 고, 2, 3차 년도에는 기후변화 

특성이 잘 드러난 문제에 집 해서, 연구내용이 심화되는 과정을 밟은 것으

로 생각된다(표 7-1 참조). 

〈표 7-1〉3개년 연구과제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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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연구과제의 목 은 기 지자체의 기후변화 련 보건사업 평가, 새

로운 보건학  재 개발  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수행했던 연구내용을 종합 으로 고찰한 내용을 결론 도출에 참고하고자 다

음과 같이 그 내용을 정리하 다.  

보건사회 기후변화 모니터링센터라는 큰 주제 하에서 수행된 1차년도 연

구과제는 국내 기 지자체  3개 시·군·구( 등포구, 원주시, 창원시)를 선

정하여 기후조건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  환경을 악하 고, 련 보건

사업의 내용을 조사하고 이에 한 SWOT 분석을 하 다. 기후변화 련 

건강문제로는 염병, 알 르기, 폭염, 기오염, 기상재해 등을 기후변화 

련 건강문제로 포함시켜 분석하 다. 1차년도 연구과제를 통해서 국내 기

지자체의 기후변화 련 응사업의 황에 한 자료가 처음 산출되었으며, 

이는 향후 연구에서 기 지자체 사업을 분석하는 틀로 활용되었다. 

2차년도 연구과제는 기후변화 련 건강문제 응 책 평가체계 개발에 

을 두고 수행되었다. 기후변화 련 질환을 지자체의 사업과 연계에서 

폭염 등 극단  기후 상, 곤충  설치류 매개감염병, 알 르기  호흡기 

질환, 기상재해로 인한 건강문제를 검토하 다. 한 기후변화의 건강 향에 

한 국민인식도를 조사하 다. 한 기후변화 련 건강 응 책 평가체계 

내용 개발을 해서 보건소장  실무자 인식도  실  조사를 하 고, 이

를 다시 1개 기 지자체 사업에 시범 용하 다. 

2차년도 연구과제에는 기후변화 련 건강문제의 특성이 보건사업에 잘 

반 되지 못하는 문제, 일반 을 상으로 한 정보 제공은 국 혹은 

역시도 차원에서도 제공되고 있으나 취약집단에 한 직 서비스 제공은 제

한 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한 산과 인력부족의 문제도 지 되었다. 

그래서 기후변화와 련된 건강문제의 특성을 잘 반 한 보건학   재에

를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평가체계를 구조와 과정(실 )에 한 

평가 심의 실용  근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얻었다. 이는 기상재해와 같

은 문제는 재난 리 측면에서 근이 되어 보건사업의 비 이 많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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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과 같은 역을 평가하는 문제는 자료수집 문제로 결과를 산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차년도 연구과제는 기후변화 련 건강 응 책의 발 방안을 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따라서 지난 연구결과에서 연구진들이 기후변화의 특성

이 보건사업의 특성이 가장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는 폭염문제와 련된 건

강문제(열성질환, 심뇌  질환)와 곤충  설치류 매개감염병에 연구내용

을 집 하 다. 기 지자체의 사업평가결과와 의료이용과의 상 성을 분석하

여 비록 제한 이긴 하지만 련 보건사업이 질환 발생으로 인한 의료이용

에 미치는 향을 정 으로 평가하 다. 요한 연구내용  다른 하나는 

폭염과 련된 지역사회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건사업을 개발해서 서

울시 1개 구민을 상으로 시범사업을 하 다. 이상에서 기술한 연구결과는 

발 방안 도출의 근거자료로 사용하 다.  

제2절 건강적응대책 발전방안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지역사회 기후변화 건강 응 책 발 방안을 도출하기 해서 지난 3년 

동안 수행된 연구결과를 고려하 고, 문가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의견, 시

군구 사업 담당자의 의견, 외국 황을 참고하 다. 재 기 지자체에서 수

행하고 있는 정책은 보건복지부 정책 내용과 부분 일치하고 있어서 기

지자체 보건사업에 부분 반 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 다.

- 기후변화, 기후변화 건강 향  응 책에 한 인식

기후변화와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향, 응 책에 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반 으로 일반국민과 지역주민, 보건소장 모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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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변화 자체에 한 인식은 높지만, 건강 향의 요도 혹은 사업의 우선순

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경보에 해서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기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의 폭염경보 등은  

방송매체 등을 통해 달되고 있어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체

로 향후 기후변화 련 건강 응 책이 발 해야 된다는데 동의하고 있었고, 

이에 한 산투자에 정  입장을 보 다.

- 기후변화 련 질환에 한 보건사업 황 분석 

기후변화 련 보건사업에 한 분석은 3개년 연구에서 모두 실시되었다. 

1차 년도에는 도시 지역의 3개 기 지자체에 한 정성분석을 실시하 다. 

2차 년도에는 체 보건소의 사업내용을 조사하 고, 개발된 평가체계 시범

용을 해서 서울시의 1개 기 지자체 사업을 분석하 다, 3차 년도에는 

도시와 농 을 구분하여 22개 기 지자체의 사업실 을 조사하고 평가하

다. 

기후변화는 건강 험요인을 기 으로 한 사업 분류로 폭염과 기상재해를 

제외한 다른 보건사업은 통 으로 수행해왔던 보건사업이었다. 따라서 1) 

폭염으로 인한 열성질환  심뇌 질환, 기상재해로 인한 손상 부문에서 

기후변화에 한 심은 높으나 이를 건강 리 측면에서 용하기 한 계

획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 으로, 3) 곤충  설치류 매개감염병

은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 발생양상이 달라지므로 기후변화와 련성에 

한 인식이 높았으며, 질병발생을 보고하는 체계가 존재하 고, 사업내용도 

다양하 다. 3차년도 조사에서는 서울지역은 말라리아 심의 사업이 많았

고, 경상도 농  지역에서는 쯔쯔가무시 련 사업이 주로 수행되었다. 한

편, 4) 천식  아토피 질환에 해서는 기후변화는 이차 이고 직 으로

는 기오염과에 한 인식이 높았고. 아토피안심학교 등의 사업이 시행되

고 있었다. 5) 기상재해로 인한 부문은 재난 리 심으로 되어 있어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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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역과의 연 성( : 응 의료시스템과의 연결성)에 한 부분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6) 취약계층에 해서는 담당 인력이 부족한 편이었으며, 노인이

나 빈곤층을 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에서 기후변화 

와 연 성은 약한 것으로 단되었다. 

- 기후변화 련 건강 응 책 평가: 폭염사업 심으로  

기후변화 련 건강 응 책 모니터링을 해서 2차 년도에는 기 지자

체가 하고 있는 련 보건사업 평가체계를 개발하 다. 평가 역을 비성, 

효과성, 형평성으로 구분해서 폭염 련 질환, 곤충  설치류 매개감염병, 

기오염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포함하 다. 

