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30.(목) 09:30(총 5매)
국립기상과학원
응용기상연구과

즉 시
과 장 김 백 조
연구관 김 규 랑

064-780-6752
064-780-6753

침묵의 살인자 ‘폭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다
- 기상청, <2015 폭염대응 토론회> 개최
□ 기상청(청장 고윤화)은 7월 30일(목) 14시 공군회관에서 폭염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 201 5 폭염대응 토론회 > 를
개최한다 .

○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부

(장관 윤성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심재현) △서울대
등 학·관·연 전문가 70여 명이 참석하여 초청강연,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된다.

□ 이번 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와 건강 △2015 년 폭염 특보 △
폭염에 따른 인체영향 평가 △폭염 피해 현황과 대비전략 △폭염 발생
특성과 전망 등이다.

○ 특히 초청강연에서는 김호 서울대 교수가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를
국내외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연한다.

○ 주제발표에서는 △기상청의 폭염특보 운영 현황 및 발표 기간 확대
등 개선 계획과 △2015년 폭염대비 전략 개선 사항 △폭염 특보 개
선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조천호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폭염의 실제적인
위험성을 공감하고 ,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라고 밝혔다 .

□ 붙임

1. <2015 폭염대응 토론회> 일정
2. 국립기상과학원의 주요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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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폭염대응 토론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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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국립기상과학원 폭염 대응 주요 연구결과

□ 폭염에 의한 과거 건강 피해
○ 전 세계 국가별 폭염 건강 피해

( 과거 순위) 1901~2014년 극한 기온에 따른 사망자수 순위에서
2003년의 유럽 폭염은 2~6위까지 차지하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 올해의 폭염) 올해 초 발생한 인도와 파키스탄의 폭염은 피해 규모
에서 8위와 10위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건강 피해를 유발하였다. 국
내에서는 5월부터 폭염특보가 발령된 바 있다.
표 - 1900~2014 년 극한기온에 따른 사망자수 순위
순위

국가(발생연월)

사망자수

1

러시아(2010년 6월)

55,736명

2

이탈리아(2003년 7월)

20,089명

3

프랑스(2003년 8월)

19,490명

4

스페인(2003년 8월)

15,090명

5

독일(2003년 8월)

9,355명

6

포르투갈(2003년 8월)

2,696명

7

인도(1998년 5월)

2,541명

8

프랑스(2006년 7월)

1,388명

9

아프가니스탄(2008년 1월)

1,317명

10

미국(1980년 6월)

1,260명

(출처: CRED EM-DAT)

○ 한국의 과거 폭염 건강 피해

(1994 년의 한국 폭염) 2003년에 발생한 유럽 폭염을 한국에 적용하
였을 때(서울: 307명 사망 예측)보다 1994년(서울: 456명 초과 사망
기록)에 더 많은 사망자수가 발생하였다. 1994년 폭염의 위력을 알
수 있다. (출처: 2014년, Int J Biometeorol DOI 10.1007/s00484-015-1020-z,
The application of the European heat wave of 2003 to Korean cities to
analyze impacts on heat-related mortality)

□ 한국의 미래 폭염 전망
○ 미래 폭염일 수 전망

(RCP 2.6 시나리오) 21세기 중반까지 폭염일이 증가(현재 1.3일/년 →
5.6일/년)한 후 일정한 수준 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RCP 8.5 시나리오) 21세기 후반까지 계속 증가(현재 1.3일/년 → 13.6
일/년)하여 현재의 10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미래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사망자수 전망

( 현황) 서울에 대한 온열 질환 사망자수 분석 결과, 1994년을 제외
한 1991- 2012년 매 여름 평균 100명이 발생하였다.

( 미래 전망) 2030년대에는 서울의 장래인구추계자료를 적용하였을
때, 현재보다 온열 질환 사망자가 2배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 사망자 중 75세 이상 비율은 현재의 27%에서 66% 이상을 차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2014, 응용기상기술개발(Ⅱ) 보고서)

그림 - 서울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2.6(녹색)과 RCP 8.5 (보라색)에 따른 서울의
연평균 온열질환 사망자수. 진한 색깔은 인구구조가 불변함을 가정하고 연
한 색깔은 장래인구추계자료에 따라 인구구조가 변동. 1991-2012의 적색은
인구구조에 따른 사망자수 추정 알고리즘으로 계산된 관측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