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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건강관리 

https://www.cpacanada.ca/en 

영남의대 예방의학교실  

영남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교수 사 공 준  



 지난 100년 간 지구온도  0.74℃ 상승, 산업혁명 전보다 1 ℃  

 매년 0.2 ℃  상승_향후 0.5 ℃ 더 상승 하면 - 기후재앙 

 2100년까지 1.1-6.4 ℃ 상승,  해수면 57 cm 상승 예측 

ㅎㄱㄷ두ㅙㅕㄴㄷ 

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d/db/Global_Temperatur
e_And_Forces.svg/1024px-Global_Temperature_And_Forces.svg.png 



섬나라 키리바시[위키미디아 제공] 

https://globalclimatefacts.files.wordpress.c
om/2009/11/kilimanjaro-1993-
2000.jpg?w=500 

먼 나라?  
먼 훗날? 

https://i.pinimg.com/236x/52
/5e/ed/525eeda4904794113
6136ba1b0395559.jpg 

http://news.chosun.com/site/data/i
mg_dir/2007/04/07/2007040700053
_1.jpg 



• 106년(1912~2017)  우리나라 연평균 0.18℃/10년 상승 

• 최근 30년 기온은 20세기 초보다 1.4℃ 상승 

• 1980년대 연평균기온  13.4℃ 

• 1990년대 연평균 기온 14.0℃ . 환경부, 2020.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 2020. 

한국: 1965~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2798% 증가 
https://news.joins.com/article/23629215  



한반도의 아열대화…..대구사과…옛말  



기후변화로 인해  

• 지금… 아주 가까운 미래  

• 나와 가족에게  

• 우리 건강은 

https://files.secure.website/wscfus/8154141/uploads/Health_impacts_visual.
png 



1. 기후변화에 의한 건강위험은 매우 다양하고 지구적인 규모로 발생하며 

      비가역적 

 

2. 위험성은 국가간에 불평등 -화석연료사용으로 기후변화에 보다 책임이 있는 

      선진국보다 기후변화를 초래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후진국 일수록 위험 

 

3. 같은 국가 내에서도 도시빈민, 노인과 어린이, 영세농가, 병약자  

    등이 기후변화의 피해를 더 많이 

기후변화에 의한 건강영향의 특징 











우리 나라는? 





동남아시아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 자생

하는 흰줄숲모기_

지카바이러스 



털진드기, 쯔쯔가무시(つつがむし)증 

쯔쯔가무시증 연도별 발생 환자 수
(자료출처:질병관리본부) 









수온 상승으로 아열대 바다에 주로 서식하는 보름달물 해파리,  

노무라입깃 해파리가 한반도 연안에 출현 

http://newsroom.etomato.com/userfiles/govkfkE[.jpg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7737D3655C054A903 



지구온난화(기후변화) : 건강 및 환경영향 

 진드기: 쯔쯔가무시 

 모기: 말라리아, 뇌염, 뎅기열, 황열, 지카 등  

       - 열대. 아열대지역 풍토병 - 온대지역으로 확산 

 식중독 위험성 증가 : 비브리오, 병원성 대장균,  

                              세균성 이질, 살모넬라 

 설치류 증가: 신증후군 출혈열, 렙토스피라  

 수온 증가, 부영양화 :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 증가 

 열사병 등 열중증 환자 증가 



다음 중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기상재해는? 

① 태풍 

② 홍수 

③ 폭염 

④ 한파 

⑤ 가뭄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기상재해는 

• 2003년 유럽 폭염- 7만 명 사망 

 

• 미국: 2014년 이전 10년 동안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평균 170명,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 117명,  홍수 74명 

 

• 1994년 폭염으로 국내 3,384명 사망 

              (기상청 보도자료 2012. 7. 31)  

 

• 서울 기온 1℃ 상승 시  

    폭염사망자 12.8% 증가(KEI, 2013)  

폭염 

International Archive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volume 80, pages16–
24(2006) 





우리나라 1994년 7,8월 폭염 기간 동안 기온 및 사망자변화 

1994년 서울지역 7~8월 평균 사망자수 93년, 95년에 보다 889명 증가 
 

1994년 서울지역 교통사고 사망자수 802명  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free5293 

91∼ 93년 같은 기간보다 72.9% 증가 

1994년 7, 8월 서울시 일 사망자와 최고기온 ⓒ장재연 



폭염의 위험성 

• 피부화상,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냉방병 등 

• 기온이 30∼32℃일 때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 

• 36℃가 되면 30℃일 때보다 50% 증가 

• 고령자, 노약자 및 어린이 등이 체력적으로 적응이 힘들어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 

• 경제와 산업에까지 악영향_과도한 피로, 무기력, 과민, 협조능력저하 

및 판단력 저하 – 산업재해 증가 

• 열대야_생체리듬 이상(미국 수면장애로 인한 개인·사회적 손실을 연

간 150억 달러로 추정)  

• 모기 개체 수 증가, 수인성 질환 및 음식물 매개 질환 증가 

• 각종 전염병 발병 가능성 증가 



폭염 건강영향의 특징 

• 태풍 등 다른 기상현상과 달리 발생가능성에 대한 예측 가능한 

반면, 자발적 주민대응 및 피해상황 확인이 어렵다. 