 3차년도 연구과제에서는 앞서 언 한 여러 문제로 인하여 비성 역

과 효과성 역 심으로 지표를 개정하 고, 사업의 효과에 한 분석은 

폭염 책으로 집 하 다. 한 실무담당자의 자체 사업에 한 평가를 반

하 다. 따라서 폭염 련 보건사업 평가는 사업구조와 실 에 한 정량

평가와 실무자 자체의 평가(정성평가)로 구성되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심뇌 과 같은 만성질환의 경우 도시는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의료

이용 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농 은 기온으로 인한 

험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부분에 해서는 도시와 농 의 특성을 고

려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상 으로 기온의 향이 직

으로 나타나는 열성질환은 도시와 농  모두 기온에 따른 발생

험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 도시와 농  지역의 폭염 응 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사업 환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  간 차이는 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만 도시에서 지역 간 정량평가 결과의 편차는 크게 나타났다.

  ⦁ 지역의 폭염에 한 건강 응 책 수행정도에 따라 기온이 질병 발생

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사업수행이 잘 이루어지는 지역에서(주로  



194∙지역사회 기후변화 관련 건강적응대책 발전방안 

정성평가가 높은 지역일수록) 질병발생 험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

다. 그러나 정량평가로 이루어진 사업수행 정도와는 연 성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러한 평가결과가 갖는 의미는 국 으로 보건소 사

업의 편차가 크지 않다는 의미도 되며, 폭염 응 책 이외의 다른 요

인이 질환발생에 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즉, 질환발생으

로 모두 의료이용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가운데 사업효과를 분석하는 심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실무담당자 및 전문가 의견  

구(군)청  보건소 실무자 상으로 기후변화 련 사업 수행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한 자문회의를 개최하 다. 폭염사업에 해서는 구(군)청과 

보건소 담당자들 간의 역할을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노인의 경우 

문자서비스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하 다. 농 지역에서 

체감하고 있는 더 와 경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이 커서 

폭염도우미가 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하 다. 한 폭염도우미 지정이 실  의미가 별로 없고 무더 쉼터의 운

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발 방안을 도출하기 해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한 문가의 의

견을 수렴하 다. 우선 으로 기후변화에 한 모니터링, 질병 발생에 한 

모니터링을 체계 으로 수행하는 것이 요하다고 하 다. 한 농 지역의 

하우스나 폐쇄된 공간에서는 고온이 발생하면 경고를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 농 지역의 도우미가 부족한 부분은 농업 동

조합 등과 같은 기존 네트웍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것이 효율 이라는 의견

도 제시되었다. 한 이 연구에서 개발된 폭염 스트 스 완화 재는 열성

질환  심뇌 질환 리에 효과 이며 필요한 내용이므로 리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하 다.  다른 요한 의견은 최근 외국에서 건강 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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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동 등의 실천행 가 환경문제에 한 편익을 증진하는 co-benefit 

로그램이 있으며, 이러한 사업이 국내애서도 수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외국의 기후변화 련 응 책을 고찰한 바에 의하면 WHO에서

사람들이 걷고 자 거를 타거나 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건강에 편익을 

주면서도 기상변화에 한 향을 일 수 있는데 win-win 략으로서 각

국에서 반 할 것을 권고하 다(WHO, 2011).

지역사회 건강 응 책 발 방안을 도출하기 해서 3개년 연구과제 결

과와 외국사례, 국내 문가  실무자 의견을 검토하 고, 이를 구조화해서 

반 하기 용이하도록 정리한 내용을  [그림 7-1]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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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발전방안에 고려한 연구결과, 자문의견 및 외국사례 

기후변화 건강영향에 대한 

국민인식도(‘11)

폭염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서울, 경상주민 

인식(‘12)

보건소장의 기후변화 

건강문제 및 사업에 

대한 인식(‘11)

-다른 문제보다 우선순위는 

낮으나 시급성 있는 건강위

험 요인으로 인식  

-황사, 폭염주의보 등에 

대한 인지율 높음

-지역의 관련 사업에 대한 

인지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

은 수준 

-추가예산 투입에 긍정적 

반응 보임  

←

→

-폭염을 건강위험으로 

인지수준 높은 편임 

-무더위심터, 무더위휴식

시간제 인지율은 낮은 

편임(31, 34%)
-폭염경보 인지율(66%)
폭염대응사업 불충분성

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 

높음 

-추가예산 투입에 긍정적

←

→

-기후변화 자체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적응사

업 우선순위 낮음

-지역 내 활용할 수 

있는 자원 및 전문가 

부족하다고 응답

-사업수행 수준: 식중독, 
식수, 식품안전 및 보

안보다 감염성질환, 폭

염관련 등이 상대적으

로 낮음

-예산, 인력 및 장비 

필요  

 ↑↓            ↑↓            ↑↓             ↑↓
기초지자체 사업 

관련 사업 분석

 보건사업 영향 

평가/중재 개발  

전문가/사업담당

실무자 의견

외국의 

건강적응대책

-폭염대응: TF, 
무더위심터 및 

정보제공, 농촌 

지역 도우미 관

리대상자가 많

음, 건강관리측

면에서 적용하는 

것은 부족 

-매개감염병:감시

체계 운영 및 

예방교육 수행, 
도시 말라리아, 
농촌 쯔쯔가무시 

위주 

-알레르기성질환:: 
교육, 홍보, 

-기상재해: 재난

관리 일부로 수

행, 응급의료시

스템과 연계 불

분명  

←

→

-폭염으로 인한 

심뇌혈관 질환 

발생은 도농 

지역간 차이 

존재, 열성질

환은 도농지역 

모두 증가 

-사업평가 결과의 

차이는 별로 없

으나, 도시지역

은 정량평가에서 

차이가 있음

-사업담당자 스

스로 한 정성평

가결과가 좋은 

지역은 관련 질

환 발생이 약간

감소

-폭염 스트레스 

완화 중재 프로

그램이 우수하

며  효과 있음

←

→

-기후변화 및 관

련질환 모니터

링 시스템 중요

-경보시스탬 

강화 

-폭염사업 업무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함

-적응과 완화 연

계: 건강대응이 

기후변화 완화 

영향, 동기부여 

하는 사업 필요 

-농촌은 지역자

원 활용 필요

-보건학적 중재

개발 및 적용 

필요

-지역사회 홍보

내용 및 방법 

구체화 필요 

←

→

-폭염: 캘리포니아

주 폭염경보시스

템, 쉼터, 냉방시

설/뉴욕, 열섬현

상 완화, 녹지공

간, Cool roof 
사업/호주: Beat 
the Heat 캠페

인, 건강영향정보

제공 구체적

-매개감염병: 매

개체 감시체계, 
인간 및 동물 통

합 감시체계, 보

건교육 등 

-WHO, 건강과 기

후변화 모두 도옴 

되는 co-benefit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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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역사회 건강적응대책 발전방안 

