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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온도와 신생아 체중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본 자연재해의 불평등

Ⅰ. 서 론
 

매년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크고 작은 재난들이 발생한다. 지난해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한 호주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는 물론, 최근 코

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사회재난도 꾸준히 발생한다. 경제학 분야에서

는 이러한 재난의 피해와 영향력을 추정하는 연구들을 진행해왔다.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19와 같은 예상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효과를 추정한 대표적인 연

구로는 Almond(2006)의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은 20세

기에 가장 크게 유행한 전염병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충격이었다. 

Almond(2006)는 이 전염병이 창궐한 당시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태아들이 성인

이 된 1960~1980년 사이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염병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이들

의 교육 수준, 신체 건강 및 소득 수준 등이 스페인 독감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다

른 또래집단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전염병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들에게까지 장기적인 영

향을 미침으로써, 이들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결코 단기간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보였다. 비슷한 맥락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및 영향은 사회재난의 영

향과 비교해도 결코 작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에 대

해 살펴본다. 

본고는 먼저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현황을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본 후, 여러 자

료를 활용하여 자연재해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좀 더 나아가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가 개인 및 가구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

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좋은 자료이다. 

자연재해의 경험 유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자연재해 전후의 사회경제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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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의사결정 행위를 측정(measure)할 수 있는 여러 변수 등의 자료가 패널

(panel) 형태로 구축되어 있다면 매우 좋은 자료라 할 수 있다. 애석하게도 우리

나라에서는 자연재해와 관련된 정보와 함께 개인의 정보를 세부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적

으로나마 자연재해의 피해 대상인 개인 및 가구를 선별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시

도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여러 자연재해 가운데 대기온도의 변화, 특히 폭염에 초점을 맞

춘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온도와 신생아 체중의 관계를 분석한다. 임신부의 임신

기간 중 발생한 폭염, 강추위 등의 온도 변화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이러한 대

기온도의 변화로 인한 신생아의 체중 변화를 통해 그 피해를 추정한다. 신생아

의 체중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건강 수준 및 인적 자본 형성에 매우 중요

한 요소(Almond et al., 2005)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다. 이와 더불어 개인 및 가구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그 피해 정도의 이질성

(heterogeneity)을 추정하려 한다. 

Ⅱ. 선행연구

본 장에서는 자연재해와 관련된 대표적인 주요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자연재해(natural disaster)는 해마다 반복되고 규모에 따라 그 피해 정도가 다

양하며 매년 수많은 희생자를 낳는다. 최근 발생한 호주 산불은 역대 최악의 산

불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명피해는 물론 동물피해, 재산피해 등 그 규모

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자연재해의 대표적인 예는 산불을 비롯하여 홍수, 

지진, 허리케인, 해일, 폭염, 강추위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태풍 및 홍수 

등에 의한 피해가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종종 보고되

고 있다. 자연재해의 발생은 예측하기가 어렵고, 피해의 규모가 대체로 크다는 특

징이 있다. 그 피해의 범위는 개인 단위, 가구 단위, 국가 단위에 걸쳐 광범위하다. 

개인 및 가구의 경제적인 부분, 건강 수준은 물론이고 피해를 입은 사회의 사회

적 자본(예: 신뢰도) 등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또한 거시적으로는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주는 등(Loayza et al., 2012; Cavallo et al., 2013; Heg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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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mayer, 2019) 자연재해 피해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경제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연재해에 관심을 갖는다. 첫째, 자연

재해는 개인의 의사결정(decision making)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노동시

장 참여, 이주(migration), 저축 및 투자, 건강에 대한 투자와 같은 관찰 가능

한(observable) 부분은 물론이고 관찰할 수 없는 개인의(unobservable) 영역

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와 같은 부정적인 충격(negative 

shock)은 개인의 선호(preference) 체계에 영향을 준다. 개인의 시간 선호(time 

preference) 및 위험 선호(risk preference)에 영향을 줌으로써(Voors et al. 

2012; Kim and Lee, 2014; Cameron and Shah, 2015; Hanaoka et al., 2018), 

궁극적으로 개인의 의사결정을 변화시킨다. 둘째, 자연재해와 같은 부정적 충격

(negative shock)의 장기적 효과에 관한 연구는 실증 경제학의 주요 관심 주제 

중 하나이다. 어린 시절에 경험한 자연재해, 경제 대공황, 전쟁 등의 충격은 성인

이 되었을 때의 노동시장 참여 확률, 임금 수준, 건강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다(Malmendier and Nagel, 2011; Lee, 2014). 좀 더 포괄적으로는 자연재해와 

같은 충격이 인적자본(human capital)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경제학에서 인적자본 형성과 관련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며, 장기적인 관

점에서 인적자본 생산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인적자본 생산함수를 다양

한 각도에서 추정하는 것은 경제학 연구의 대표적인 관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예측이 쉽지 않은 자연재해의 발생 특성은 인과관계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