 

• 거동 불편한 노인계층 등 약자들 냉방시설로 이동하는데 한계 

 

• 피해 광범위하고 동시다발적 발생으로 응급의료체계의 신속한 

가동이 곤란 

 

• 더위가 일상적인 열대지방 보다는 온화한 온대지방에서 폭염

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 



 폭염과 사망 

   • 1991년부터 2013년 확인 된 폭염사망_ 총 547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폭염 사망자의 60%_ 60세 이상 고령층 

      (70대 19.2%> 80대(17.8%)> 60대(13.8%)) 

   • 폭염사망자의 성별_ 남성 67%  

   • 60세 이상 중 22.4%_ 농·어업 종사자  

   • 지역적으로는_ 대구·경북과 제주도에 집중  



65세 이상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신장병 



폭염 민감취약인구 

• 어린이 

• 어르신(65세 이상) 

• 질병자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정신질환 등)  

• 병원 처치를 받고 있는 자(투석, 혈압조절 등)  

• 보행불편 등 장애  

• 약물, 알코올 중독자, 과체중 

• 사회적으로 고립된 자(독거 빈곤, 노숙자, 외국인 근로자) 



어르신과 어린이 

• 65세 이상- 생리적인 열 내성이 약해지고 고온으로 인해 질병이 발
생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 노화로 인한 땀샘의 감소- 땀의 배출량이 적어져 체온 감소 기능 및 
탈수 감지능력 저하 

 

• 노인의 기존 만성질환이 열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 저해   

 

• 복용하는 약이 체온조절을 저해 

 

• 폭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적절한 대처 어렵다. 

 

• 어린이는 체온조절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음. 



고혈압 

• 더위를 느끼면 

 - 적정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활발 

 - ‘혈압 변동’ 유발 

 - 뇌경색과 심근경색 유발 

• 수분을 보충해주지 않으면 

 - 혈액 농도가 증가 

 - 혈액 흐름 방해, 혈압상승  

• 탈수를 막기 위해 물을 충분히 섭취 



심장질환 

• 기온증가 - 말초 혈관을 확장, 땀 증가 

       - 말초혈관 확장으로 혈압 감소 

       - 심장은 더 많은 혈액을 보내려고 더 수축 

       - 심박동수, 심근수축 증가 

 

• 심장질환자 - 중심체온 상승시 피부 혈류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심박출량 증가능력이 저하 

 

• 폭염으로 중심체온 상승 - 탈수 – 혈액농축 - 심장 부담 

 

• 건강한 성인: 41℃, 습도 15-25%, 6시간 노출 

   - 혈액점도 24% 증가, 적혈구 9% 증가, 혈소판 18% 증가 

   - 혈액응고 증가 ☞ 심근경색 



당뇨병 

• 당뇨병 환자 - 탈수 - 혈액 농도 증가- 혈당증가 

• 장시간 더위에 노출 – 혈당조절 기능 저하- 고저혈당 

• 현기증- 낙상 

• 무더위 – 소변량 증가 - 체내 수분 부족- 열사병 위험 

• 당뇨환자: 빙과류나 청량음료는 혈당 증가 – 냉수 가장 좋다 

• 스포츠음료- 흡수속도가 빨라 갈증을 빨리 없애주지만 열량이 

높으므로 물이나 얼음에 희석 



뇌졸증 

•  뇌졸중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발생 

•  흘리는 땀의 양이 많기 때문 에 체내 수분이 부족 

   - 혈액순환 원활하지 않아 뇌졸중의 발생 위험 증가 

• 미국 심장학회: 기온 32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뇌졸

중 환자는 66%, 심근경색 환자는 20% 증가 



폭염과 온열질환(열중증)  



신종 감염병 빈번한 출현 이유 

• 60-75% 인수공통감염병 

• 도시의 팽창, 인간과 동물의 접촉 증가 

• 육류소비량 증가, 공장형 밀집사육, 동물성 사료 

• 인구이동 및 물자교역 빈도와 속도 증가 

• 기후변화, 산림벌채, 댐건설 등 자연생태계 환경변화  

• 인구집중, 고령화, 기저질환자 증가  

• 의학과 네트웍의 발전 

 



https://image3.slideserve.com/5549858/history1-l.jpg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천연두 완전 박멸 

              (eradication) 선언 (1980년 5월 8일) 

World Health Organization at Geneva, Switzerland, 
after declaration of eradiction of smallpox on earth, 
May 8, 1980. AP/Wide World Photos 



• 1981년 6월 5일자 MMWR 

• 미국 LA Dr Michael Gottlieb  

• 1980년 10월 – 1981년 5월 

• 5명 젊은 남자환자가 드문 폐렴 

• 주로 면역억제자들에서 발생하는  

   뉴모시스티스 카리니 균에 의한 폐렴 

• 특이한 것은 모두 동성애자 

다음 7/5일 자 MMWR에 다
른 의사들이 유사환자 26례 
연이어 보고함. 
 주로 마약중독자, 동성애자 

1983년 5월 AIDS 바이러스 분리  



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