가. 기후변화 건강적응대책 수행단계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련 건강 응 책의 발 방안을 제시하기 해서 

기존에 제시된 지역사회 응 략을 참고하여 기본  틀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하 다. 이는 Ebi와 Semenza(2008)가 제시한 틀을 국내 상황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그림 7-2〕지역사회 기후변화 건강적응대책 수행단계  

지역사회 기후변화 건강 응 책의 1단계는 각 기 지자체에서 질병발생 

 주민의 건강수요를 분석하고 진단해야 할 것이다. 이는 별도의 조사를 

수행하기 보다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내용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2단계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련 건강

응 책에 참여하는 것이다. 특히 폭염 건강피해 감시체계  모기나 설치류 

등에 한 권역별 감시체계 구축에 극 으로 참여해서 발생 황을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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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링하고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기 지자체가 갖고 있는 인력

과 산과 함께 지역사회 의료기  가용자원을 조사하고 폭염, 곤충  설

치류 매개감염병, 알 르기성 질환에 한 보건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인 , 

물  자원을 분류하는 것이 요구된다. 앙정부나 외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건사업의 내용을 조사해서 지역사회 요구와 가용한 자원을 고려하여 수행

할 수 있는 사업 내용과 우선순 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

변화 련 건강 응 사업을 수행하고 이를 평가해서 반 해야 할 것이다.

나. 기후변화 건강적응대책 발전방안   

기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기후변화 건강 응 책의 핵심  내용은 첫째,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건강문제에 한 상황을 진단하는 것이며, 둘째, 기온

의 변화에 한 경보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셋째, 질병과 매개체 발생에 

한 모니터링이며, 넷째 기후변화  건강문제, 건강에 한 응방법을 지역

사회 주민에게 홍보하고 교육하여 처능력을 증진하고, 다섯째, 사업을 수

행하는데 필요한 건강 응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여섯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양성  시설 등의 인 라를 갖추고, 일곱째 지역사회 네트워크

를 구축해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건강 응 책 발 방안에 

해서  보다 구체 으로 제안하 다. 

첫째,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건강문제에 한 진단과 필요성에 한 분석

을 하는 것이다. 지역보건계획 수립에 기후변화 련 문제를 포함시키고 질

환  매개체 황에 한 조사를 하거나 지역주민의 인식도 조사, 의견수

렴 등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체 국가  차원에서 기상 황을 모니터링하고 폭염경보 등의 시

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기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신속하게 주민에게 

달하고, 노인이나 취약계층의 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문자로 달하는 정보는 잘 달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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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이들에게 정보가 도달할 수 있도록 세부 책이 필요하다. 한 지역

의 체감 기온과 앙의 기온 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악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후변화 련 질병과 매개체 모니터링 시스템도 국가  차원(고온

으로 인한 온열환자 모니터링)혹은 권역별로 추진되고 있다(매개체 감시). 

각 기 지자체에서는 극 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역의 감시체

계를 잘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한 산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기후변화의 건강 향, 처방법 등에 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앙 차원에서는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향, 평가방법, 지역에서 용

할 수 있는 로그램 등에 한 연구개발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확보해서 체 주민 혹은 취약계층을 상으로 합

하게 만들어서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사회에서 쉽고 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내용, 즉 기후

변화 건강 응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를 들면, 취약계층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 로그램 혹은 개별 으로 기후변화와 건강, 환경 문제를 모

니터링해서 건강 응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다양한 내용에 

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여섯째, 아직까지 기 지자체에서 기후변화 련 건강 응 책의 우선순

가 높은 수 은 아니다. 하지만 차 기온변화가 진행될수록 이러한 상황

은 달라질 것이다. 기 지자에서 기후변화 련 여러 건강문제를 추진하는

데 합한 사업구조를 갖추고 련 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폭염사업은 업무구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 지자체 수 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이 부족한 상화이

다. 하지만 취약계층에 한 사업 근성을 해소하기 해서 인력을 증원하

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해서는 지역사회 민간단체와 기후변화 련 건강문제에 

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체  활동을 증진하도록 조직하는 것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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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된다. 지 까지 제시한 지역사회 기후변화 건강 응 책 발 방

안을 요약하여 <표 7-2>에 제시하 다.  

〈표 7-2〉지역사회 기후변화 건강적응대책 발전방안 

주요과제 세부대책 지원내용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건강문제

에 대한 상황 진단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를 지역사회 

보건계획에 포함, 질병현황 및  주민인

식도 조사 분석

 
보 건 복 지 부 

등 중앙 정부

에서는 

1) 기후변화 

건강문제 

및 적응

프로그램 

연구개발

2) 모니터링 

시스템 

참여 및 

사업 수행 

등과 관련 

예산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요구됨 

기온 및 환경 변화에 대한 경

보시스템 및 내용에 대한 접

근성 증진 

중앙에서 제공되는 기온 및 환경변화 

경보시스템 전달체계 구축 및 정확도 

개선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확보  

질병과 매개체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 

중앙 및 권역 질병 및 매개체 발생 모

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참여구조 구축 

기후변화 및 건강문제, 건강에 

대한 적응방법을 홍보 및 교

육하여 대처능력 증진 

건강문제, 적응방법을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성 증진위해 노력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건

강적응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중앙에서 개발된 기후변화 건강문제 

및 관련 프로그램을 지역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양성 

및 시설 등의 인프라 확보  

기후변화 관련 적응사업의 인프라 및 

시설에 대한 문제 검토, 업무구조 개선 

및  지속적 확충 위해 노력 

지역사회 네트웍 구축해서 공

동체적 적응활동 증진 

지역의 네트웍과 협조하고 인식을 공

유하여 기후변화 관련 건강적응 개선

에 공동체적 활동을 증진함 

제3절 결론 

국내에서 아직까지 기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기후변화 건강 응 책의 우

선순 는 높지 않지만,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은 매우 크므로 

차 사업의 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련 건강 응 책은 각 기 지자체에서 스스로 상

황을 진단하고 앙 혹은 권역과 연계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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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체를 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고 취약계층에 한 서비스 

달이 효율 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앙차원에서는 지역사

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후변화의 건강 향, 응 책에 한 연구개발을 

수행해서 지역사회에 제공해야 하며, 지역사회에서는 이를 지역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제공해야하며 민간자원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 서울지역

에 비해서 상 으로 지방의 여건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지원 책이 필

요할 것으로 본다.