하는 실증 경제학의 모형에 활용되어 분석하기 용이하다. 즉 자연재해와 같은 충

격은 식별(identification)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연재해의 발생은 개인의 사회경제적(socioeconomic)인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Kahn, 2005), 개인의 의사결정을 변화시키는 다른 요소들의 

영향을 배제한 상황에서 부정적 충격의 인과적 관계를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자연재해는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예측 불가능한 

현상이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자연재해의 발생과 사회경제적 요소들 

간의 상관성은 대체로 작다. Kahn(2005)은 이러한 특성을 국가 간 경제 규모와 

자연재해 발생 빈도와의 관계를 통해 살펴본다([그림 1] 참조). 1980년부터 2002

년까지 73개국의 1인당 평균 실질GDP와 평균 자연재해 발생 건수를 비교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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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큰 상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제적인 수준이 높거나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 

상황이 좋더라도 자연재해 발생 자체와는 큰 관련성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는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그림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인당 평균 실질GDP로 측정한 국가의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자연재해

로 인한 평균 사망자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자연재해에 대응하

는 능력이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적·제도적 수준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

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료 시스템, 재난 응급 대응 및 위기 대응 시스

템은 경제적·제도적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더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을 가능성

이 크다. 이러한 결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국가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상이하

게 관찰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연재해의 피해 규모는 대체로 소득 수준이 낮

은 국가에서 더 광범위하게 그리고 뚜렷하게 관찰된다. 예를 들어, 1989년 리히

터 규모 6.9의 지진을 경험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사망자 수는 63명이었

던 반면, 2010년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7.0의 대지

진은 22만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그림 1] 자연재해 발생 빈도 및 국가 경제 규모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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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연재해 피해 및 국가 경제 규모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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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연재해의 영향(impact)은 개발도상국 혹은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

타나는 경우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 Kirchberger(2017)는 2006년 5월 27일에 인

도네시아에서 발생한 대지진이 인도네시아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

는데, 지진 발생 전에 농업 분야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의 경우 지진 발생 이후 임

금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진이 발생한 이후 주식(staple food)인 

쌀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의 감소 등이 임금 상

승 현상을 일정 부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 분야 종사자였던 일부 

노동자들이 지진 이후 건설 분야로 이직함에 따라 농업 분야의 한계 생산성이 증

가되어 임금 상승의 일정 부분을 설명하였다. 

자연재해는 개인의 건강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앞서 언급했듯이, 출생체중은 

개인의 건강 수준을 장기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Currie 

and Rossin-Slater(2013)는 1996년부터 2008년 사이에 미국 텍사스 지역에서 발

생한 허리케인을 경험한 270만명의 산모들을 분석한 결과, 그 산모들의 자녀가 출

생 당시 허리케인을 경험하지 않은 산모들의 자녀보다 평균적으로 체중이 적음을 

보였다. 출생체중은 허리케인 외의 기타 자연재해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기타 요인으로 지구온난화 현상과 같은 기후 변화를 들 수 있다.

최근 기후 변화의 효과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경제학에서도 이와 

자연재해는 개인의 

건강 수준에도 영향을 

준다. 앞서 언급했듯이, 

출생체중은 개인의 건강 

수준을 장기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대기온도와 신생아 체중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본 자연재해의 불평등

3332 2020. 3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Deschenes et al.(2009)은 미국 자료를 바

탕으로 산모가 임신기간 중 화씨 85도(섭씨 29.4도)를 넘는 날에 노출되는 기

간이 길어질수록 그 자녀가 저체중아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음을 보였다. 또한 

Deschenes and Moretti(2009)는 미국 자료를 바탕으로 대기온도와 일반 성인 

사망률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화씨 30도(섭씨 –1.1도) 이하인 추운 날씨가 길어

질수록, 혹은 화씨 90도(섭씨 32.2도) 이상인 더운 날씨가 길어질수록, 사망률이 

증가함을 보였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Mullins and White, 2019). 

자연재해는 보다 근본적으로 개인의 위험 선호(risk preference) 및 시간 선호

(time preference) 등과 같은 개인의 선호체계(individual preference)에도 영

향을 미친다. Cameron and Shah(2015)는 인도네시아 자료를 바탕으로 홍수 또

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 회

피적(risk averse)임을 보였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때문에 미래에 발생 가능

한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성을 더 높이 인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이다. Callen(2015)은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

(tsunami)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는데, 쓰나미를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 그렇지 않

은 사람들보다 시간할인인자(time discount factor)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직관적인 해석을 하면, 쓰나미를 경험한 사람들의 참을성(patience)이 더 높다는 

결과를 보인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2004년 쓰나미의 효과를 태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한 Cassar et al.(2017)은 그 반대의 결과를 보여서, 지역에 따

른 이질적 효과가 존재하며, 배경에 따른 차이가 있어서 이와 관련된 실증 결과들

은 현재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자연재해 효과를 연구한 주요 경제학 연구들을 간략하게 살펴봤다. 

경제학 분야는 물론 기타 정치학, 심리학, 사회학 등 여러 분야에서 자연재해의 효

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것은 자연재해가 인간의 행동과 근본적인 의사결정 과정

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이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추후 비슷한 자연재해

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실증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매우 높다. 자연재해 관련 자료가 풍부하고 체계적으로 갖춰

져 있는 미국은 물론 자연재해의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관찰되는 저소득 국가들을 

배경으로 한 연구는 이미 많이 진행되었다.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한 

경제학 분야는 물론 

기타 정치학, 심리학, 

사회학 등 여러 

분야에서 자연재해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것은 자연재해가

인간의 행동과 근본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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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선

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증 분석을 해보는 것

은 본 연구를 비롯하여 추후 연구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Ⅲ. 현황 분석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현황은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하는 �2018 재해연보�를 통

해 파악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서 정의한 자연재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가뭄, 지진(지진해일), 황사 등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

지는 지구온난화 현상, 이상기후 현상 등에 따라 자연재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후 예측 슈퍼컴퓨터의 도입 등에 따른 엄밀한 예측 작업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의 기본적인 특성은 앞서 언급했듯이 예측 불가능성이기 때문이다. 

[그림 3] 우리나라 자연재해 연도별 발생 현황

(a) 태풍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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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2018 재해연보�, 2018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자연재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가뭄, 

지진(지진해일), 황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 현상, 

이상기후 현상 등에 따라 

자연재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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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연도별 자연재해 발생 현황을 보여준다. [그림 3]의 (a)는 1951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지역에 발생하였던 태풍 발생 건수와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킨 

태풍 건수를 보여주며, [그림 3]의 (b)는 1978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지역에서 

발생하였던 리히터 규모 3.0 이상의 지진 및 총 지진 발생 건수, [그림 3]의 (c)는 1973

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도별 폭염일수1)를 나타낸다. 태풍, 지진, 폭염일수는 연도별

로 변화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진과 폭염일수의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약하게나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6년 이후 지진 발생 건

수가 급증하여,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연도별 변화가 심하다는 것인데, 어

느 시점에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할지 예측하기란 더욱 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우리나라 자연재해 발생 횟수 및 피해액(2005~2014년)

태풍 피해 발생 횟수 및 1인당 피해액(2005~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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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발생 횟수 및 1인당 피해액(2005~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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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지진 

발생 건수가 급증하여,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연도별 

변화가 심하다는 것인데, 

어느 시점에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할지 예측하기란 

더욱 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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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태풍, 호우, 대설, 지

진 등의 현황을 그 피해 규모와 함께 보여준다. 발생 횟수는 원 모양의 크기로 확

인할 수 있으며, 1인당 피해 규모는 색깔별로 차이가 있고, 색깔이 진해질수록 1

인당 피해 규모가 커짐을 의미한다. 태풍의 경우 전국에 걸쳐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로 남해안 쪽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호우 발생 역시 전

국에 걸쳐 일어나며,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

이 있다. 대설피해의 경우도 전국에 걸쳐서 일어나지만 내륙지방에서는 그 빈도

가 확연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최근 들어 빈번하게 관찰되는 지진의 경우 

주로 남부지방에서 관찰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정도는 자연재해의 발생 횟수와 반드시 비례하지

는 않는다. 예를 들어, 호우 발생의 경우 발생 횟수는 서울 및 수도권에 주로 집중

되지만 1인당 피해 규모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보다 동해안 혹은 전라도 및 충청도 

부근에서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발생 빈도는 낮아도 자연재해의 규모 등에 따

라 피해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적 특성 등의 차이에 따른 결과

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각 지역별로 자연재해 대응 준비 정도, 자연재해 피해 

지원 규모 등에 따라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규모는 이질적으로 관찰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별로 자연재해 피해의 불평등 현상이 관찰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현황을 시계열 자료로 살펴보면, 피해 역시 그 편차가 존

재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의 (a)는 연도별로 태풍, 홍수, 호우, 강

풍, 풍랑,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규모를 보여준다. 피해액 규모 역시 연도

별로 변화가 심하며, 2002년 피해액 규모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남긴 태풍 중 하나인 루사의 영향으로 2002년의 피해액 규

모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된다. 자연재해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 규모는 약 7,100억

원 정도이며, 2002년을 제외하면 연평균 약 5,860억원의 피해를 남겼다. 인명피해 

규모는 [그림 5]의 (b)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명피해(사망 또는 실종) 규모도 연

도별로 변이가 존재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자 규모는 줄

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95년 이후 자연재해 발생 건수 및 재산피해 규모는 