이 연구에서는 3개년 동안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련 사업을 분석하고, 

국민과 보건소장  실무자, 지역주민 인식도를 조사하 으며,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련 보건사업 평가체계  폭염 련 재를 개발하 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발 방안을 제시하 으며, 향후 이와 같은  연

구결과들이 지역사회 기후변화 련 건강 응 책 수립의 기 자료로 활용

되고 지역사회 주빈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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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지역사회 폭염과 곤충 및 설치류 매개 감염병 사업 

실적 조사표

부록 1-1. 폭염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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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말라리아, 쯔즈가무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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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지역사회 폭염과 곤충 및 설치류 매개 감염병 보건

사업에 대한 실무자의 인식도 조사표

부록 2-1. 폭염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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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2. 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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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지역주민의 폭염 및 보건 사업에 대한 인식도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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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음악활동 주차별 내용

〈부표 4-1〉1주차 음악활동 내용

1회 2012 년  7 월  2 일  월요일

주제 및 내용

나를 소개해요

1. 내가 좋아하는 4가지(계절, 과일, 색깔, 꽃) 넣어 노래 완성하기.
2. 나의 살던 고향 노래에 자신의 고향을 가사로 채워 노래하기. 
3. 4/4박자 찔레꽃 곡에 치료사 큐에 맞춰 북을 치기.

준비물 가사차트, cd, cd player, 드럼

진행방법

1. hello song을 부른다.
  (1대1로 마주 보고 눈 맞춤하며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눈다)
2. 친근한 노래 부르기와 체조로 워밍업한다.
3. 계절, 과일, 색깔, 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4. 치료사가 가사를 채워 노래하는 것을 모델링한다.
5. 한 분씩 차례로 가사를 넣어 노래부른다.
6. 나의 살던 고향에 OO도 _______(ex : 경기도 이천)가사 채워 

노래한다.
7. 4/4박자 찔레꽃 곡에 치료사 큐에 맞춰 북을 친다.
8. good-bye song을 부르고 마친다.

제안 및

준비사항

연구팀 준비: 노트북, 이름표(어르신용), 마이크, 드럼 20개,
치료사 준비: mp3 파일(찔레꽃), 가사차트

자리 셋팅은 책상 없이 반원형으로 정면에 ppt가 다 보일 수 있도록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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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2012 년  7 월  9 일  월요일

주제 및 내용

나 어렸을 적에

1. 오빠 생각을 부르고 핸드벨로 박자 채우기 활동.
2. 두 그룹으로 나누어 리듬스틱과 북으로 ‘학교종과 달’ 가사 음절에 

리듬치기.
3. 노랫가락 차차차에 내것-오른쪽으로 드럼 써클.

준비물 가사차트, 핸드벨(GAB CDE), 드럼, 리듬스틱, 스카프

진행방법

1. hello song을 부른다. 
  (1대1로 마주 보고 눈 맞춤하며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눈다)
2. 이름을 묻고 대답하는 노래에 자신의 이름과 뜻을 이야기 한다.
3. 두 명이 짝을 이루어 같은 색깔의 스카프를 가지고 원형으로 돌다가 

치료사가 색깔을 말하면 같은 색깔의 스카프를 가진 사람끼리 자리바

꿈을 하고, 마지막에 스카프를 공중으로 날리면서 마무리한다.
4. 오빠생각을 부르고 4마디마다 핸드벨로 박자 채우기를 한다.
5. 학교종과 달을 부르고 음절에 맞춰 리듬치기를 한다.
6.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강약을 조절하며 리듬주고 받기를 한다.
7. 노랫가락 차차차에 내것-오른쪽으로 드럼 써클을 한다.
8. good-bye song을 부르고 마친다.

제안 및

준비사항

연구팀 준비: 노트북, 이름표, 마이크, 드럼 20개,
치료사 준비: 가사차트, 스카프활동 배경음악mp3
자리 셋팅은 책상 없이 반원형으로 정면에 ppt가 다 보일 수 있도록 합

니다.
스카프 무브먼트 활동을 할 때는 움직이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

도록 합니다.

〈부표 4-2〉2주차 음악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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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3〉3주차 음악활동 내용

3회  2012 년  7 월  16 일  월요일

주제 및 내용

이팔청춘

1. 낭랑18세를 노래하고 가사 5음절에 북치기.
2. 열아홉 순정 음~부분에 신체표현을 론도형식으로 하기.
3. 처녀 뱃사공에 스카프로 신체동작 만들기.
4. 魚鳥木 게임.

준비물 가사차트, 드럼, 스카프, 뿅망치, 

진행방법

1. hello song을 부른다.
2. 친근한 노래 부르기와 체조로 워밍업한다.

스카프로 여러 가지 동작을 표현한다.
처녀뱃사공 노래에 스카프 율동을 한다.

3. 열아홉 순정 음~부분에 신체표현을 론도형식으로 한다.
4. 어조목 게임을 한다. (물고기/새/나무 이름 말하기)
5. 낭랑18세를 노래하고 가사 5음절에 북치기.
6. 드럼써클(내것-오른쪽-내것-왼쪽)을 한다.
7. good-bye song을 부르고 마친다.

제안 및

준비사항

연구팀 준비:노트북, 이름표(어르신용), 마이크, 드럼 20개, 스카프

치료사 준비:가사차트, 뿅망치 

자리 셋팅은 책상 없이 반원형으로 정면에 ppt가 다 보일 수 있도록 합

니다.
스카프 율동을 할 때는 옆 사람과 공간을 두고 자리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242∙지역사회 기후변화 관련 건강적응대책 발전방안 

〈부표 4-4〉4주차 음악활동 내용

4회  2012 년  7 월  23 일  월요일

주제 및 내용

결혼

1.갑돌이와 갑순이 노래하며 카주 불기.
2.새색시 시집가네를 핸드벨로 연주하기.
3.즐거운 잔칫날을 드럼연주하고 결혼식 풍경에 대해 이야기하기.
4.흥부가 톱질하네 2인1조 신체표현하기

준비물 가사차트, 핸드벨, 드럼, 카주

진행방법

1. hello song을 부른다.
  (1대1로 마주 보고 눈 맞춤하며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눈다)
2.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하며 카주로 으음~부분을 표현한다.
3. 새색시 시집가네 멜로디 합주한다.
4. 즐거운 잔칫날에 북으로 리듬연주하고 자신의 결혼식 기억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다.
5. 흥부가 톱질하네 쓱싹쓱싹 부분을 옆 사람과 짝을 이루어 신체 

표현한다.
6. good-bye song을 부르고 마친다.