어떠한 특정 추세를 따르는 것으로 관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의 규

모가 줄어든 것은 인명구조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이 축적되고, 안전에 대한 의식이 

증가했으며, 재해 대응 시스템이 체계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각 지역별로 자연재해 

대응 준비 정도, 자연재해 

피해 지원 규모 등에 

따라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규모는 이질적으로 

관찰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별로 자연재해 

피해의 불평등 현상이 

관찰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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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우리나라 자연재해 연도별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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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2018재해연보�, 2018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요약하면, 자연재해의 발생은 지역적, 시간적인 변이(variation)가 존재하며 발

생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관찰되

는 특징은 아니며, 예측이 힘들고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은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

는 자연재해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이러한 자연재해는 단순

히 경제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그 피해 정도는 개인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다음 

장에서는 임신부의 임신기간 동안의 대기온도 변화와 신생아의 출생체중의 관계

를 통해 이러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Ⅳ. 실증 분석

1. 분석 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두 가지다. 출생단계부터 아이의 성장단계를 추적한 

한국아동패널 조사, 기초 질병 및 건강 상태, 경제활동 등을 추적한 한국의료패널 

조사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2008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출생한 신생아를 추적 조사

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아동의 기초 건강 상태, 아동의 발육 상태, 아동

의 발달 상태 등을 조사한다. 신생아 분만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 30개를 선정하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두 가지다. 

출생단계부터 아이의 

성장단계를 추적한 

한국아동패널 조사, 

기초 질병 및 건강 상태, 

경제활동 등을 추적한 

한국의료패널 조사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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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산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2,562명의 신생아 가구

를 표본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표본 추출과정에서 산모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 

산모의 산후 건강이 매우 안 좋은 경우, 신생아가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

우, 산모가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신생아가 입양 예정인 경우, 신생아

가 다태아인 경우는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한국의료패널 조사는 다양한 병력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역시 2008

년부터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총 7,866가구, 2만 4,616명 

조사를 시작으로 인구주택 총조사 90% 전수자료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표본추

출하였다. 콜레라, 결핵, 패혈증, 홍역, 수두 등 다양한 질병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가구 및 개인의 의료비 지출을 포함한 경제 활동 및 수준에 대한 정보가 조사에 

포함되었다. 

한국아동패널 조사와 한국의료패널 조사가 본 연구에 적합한 가장 중요한 이

유는 신생아의 출생 당시 체중이 조사를 통해 수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신

부의 임신기간 중 대기온도 변화와 신생아의 출생체중을 분석하기 적합한 자료

이다. 안타깝게도 두 자료 모두 임신부의 임신기간 동안의 거주지역을 조사하지 

않아, 현 거주지역이 임신기간 동안의 거주지역이라고 가정하였다. 

2. 실증 분석 모형

분석에 사용된 모형은 식 (1)과 같다. 

 식 (1)

식 (1)에서 모형의 분석 단위인 는 개인, 즉 신생아를 의미하며, c는 임신부의 

현 거주지역, t는 신생아가 태어난 연도를 의미한다. 주요 설명변수인 TMEAN

은 대기온도를 의미하는데, 임신 첫 3개월(TR1; first trimester), 임신 4개월부터 

6개월(TR2; second trimester), 임신 7개월부터 10개월(TR3; third trimester) 

기간 동안 일평균 기온이 5개의 온도 구간에 포함된 일수를 의미한다. 5개의 온

도 구간은 0도 미만, 0도 이상 7도 미만, 7도 이상 18도 미만, 18도 이상 30도 미

만, 30도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류 기준은 기존 연구와 같으며

한국아동패널 조사와 

한국의료패널 조사가 

본 연구에 적합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생아의 

출생 당시 체중이 

조사를 통해 수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신부의 임신기간 중 

대기온도 변화와 

신생아의 출생체중을 

분석하기 적합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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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henes et al. 2009),2) 는 이 5개의 온도 구간을 의미한다. 사실, 임신부마다 

임신기간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 시점을 알 수 없지만, 임신부의 임신기간이 평균 

10개월인 점을 감안하여, 출생아의 출생월(month of birth)을 기준으로 10개월을 

역산하여 설명변수를 설정하였다. 

주요 종속변수로는 로그로 변환한 출생체중(log birth weight)과 저체중 출생 여

부(지시변수, low birth weight)이다. 저체중의 기준은 출생체중이 2,500g 미만인 

경우이며, 한국아동패널 조사의 경우 분석 표본 2,073명의 신생아 가운데 4.05%인 

84명이 저체중 출생아이며(분석 표본의 평균 출생체중은 3.26kg임),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경우 분석 표본 1,090명 가운데 3.98%인 43명이 저체중 출생아(분석 표본

의 평균 출생체중은 3.22kg임)이다(<표 1> 참조). 모형에서는 주된 설명변수 외에 

여러 가지 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우선 는 신생아의 태어난 지역*태어

난 연도 고정효과를 사용하여 지역별, 연도별 특성이 출생체중에 미치는 관찰되지 

않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다만, 한국아동패널 조사의 경우에는 출생아의 출생연도

가 2008년뿐이어서 를 통제하는 대신, 지역 고정효과만 통제하였다. 개인 단위

의 통제 변수들( )도 사용하였는데, 우선 신생아의 출생월(month of birth) 고정

효과를 사용하여 계절성(seasonality)에 따른 영향을 통제하였으며, 어머니의 교육 

수준 및 나이,3) 출산형태(제왕절개 여부 등) 등을 통제하였다. 표준 오차는 지역 단

위의 군집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를 적용하였다.