제안 및

준비사항

연구팀 준비: 노트북, 이름표(어르신용), 마이크, 드럼 20개, 핸드벨, 카주

치료사 준비: 가사차트

자리 셋팅은 책상 없이 반원형으로, 카주엔 피험자들의 이름을 적어 표

시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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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5〉5주차 음악활동 내용

5회  2012 년  7 월  30 일  월요일

주제 및 내용

여름

1. 여름은 OO계절이구요 songwriting활동을 한다.
2.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가사에 가고 싶은 곳을 넣어 노래한다.
3. 서울구경 4마디마다 카주 불기를 한다.
4. 여행을 떠나요 노래에 그룹을 나누어 리듬악기 합주를 한다.

준비물 가사차트, 카주, 드럼, 리듬스틱, 아고고벨, 카바사

진행방법

1. hello song을 부른다.
  (1대1로 마주 보고 눈 맞춤하며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눈다)
2. 여름에 대한 노래 만들기를 차례로 가사를 채워 완성한다.
3.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가고 싶은 곳을 넣어 노래한다.
4. 서울구경에 4마디마다 카주 불기를 한다.
5. 여행을 떠나요 노래에 그룹을 나누어 카바사, 리듬스틱, 아고고벨, 

드럼으로 리듬악기 합주를 한다.
6. good-bye song을 부르고 마친다.

제안 및

준비사항

자리배열은 이전 시간과 동일하게 하시면 되구요, 카바사, 리듬스틱, 아고

고벨, 드럼 네 그룹으로 나누어 마지막 활동을 하게 되니까 인원 고려해

서 악기를 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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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6〉6주차 음악활동 내용

6회  2012 년  8 월  6 일  월요일

주제 및 내용

인생이란

1. 숲속의 작은 집 노래 만들기

2. 그대 없이는 못살아(좋아해 좋아해 OO을 좋아해)
3. 돈 때문에(속상하고 기분 좋은 것들에 대해 노래한다)  
4. 님과 함께를 노래하고 fill in 활동을 한다.

준비물 가사차트, 북

진행방법

1. hello song을 부른다.
2. 초대하고 싶은 사람과 대접하고 싶은 음식을 넣어 노래한다.
3. 그대 없이는 못살아 멜로디에 가사 채워 부른다.
4. O 때문에 속상하고 O 때문에 기분 좋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5. 돈 때문에 북으로 fill in 활동을 한다.
6. 님과 함께를 부르고 fill in 활동을 한다.
7. good-bye song을 부르고 마친다.

제안 및

준비사항
반원형 자리배열

〈부표 4-7〉7주차 음악활동 내용

7회  2012 년  8 월  13 일  월요일

주제 및 내용

사랑

1. 나의 마음속에 가지고 싶은 마음을 넣어 노래한다.
2. ‘사랑으로’를 낱건반으로 멜로디 합주한다.
3. 무인도에 혼자 있다면 무엇을 할 지 악기로 연주하고 표현한다.

준비물 가사차트, 실로폰 온음, 반음, 여러 가지 악기, 북

진행방법

1. hello song을 부른다.
2. 아름다운 세상을 다 같이 부른다.
3. 나의 마음속에 가지고 싶은 것을 넣어 노래를 완성한다.
4.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를 부르고 멜로디 합주한다.
5. 무인도 노래를 부르고 혼자 무인도에 있다면 하고 싶은 것을 

악기로 표현하고 이야기 한다.
6. good-bye song을 부르고 마친다.

제안 및

준비사항

1~5번 활동: 반원형 자리배열

5.번 활동:여러 가지 악기 탐색을 위한 셋팅(가운데 악기 배열)
6. 원형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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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8〉8주차 음악활동 내용

8회  2012 년  8 월  20 일  월요일

주제 및 내용

Rhythm for Life
1. 곧 좋은 일이 생길거에요 songwriting
2. Egg Shaker 흔들기/ Egg Shaker Pass
3. 왼편 오른편 (내 것-오른쪽-내 것-왼쪽)
4. 드럼서클

준비물 가사차트, Egg Shaker, 북

진행방법

1. hello song을 부른다.
2. 아빠의 청춘을 부른다.
3.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에 가사를 넣어 노래를 완성하여 부른다.
4. 리더의 모습을 보고 또는 자유롭게 Egg Shaker 흔들기를 한다.
5. 오른쪽으로 Egg Shaker Pass활동을 한다.
6. 내 것-오른쪽-내 것-왼쪽의 순서로 드럼을 친다.
7. 기본 박에 자유롭게 드럼 써클 활동을 한다.
8. good-bye song을 부르고 마친다.

제안 및

준비사항

기본 셋팅: 반원형 자리배열

egg 활동과 드럼써클: 원형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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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관리 지식 항목

중재군

(n=18)

대조군

(n=19)

n(%) n(%)

1.개인의 혈압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일정하다 16(88.9) 16(84.2)

2.고혈압은 140/90mmHg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13(72.2) 11(57.9)

3.고혈압은 유전적 소인이 있는 질병이다 13(72.2) 9(47.4)

4.고혈압은 주로 중년층에서 발생하는 성인병이다 14(83.3) 11(57.9)

5.연령과 성별은 고혈압과 관계가 있다 11(61.1) 5(26.3)

6.고혈압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저혈압이다. 12(66.7) 2(10.5)

7.고혈압이 되면 어지러움이나 두통과 같은 심한 

증상이 항상 있다 
12(66.7) 6(31.6)

8.고혈압이 심해지면 심장, 신장, 뇌 등의 장기에 

합병증이 초래된다
17(94.4) 17(89.5)

9.고혈압은 반드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6(33.3) 0(0)

10.고혈압은 평생동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18(100) 18(94.7)

11.고혈압이 있어도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
17(94.4) 17(89.5)

12.고혈압을 꾸준히 관리하면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
18(100) 17(89.5)

13.고혈압으로 인한 중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18(100) 19(100)

14.고혈압약을 먹기만 하면 건강습관을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
18(100) 19(100)

15.혈압이 일단 조절되면 안전하게 약을 끊을 수 

있다
14(77.8) 13(68.4)

16.혈압약은 한번 복용하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하므로 되도록 나중에 먹기 시작하면 할수록 좋다
11(61.1) 14(73.7)

17.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심장발작이 올 수 

있다
17(94.4) 14(73.7)

부록 5. 중재군과 대조군의 고혈압관리지식정도, 폭염대처지

식정도, 스트레스반응 집단 간 사후 결과표

〈부표 5-1〉중재군과 대조군의 고혈압관리지식정도에 대한 정답율-중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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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급격한 온도의 변화는 심장발작을 일으킨다 16(88.9) 15(78.9)