<표 1> 기초 통계량

구분
한국아동패널 한국의료패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아동 체중 3.26kg 0.41 3.22kg 0.44

저체중아 비율 4.05% 3.98%

어머니 나이 n.a 33.45세(2015년 기준) 4.33

아버지 나이 33.7세(2008년 기준) 4.09 n.a

남자 아동 비율 50.72% n.a

남자 아동 체중 3.31kg 0.41 n.a

여자 아동 체중 3.20kg 0.40 n.a

남자 저체중아 비율 3.13% n.a

여자 저체중아 비율 5.01% n.a

출처: 저자 작성

모형에서는 주된 

설명변수 외에 여러 가지 

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우선 는 신생아의 

태어난 지역*태어난 연도 

고정효과를 사용하여 

지역별, 연도별 특성이 

출생체중에 미치는 

관찰되지 않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2)   Deschenes et al.(2009)의 다

섯 가지 기준 온도는 25도 화씨, 

25~45도 화씨, 45~65도 화씨, 

65~85도 화씨, 85도 화씨 이상

으로 분류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

를 섭씨 온도로 환산하여 적용하

였다.

3)   한국아동패널의 경우 어머니의 

나이 혹은 출생연도에 대한 정보

가 없어서, 아버지의 나이를 대신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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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형 설정의 기본 가정은 여러 고정효과 및 통제변수를 사용한 후 임신

기간의 대기온도 변이(variation)는 기타 관찰 가능하지 않은 요소들의 영향력과 

큰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모형에서 사용한 변이는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지역별·월별 편차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2008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우리

나라 전역의 기온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은 2008년 6월과 7월 사

이에 확연한 차이가 관찰되고, 2008년 7월에는 서울과 경남지역의 확연한 차이

가 관찰되어, 분석에서 지역별·월별·연도별(한국의료패널의 경우) 변이를 각각 

활용할 수 있다. 

[그림 6] 지역별·월별 기온 분포 (2008년 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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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https://data.kma.go.kr/stcs/grnd/grndTaDmap.do?pgmNo=206, 검색일자 : 2020. 2. 11.

모형 설정의 기본 가정은 

여러 고정효과 및 

통제변수를 사용한 후 

임신기간의 대기온도 

변이는 기타 관찰 

가능하지 않은 요소들의 

영향력과 큰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모형에서 사용한 변이는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역별·월별 

편차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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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온도를 부여할 때 

정확한 위치를 기반으로 

부여되는 값이 아니므로, 

측정오차가 한국아동패널 

조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더 크게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광역시 내 대표 지역의 

지역별 평균 기온을 

계산하여 부여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조사 및 한국의료패널 조사에서는 신생아의 출생지역 및 임신기

간 동안의 거주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신생아의 태아시기의 대

기온도를 정확하게 부여할 수는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역 정보는 자료 수집 당

시 임신부의 거주지역 정보뿐이어서, 임신기간 동안의 거주지역 및 신생아 출생 

당시의 거주지역은 자료 수집 당시 임신부의 거주지역과 동일하다는 가정을 통

해, 즉 이사를 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신생아의 태아시기의 대기온도를 부여하

였다. 한국아동패널 조사의 경우 지역 단위 조사는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구 단

위까지(예: 서울시 종로구), 도의 경우는 행정시·군 단위까지(예: 경기도 화성시, 

경상북도 통영시), 경기도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안양시의 경우

에는 구 단위까지 조사되었고, 이들 행정 구역 내에서의 대기온도 측정 자료를 활

용하였다.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경우 거주지역 정보는 광역시 단위로 수집되었

다. 즉,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대한 정보만 제공되므로, 

대기온도를 부여할 때 정확한 위치를 기반으로 부여되는 값이 아니기에, 측정오

차(measurement error)가 한국아동패널 조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더 크게 존재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광역시 내 대표 지역의 지역

별 평균 기온을 계산하여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경기도 거주자의 경우 수원·이