19.약을 먹고 오심, 구토, 설사, 시력이상이 있을 

때에는 먹던 약을 중단한다
13(72.2) 13(68.4)

20.가슴이 30분 이상 몹시 아플 때나 니트로글리세린

으로 완화되지 않는 통증이나 오심, 구토, 숨가쁨이 

계속 되면 즉시 119 혹은 의사에게 연락한다.
18(100) 1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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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처 지식 항목

중재군

(n=18)

대조군

(n=19)

n(%) n(%)

1.기온이 올라가면 열을 낮추기 위해 심장박동이 

빨라진다
16(88.9) 10(52.6)

2.엄밀히 말해, 무더위와 혈압 상승은 관련이 없다 15(83.3) 9(47.4)

3.땀이 많이 나면 혈액이 농축되어 혈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14(77.8) 5(26.3)

4.심장질환이나 고혈압 환자는 특히 열 관련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다
16(88.9) 14(73.7)

5.고혈압 환자일 경우, 귀가한 후 가급적 실내온도를 

최저로 낮추어 체온을 빨리 떨어뜨린다
11(61.1) 2(10.5)

6.불면은 고혈압 위험인자 중 하나이므로 열대야에 

적극 대처한다
17(94.4) 14(73.7)

7.실내온도와 실외온도를 10도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16(88.9) 12(63.2)

8.낮 최고기온 33도를 넘으면 폭염특보가 발령된다 17(94.4) 15(78.9)

9.적절한 양의 음주는 괜찮다 11(61.1) 11(57.9)

10.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한다 18(100) 16(84.2)

11.가능한 가볍고 헐렁한 옷을 입는다 18(100) 19(100)

12.목이 마르지 않으면 물을 마시지 않는다 16(88.9) 14(73.7)

13.에어컨이 없는 실내라도 가급적 실내에 머무는 

것이 좋다
8(44.4) 6(31.6)

14.열을 방출하기 위해 모자는 쓰지 않는다 17(94.4) 11(57.9)

15.더워도 가만히 있지 말고 가능하면 몸을 움직인다 15(83.3) 16(84.2)

16.샤워나 목욕을 자주 해서는 안 된다 17(94.4) 9(47.4)

17.평상시보다 식사를 많이 한다 18(100) 14(73.7)

18.양산,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다 18(100) 14(73.7)

〈부표 5-2〉중재군과 대조군의 폭염대처 지식정도에 대한 정답율-중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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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반응 항목

중재군

(n=18)

대조군

(n=19)

n(%) n(%)

1.일에 실수가 많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61.1) 7(36.8)

약간 그렇다 6(33.3) 7(36.8)

웬만큼 그렇다 1(5.6) 3(15.8)

상당히 그렇다 0(0) 2(10.5)

아주 그렇다 0(0) 0(0)

2.말하기 싫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61.1) 9(47.4)

약간 그렇다 4(22.2) 6(31.6)

웬만큼 그렇다 3(16.7) 2(10.5)

상당히 그렇다 0(0) 2(10.5)

아주 그렇다 0(0) 0(0)

3.가슴이 답답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12(66.7) 10(52.6)

약간 그렇다 3(16.7) 5(26.3)

웬만큼 그렇다 2(11.1) 2(10.5)

상당히 그렇다 0(0) 1(5.3)

아주 그렇다 1(5.6) 1(5.3)

4.화가 난다

전혀 그렇지 않다 7(38.9) 11(57.9)

약간 그렇다 7(38.9) 6(31.6)

웬만큼 그렇다 4(22.2) 1(5.3)

상당히 그렇다 0(0) 1(5.3)

아주 그렇다 0(0) 0(0)

5.안절부절 못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3(72.2) 15(78.9)

약간 그렇다 5(27.8) 2(10.5)

웬만큼 그렇다 0(0) 1(5.3)

상당히 그렇다 0(0) 0(0)

아주 그렇다 0(0) 1(5.3)

6.소화가 안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3(72.2) 15(78.9)

약간 그렇다 3(16.7) 1(5.3)

웬만큼 그렇다 2(11.1) 1(5.3)

상당히 그렇다 0(0) 1(5.3)

아주 그렇다 0(0) 1(5.3)

〈부표 5-3〉중재군과 대조군의 스트레스 반응- 중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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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반응 항목

중재군

(n=18)

대조군

(n=19)

n(%) n(%)

7.배가 아프다

전혀 그렇지 않다 15(83.3) 14(73.7)

약간 그렇다 2(11.1) 1(5.3)

웬만큼 그렇다 1(5.6) 2(10.5)

상당히 그렇다 0(0) 1(5.3)

아주 그렇다 0(0) 1(5.3)

8.소리를 지르고 싶다

전혀 그렇지 않다 16(88.9) 17(89.5)

약간 그렇다 2(11.1) 1(5.3)

웬만큼 그렇다 0(0) 0(0)

상당히 그렇다 0(0) 0(0)

아주 그렇다 0(0) 1(5.3)

9.한숨이 나온다

전혀 그렇지 않다 13(72.2) 7(36.8)

약간 그렇다 3(16.7) 8(42.1)

웬만큼 그렇다 1(5.6) 1(5.3)

상당히 그렇다 0(0) 2(10.5)

아주 그렇다 1(5.6) 1(5.3)

10.어지럽다

전혀 그렇지 않다 9(50) 10(52.6)

약간 그렇다 7(38.9) 5(26.3)

웬만큼 그렇다 1(5.6) 2(10.5)

상당히 그렇다 1(5.6) 1(5.3)

아주 그렇다 0(0) 1(5.3)

11.만사가 귀찮다

전혀 그렇지 않다 12(66.7) 9(47.4)

약간 그렇다 3(16.7) 7(36.8)

웬만큼 그렇다 3(16.7) 2(10.5)

상당히 그렇다 0(0) 0(0)

아주 그렇다 0(0) 1(5.3)

12.잡념이 생긴다

전혀 그렇지 않다 8(44.4) 7(36.8)

약간 그렇다 9(50) 6(31.6)

웬만큼 그렇다 1(5.6) 5(26.3)

상당히 그렇다 0(0) 1(5.3)

아주 그렇다 0(0) 0(0)

13.쉽게 피로를 느낀다 전혀 그렇지 않다 7(38.9) 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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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반응 항목

중재군

(n=18)

대조군

(n=19)

n(%) n(%)

약간 그렇다 4(22.2) 9(47.4)

웬만큼 그렇다 4(22.2) 2(10.5)

상당히 그렇다 3(16.7) 3(15.8)

아주 그렇다 0(0) 1(5.3)

14.온몸에 힘이 빠진다

전혀 그렇지 않다 7(38.9) 10(52.6)

약간 그렇다 8(44.4) 4(21.1)

웬만큼 그렇다 1(5.6) 3(15.8)

상당히 그렇다 2(11.1) 2(10.5)

아주 그렇다 0(0) 0(0)

15.자신감을 잃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9(50) 11(57.9)

약간 그렇다 6(33.3) 1(5.3)

웬만큼 그렇다 2(11.1) 3(15.8)

상당히 그렇다 0(0) 3(15.8)

아주 그렇다 1(5.6) 1(5.3)

16.긴장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 6(33.3) 13(68.4)

약간 그렇다 8(44.4) 3(15.8)

웬만큼 그렇다 3(16.7) 0(0)

상당히 그렇다 1(5.6) 3(15.8)

아주 그렇다 0(0) 0(0)

17.몸이 떨린다

전혀 그렇지 않다 14(77.8) 14(73.7)

약간 그렇다 3(16.7) 1(5.3)

웬만큼 그렇다 0(0) 3(15.8)

상당히 그렇다 1(5.6) 1(5.3)

아주 그렇다 0(0) 0(0)

18.누군가를 때리고 싶다

전혀 그렇지 않다 15(83.3) 16(84.2)

약간 그렇다 2(11.1) 1(5.3)

웬만큼 그렇다 0(0) 1(5.3)

상당히 그렇다 0(0) 0(0)

아주 그렇다 1(5.6) 1(5.3)

19.의욕이 떨어졌다

전혀 그렇지 않다 8(44.4) 9(47.4)

약간 그렇다 7(38.9) 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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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반응 항목

중재군

(n=18)

대조군

(n=19)

n(%) n(%)

웬만큼 그렇다 2(11.1) 2(10.5)

상당히 그렇다 1(5.6) 1(5.3)

아주 그렇다 0(0) 0(0)

20.울고 싶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61.1) 15(78.9)

약간 그렇다 4(22.2) 2(10.5)

웬만큼 그렇다 2(11.1) 1(5.3)

상당히 그렇다 0(0) 1(5.3)

아주 그렇다 1(5.6) 0(0)

21.신경이 날카로워졌다

전혀 그렇지 않다 8(44.4) 10(52.6)

약간 그렇다 4(22.2) 4(21.1)

웬만큼 그렇다 3(16.7) 3(15.8)

상당히 그렇다 2(11.1) 1(5.3)

아주 그렇다 1(5.6) 1(5.3)

22.내가 하는 일에 전망이 없다

전혀 그렇지 않다 7(38.9) 6(31.6)

약간 그렇다 5(27.8) 3(15.8)

웬만큼 그렇다 3(16.7) 5(26.3)

상당히 그렇다 2(11.1) 3(15.8)

아주 그렇다 1(5.6) 2(10.5)

23.멍하게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9(50) 9(47.4)

약간 그렇다 5(27.8) 6(31.6)

웬만큼 그렇다 2(11.1) 0(0)

상당히 그렇다 2(11.1) 2(10.5)

아주 그렇다 0(0) 2(10.5)

24.누군가를 미워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8(44.4) 11(57.9)

약간 그렇다 6(33.3) 1(5.3)

웬만큼 그렇다 4(22.2) 4(21.1)

상당히 그렇다 0(0) 2(10.5)

아주 그렇다 0(0) 1(5.3)

25.한가지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2(66.7) 11(57.9)

약간 그렇다 3(16.7) 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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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반응 항목

중재군

(n=18)

대조군

(n=19)

n(%) n(%)

웬만큼 그렇다 2(11.1) 0(0)

상당히 그렇다 1(5.6) 4(21.1)

아주 그렇다 0(0) 0(0)

26.목소리가 커졌다

전혀 그렇지 않다 9(50) 13(68.4)

약간 그렇다 5(27.8) 3(15.8)

웬만큼 그렇다 1(5.6) 1(5.3)

상당히 그렇다 2(11.1) 1(5.3)

아주 그렇다 1(5.6) 1(5.3)

27.마음이 급해지거나 일에 쫓기는 

   느낌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0(55.6) 10(52.6)

약간 그렇다 5(27.8) 3(15.8)

웬만큼 그렇다 2(11.1) 2(10.5)

상당히 그렇다 1(5.6) 2(10.5)

아주 그렇다 0(0) 1(5.3)

28.행동이 거칠어졌다(난폭운전, 욕설, 
  몸싸움 등)

전혀 그렇지 않다 14(77.8) 14(73.7)

약간 그렇다 4(22.2) 1(5.3)

웬만큼 그렇다 0(0) 0(0)

상당히 그렇다 0(0) 2(10.5)

아주 그렇다 0(0) 2(10.5)

29.무엇인가를 부수고 싶다

전혀 그렇지 않다 14(77.8) 16(84.2)

약간 그렇다 2(11.1) 0(0)

웬만큼 그렇다 1(5.6) 1(5.3)

상당히 그렇다 1(5.6) 1(5.3)

아주 그렇다 0(0) 1(5.3)

30.말이 없어졌다

전혀 그렇지 않다 7(38.9) 9(47.4)

약간 그렇다 7(38.9) 4(21.1)

웬만큼 그렇다 3(16.7) 1(5.3)

상당히 그렇다 1(5.6) 4(21.1)

아주 그렇다 0(0) 1(5.3)

31.머리가 무겁거나 아프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61.1) 10(52.6)

약간 그렇다 4(22.2) 5(26.3)

웬만큼 그렇다 1(5.6) 1(5.3)

상당히 그렇다 2(11.1)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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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반응 항목

중재군

(n=18)

대조군

(n=19)

n(%) n(%)

아주 그렇다 0(0) 2(10.5)

32.가슴이 두근거린다

전혀 그렇지 않다 9(50) 12(63.2)

약간 그렇다 6(33.3) 2(10.5)

웬만큼 그렇다 2(11.1) 0(0)

상당히 그렇다 1(5.6) 1(5.3)

아주 그렇다 0(0) 4(21.1)

33.누군가를 죽이고 싶다

전혀 그렇지 않다 17(94.4) 17(89.5)

약간 그렇다 1(5.6) 1(5.3)

웬만큼 그렇다 0(0) 0(0)

상당히 그렇다 0(0) 0(0)

아주 그렇다 0(0) 1(5.3)

34.얼굴이 붉어지거나 화끈거린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61.1) 12(63.2)

약간 그렇다 4(22.2) 1(5.3)

웬만큼 그렇다 1(5.6) 1(5.3)

상당히 그렇다 2(11.1) 1(5.3)

아주 그렇다 0(0) 4(21.1)