천·양평·동두천의 대기온도의 평균값을 사용하였고, 강원도는 춘천·동해·원주·

영월·속초·철원·대관령·강릉의 대기온도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충청북도는 

청주·보은·충주·추풍령·제천의 대기온도의 평균값을, 충청남도는 부여·금산·천

안·서산·보령의 대기온도의 평균값을 이용하였으며, 전라북도는 군산·부안·전

주·정읍·임실·남원·장수의 대기온도의 평균값을, 전라남도는 목포·흑산도·여

수·완도·고흥·장흥·해남의 대기온도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경상북도는 

구미· 포항·안동·상주·울진의 대기온도의 평균값을, 경상남도는 창원·통영·진

주·밀양·거창·산청·합천·거제·남해의 대기온도의 평균값을, 제주도의 경우 제

주·고산·서귀포·성산의 대기온도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현 안 2분 석

4342 2020. 3

[그림 7] 임신기간 중 대기온도 일수 분포

출처: 저자 작성

이러한 작업을 통해 신생아 개인에게 태아시기 중 대기온도 값을 부여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경우 2007년 12월 서울특별시 거주 임신부

의 경우, 신생아 임신 첫 3개월(TR1)은 2007년 3월부터 5월이며, 임신 4개월부

터 임신 6개월(TR2)은 2007년 6월부터 8월이고, 임신 7개월부터 10개월은(TR3)

은 2007년 9월부터 12월이다. 임신기간 동안의 대기온도를 부여하기 위해, 서울 

지역의 일별 온도 자료를 활용하여, 각 기간마다 5개의 기온 구간에 포함되는 일

수를 계산하였다. [그림 7]은 한국아동패널 조사와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임신기

간 동안 각 기온 구간에 포함된 일수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 7]의 (a)는 한국아동

패널 조사를 기준으로 살펴본 임신기간 중 대기온도 일수 분포이다. 한국아동패

널 조사는 2008년 4~7월 출생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조사에 포함된 

임신기간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이며, 이 기간 분석 대상 신생아가 

태아시기에 일평균 기온이 0도 미만이었던 날을 경험한 일수는 평균 42.7일이며, 

30도 이상의 무더운 날을 경험한 일수는 평균 0.66일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달은 8월인데, 한국아동패널 조사의 경우 2007년 8월만 포함되어 상

대적으로 무더운 날을 경험한 일수가 매우 적게 나타난다. [그림 7]의 (b)는 한국

[그림 7]의 (a)는 

한국아동패널 조사를 

기준으로 살펴본 

임신기간 중 대기온도 

일수 분포이다. 

(b)는 한국의료패널 

조사를 이용하여 

대기온도 일수 분포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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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패널 조사를 이용하여 대기온도 일수 분포를 살펴본 것이다.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분석 대상은 2007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이며, 조사에 포함된 임신

기간은 2006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이다. 이 기간 분석 대상 신생아가 일

평균 기온이 0도 미만이었던 날을 경험한 일수는 평균 30일로 한국아동패널 조

사보다 적었으며, 30도 이상인 날을 경험한 일수는 평균 0.96일로 더 높게 나타

났다.

3. 실증 분석 결과

[그림 8]~[그림 11]은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해석상 한 가지 주

의할 점은 [그림 8]~[그림 11]에 표시된 추정치와 신뢰구간은 5개의 온도 구간 중 

7~18도 구간에 속한 일수가 출생체중 및 저체중에 미치는 효과 대비 다른 온도 

구간에 속한 일수가 출생체중 및 저체중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를 나타낸다는 것

이다. 이 효과의 크기를 임신기간별(첫 3개월, 4~6개월, 7~10개월)로 나누어 살펴

본다.

우선 [그림 8]은 한국아동패널 조사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8]의 (a)와 (b)는 임신 첫 3개월간 출생체중에 미치는 효과 및 저체중아 출산에 미

치는 효과를 각각 보여준다. 기준 온도 구간의 효과와 비교하여 다른 구간에서 큰 

차이가 관찰되지는 않는다. [그림 8]의 (c)와 (d)는 임신 7개월에서 10개월 사이 

효과를 보여주는데, 기준 온도 구간의 효과와 비교하여 다른 구간에서 큰 차이가 

역시 관찰되지 않는다. 참고로, 한국아동패널 조사의 경우 임신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효과에 관한 추정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2008년 4월에서 7월 출생아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들의 임신 4~6개월 사

이는 2007년 10월~2008년 3월로서, 다섯 번째 온도 구간인 일평균 기온이 30도

가 넘는 날이 없다. 따라서 30도 이상인 구간에 대한 효과를 추정할 수가 없고, 결

과적으로 [그림 8]과 같은 효과 분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림 8]~ [그림 11]에 

표시된 추정치와 

신뢰구간은 5개의 온도 

구간 중 7~18도 구간에 

속한 일수가 출생체중 및 

저체중에 미치는 효과 

대비 다른 온도 구간에 

속한 일수가 출생체중 및 

저체중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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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임신기간 중 대기온도의 효과(한국아동패널)

(c) 출생체중(임신 7~10개월 대기온도) (d) 저체중 출산(임신 7~10개월 대기온도) 

.05

0

-.05

-.1

0도 미만 0-7도 7-18도 18-30도 30도 이상

대기온도가 체중에 미치는 영향 - 임신 7개월~임신 10개월(third trimester)

 95% 신뢰수준  90% 신뢰수준

.01

0

-.01

-.02

0도 미만 0-7도 7-18도 18-30도 30도 이상

대기온도가 저체중에 미치는 영향 - 임신 7개월~임신 10개월(third trimester)

 95% 신뢰수준  90% 신뢰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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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신뢰수준  90% 신뢰수준

주: 그림의 y축은 분석 회귀방정식 (1)의 각 구간의 7~18도 대비 상대적인 회귀 계수의 크기를 나타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9]는 한국의료패널 조사를 사용하여 [그림 8]과 같은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림 9]의 (a)는 임신 첫 3개월간 출생체중에 미치는 대기온도의 효과를 보여준다. 

역시 기준 온도 구간은 7~18도 구간이며, 이 구간에 속한 일수가 출생체중에 미치는 

효과와 비교하여 30도 이상인 구간에 노출된 일수가 출생체중에 미치는 효과가 더 

부정적(negative)인 영향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저체중 출산을 살펴본 [그림 

9]의 (b)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기준 온도 구간인 7~18도 대비 30도 이상인 구

간에 노출된 일수가 저체중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림 9]의 (c)

와 (d)는 좀 더 명확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임신 4개월에서 6개월 구간에서는 (c)

의 경우 대기온도가 높아질수록 출생체중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크기가 더 커졌

으며, 저체중 출산에 미치는 효과 역시 더 커졌다. 마지막으로 임신 7~10개월 구간을 

살펴본 (e)와 (f)의 경우도 비슷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림 8]의 (a)와 (b)는 

임신 첫 3개월간 

출생체중에 미치는 효과 

및 저체중아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각각 

보여준다. (c)와 (d)는 

임신 7개월에서 10개월 

사이 효과를 보여주는데, 

모두 기준 온도 구간의 

효과와 비교하여 다른 

구간에서 큰 차이가 

관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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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임신기간 중 대기온도의 효과 (한국의료패널)

(c) 출생체중(임신 4~6개월 대기온도) (d) 저체중 출산(임신 4~6개월 대기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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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신뢰수준  90% 신뢰수준  95% 신뢰수준  90% 신뢰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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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신뢰수준  90% 신뢰수준  95% 신뢰수준  90% 신뢰수준

주: 그림의 y축은 분석 회귀방정식 (1)의 각 구간의 7~18도 대비 상대적인 회귀 계수의 크기를 나타냄

출처: 저자 작성

다음으로는 이러한 효과가 가구의 소득 수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이질성

(heterogeneity) 효과 분석을 시도한다. 자연재해의 경험은 앞서 설명한 배경에 

따르면 상당히 무작위(random)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개인 및 가구의 의사

결정 가운데 정보의 접근성에 따른 선제적 대응, 거주지역 선정에 따른 내생적 의

사결정(residential sorting)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의 경험이 100% 무작위적이라

고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존재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대기온도 

변화에 대한 노출은 어느 정도 외생적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하에 가구 소

[그림 9]의 (a)는 임신 

첫 3개월간 출생체중에 

미치는 대기온도의 

효과를 보여준다. 

역시 기준 온도 구간은 

7도~18도 구간이며, 

이 구간에 속한 일수가 

출생체중에 미치는 

효과와 비교하여 

30도 이상인 구간에 

노출된 일수가 

출생체중에 미치는 효과가 

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 



현 안 2분 석

4746 2020. 3

득별로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봄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이

질적으로 관찰되는지 검토한다. 

[그림 10]은 한국아동패널 조사를 사용하여 소득 상위 75%(빨간색 표시) 및 하

위 25%(초록색 표시)로 나누어 저체중 출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그림 8] 및 

[그림 9]와 동일한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이다. 이때 소득 자료는 월평균 가구 소

득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월평균 가구 근로 및 사업소득, 자산소득, 기타 공적 이

전소득을 모두 합한 소득이다. [그림 10]의 (a)는 임신 첫 3개월의 대기온도 구간

에 따라 저체중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며, (b)는 임신 7~10개월 사이의 대

기온도의 효과를 보여준다. 임신 첫 3개월까지는 소득 하위 25%의 경우 0도 미

만 구간에서 저체중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기준 온도 구간의 효과에 비해 9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다른 구간에서는 소득 구간

에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10]에서 (b)의 경우에는 기준 온

도 구간의 효과와 비교하여 다른 온도 구간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으며, 30도 이상의 온도 구간에서는 오히려 기준 온도 구간에 비해 저체중 출산

을 더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한국아동패널 조사의 경우 임신 7~10개월 

사이에 30도 이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추정치의 부호에 있어

서도 기존 연구와 배치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11]은 한국의료패널 조사를 사용하여 [그림 10]과 동일한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한국의료패널 조사에서 사용한 가구소득은 가구 총 근로소득, 재산소득, 

[그림 10]의 (a)는 임신 

첫 3개월의 대기온도 

구간에 따라 저체중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며, (b)는 임신 

7~10개월 사이의 

대기온도의 효과를 

보여준다. 