35.지루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13(72.2) 11(57.9)

약간 그렇다 4(22.2) 5(26.3)

웬만큼 그렇다 1(5.6) 0(0)

상당히 그렇다 0(0) 2(10.5)

아주 그렇다 0(0) 1(5.3)

36.참을성이 없다

전혀 그렇지 않다 13(72.2) 11(57.9)

약간 그렇다 4(22.2) 4(21.1)

웬만큼 그렇다 0(0) 3(15.8)

상당히 그렇다 0(0) 1(5.3)

아주 그렇다 1(5.6) 0(0)

37.얼굴표정이 굳어졌다

전혀 그렇지 않다 13(72.2) 9(47.4)

약간 그렇다 5(27.8) 5(26.3)

웬만큼 그렇다 0(0) 1(5.3)

상당히 그렇다 0(0) 2(10.5)

아주 그렇다 0(0) 2(10.5)

38.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4(77.8) 1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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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반응 항목

중재군

(n=18)

대조군

(n=19)

n(%) n(%)

약간 그렇다 1(5.6) 2(10.5)

웬만큼 그렇다 2(11.1) 1(5.3)

상당히 그렇다 0(0) 3(15.8)

아주 그렇다 1(5.6) 2(10.5)

39.움직이기 싫다

전혀 그렇지 않다 12(66.7) 11(57.9)

약간 그렇다 2(11.1) 3(15.8)

웬만큼 그렇다 2(11.1) 1(5.3)

상당히 그렇다 1(5.6) 1(5.3)

아주 그렇다 1(5.6) 3(15.8)





 간행물회원제 안내 

 ▶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 회비

   •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 가입방법 

   •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 회비납부

   •   • 신용카드 결재

   •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문의처

   •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2∙간행물회원제 안내 및 발간목록

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01 u-Health 현황과 정책과제 송태민

연구 2011-02 보건의료분야 여건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출 및 수입구조 분석 조재국

연구 2011-03 천서민 건강관리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활성화 방안 이상영

연구 2011-04 약제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고비용 의약품 관리방안 박실비아

연구 2011-05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정기혜

연구 2011-06 소비자 중심의 유기식품의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유기가공식품 표시제 중심으로- 곽노성

연구 2011-07 저소득층 아동비만 및 저체중 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김혜련

연구 2011-08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전환에 따른 건강증진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진

연구 2011-09 인구집단별 의료이용의 형평성 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해 김동진

연구 2011-10 통일대비 북한 위기상황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방안 황나미

연구 2011-11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방안 신영석

연구 2011-12
노후준비 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윤석명

연구 2011-13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최성은

연구 2011-14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연구 2011-15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장애‧장해‧장애인 연금간 효과적인 역할정립 
중심으로 신화연

연구 2011-16-1 선진국의 아동사례관리체계비교연구: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16-2 호주 사회보장체계 연구 여유진

연구 2011-17-1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고경환

연구 2011-17-2 노인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와 복지경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고경환

연구 2011-17-3 2011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연구 2011-17-4 2011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1-17-5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연구 2011-17-6 사회복지 재정추계 모형개발 연구 원종욱

연구 2011-17-7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 정영호

연구 2011-18 공정사회를 위한 친서민정책 개선방안 이태진

연구 2011-1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노대명

연구 2011-20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여유진

연구 2011-2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조사- 최현수

연구 2011-22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김태완

연구 2011-23 공공부조 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 -TANF의 배경과 그 집행의 특징- 이현주

연구 2011-24 2011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1-25 사회복지제도 운영체계 국제비교 연구: 호주‧뉴질랜드‧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강혜규

연구 2011-26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1-27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연구 2011-28 지역별 건강수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변용찬

연구보고서 발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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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29 장애노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실태 및 운영 구조 연구 강혜규

연구 2011-3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 이삼식

연구 2011-33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제고방안 정영철

연구 20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1-35 사회복지 통계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도세록

연구 2011-36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장영식

연구 2011-37-1 출산율예측모형개발 이삼식

연구 2011-37-2 저출산에 대한 만혼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태홍(외부)
연구 2011-37-3 출산관련 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최정수

연구 2011-37-4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김은정

연구 20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외부)
연구 20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연구 2011-37-7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연구 2011-37-8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정덕(외부)
연구 20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경희

연구 2011-37-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 모색: 연금제도와 고령자 
경제활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소정

연구 20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연구 20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선우 덕

연구 20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 
-M시 종적연구기반(I) 오영희

연구 2011-37-14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김수봉

연구 20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연구 20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폴란드 편- 이삼식

연구 20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경희

연구 20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각지대 분석- 이소정

연구 2011-37-19 출산행동의 동향분석을 위한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연구 20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 김기홍(외부)
연구 2011-37-21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정영철(외부)
연구 20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방안 이미정(외부)

연구 20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연구 20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지원 김동진

연구 20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와 정책동향 최은진

연구 2011-39-4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김동진

연구 20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연구 20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연구 20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연구 20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홍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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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4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2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1-4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아동분야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44-1 2011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남상호

연구 20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욱

연구 20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정영호

연구 20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01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12권) 정기혜

연구 2012-02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한미FTA중심으로 김대중

연구 2012-03
초‧중‧등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식품(안전) 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김정선

연구 2012-04 식품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곽노성

연구 2012-05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김남순

연구 2012-06 약제비 지출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 연구 박실비아

연구 2012-07 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윤강재

연구 2012-08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연구 2012-09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다원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2-10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2-11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조직화 방안 김동진

연구 2012-12 정신건강고위험자 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진욱

연구 2012-13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방안 정기혜

연구 2012-14 건강보장체계의 New Paradigm 전환에 따른 기반 구축 연구 신영석

연구 2012-15 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김진수

연구 2012-16 국민연금 적정부담 수준에 관한 연구 윤석명

연구 2012-17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2012-18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신화연

연구 2012-19 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방향 유근춘

연구 2012-20 사회환경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와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에 관한 연구 원종욱

연구 2012-21 복지지출 수준에 따른 사회현상과 정책과제 고경환

연구 2012-22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 최성은

연구 2012-23
지방정부의 복지재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의 복지수준과 
욕구의 대응성 분석 고경환

연구 2012-24 2012년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연구 2012-25 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2-26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군인연금과 노르딕 
모델을 중심으로 윤석명‧신화연

연구 2012-27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 원종욱

연구 2012-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강신욱

연구 2012-29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김태완

연구 2012-30 중고령자의 소득·자산 분포와 노후빈곤 가능성 분석 남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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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2-31 현세대 노인의 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 방안 연구 김미곤

연구 2012-3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이현주

연구 2012-33 빈곤층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연구 염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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