[그림 10] 임신기간 중 대기온도의 소득 수준별 효과(한국아동패널)

(a) 저체중 출산(~임신 3개월 대기온도)

.02

.01

0

-.01

-.02

0도 미만 0-7도 7-18도 18-30도 30도 이상

대기온도가 저체중에 미치는 영향 - ~임신 3개월(first trimester)

 소득 상위 75%  소득 하위 25%

(b) 저체중 출산(임신 7~10개월 대기온도) 

.02

0

-.02

-.04

-.06

0도 미만 0-7도 7-18도 18-30도 30도 이상

대기온도가 저체중에 미치는 영향 - 임신 7개월~임신 10개월(third trimester)

 소득 상위 75%  소득 하위 25%

주:   그림의 y축은 분석 회귀방정식 (1)의 각 구간의 7~18도 대비 상대적인 회귀 계수의 크기를 나타내며, 진한 색

깔은 유의수준 90%, 옅은 색깔은 유의수준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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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정부보조금, 민간보조금 등을 합한 소득이다. [그림 11]의 (a)는 임신 첫 

3개월 기간을, (b)는 임신 4~6개월 기간을, (c)는 임신 7~10개월 기간을 보여준다. 

임신 첫 3개월 기간을 살펴보면 소득 상위 75%의 경우 기준 구간인 7~18도의 저

체중 출산에 미치는 효과와 비교하여 다른 구간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소득 하위 25%의 경우 30도 이상의 고온 구간일 경우 기준 온도 구간에 비

해 저체중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의 (b)를 

살펴보면 소득 상위 75%와 소득 하위 25% 가구의 대기온도에 따른 저체중 출산 

효과의 차이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소득 하위 25%의 가구는 30도 이상의 

고온 구간이 저체중 출산 확률에 미치는 효과가 기준 온도 구간의 효과에 비해 유

의미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상위 75%의 경우는 그러한 차이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찰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림 11]의 (c)는 기준 구

간과 비교하여 다른 온도 구간에서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그림 11] 임신기간 중 대기온도의 소득 수준별 효과(한국의료패널)

(a) 저체중 출산(~임신 3개월 대기온도)

대기온도가 저체중에 미치는 영향 - 임신 3개월(first trimester)

 소득 상위 75%  소득 하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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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저체중 출산(임신 4~6개월 대기온도)

대기온도가 저체중에 미치는 영향 - 임신 4개월~임신 6개월(second trimester)

 소득 상위 75%  소득 하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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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저체중 출산(임신 7~10개월 대기온도)

대기온도가 저체중에 미치는 영향 - 임신 7개월~임신 10개월(third trimester)

 소득 상위 75%  소득 하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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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그림의 y축은 분석 회귀방정식 (1)의 각 구간의 7~18도 대비 상대적인 회귀 계수의 크기를 나타내며, 진한 색

깔은 유의수준 90%, 옅은 색깔은 유의수준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1]은 한국의료패널 

조사를 사용하여 

[그림 10]과 동일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림 11]의 (a)는 임신 

첫 3개월 기간을, (b)는 

임신 4~6개월 기간을, 

(c)는 임신 7~10개월 

기간을 보여주며, 임신 

4~6개월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른 이질적 

효과가 비교적 뚜렷하게 

관찰된다.



현 안 2분 석

4948 2020. 3

4. 소결

우리나라의 한국아동패널 조사와 한국의료패널 조사를 사용하여 대기온도가 

저체중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역시 임신기간 중 30도가 

넘는 고온에 노출된 일수가 증가할수록 저체중 출산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커짐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 효과는 가구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본고의 분

석은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임신기간 중 임신부들이 경험하였던 기온에 대한 

정확한 매칭(matching)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분명한 한

계이다. 거주지역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기온의 관측소 위치와 실제 거주지와의 

차이로 발생하는 측정오차 등의 이유 때문에 본고가 추정한 추정치에 편의가 있

을 가능성이 있으며, 자료 수집 당시의 가구 소득이 임신기간 중 가구 소득과 큰 

차이가 없다고 가정한 점 역시 측정오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분석 결

과, 통계적으로 뚜렷한 유의미성을 발견하지 못한 점은 추후 추가적인 분석을 통

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각되는 한계점은 임신부들의 임신기간 중

의 행태변화를 관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더운 날 임신부들이 에어컨이 설치된 

실내에서 생활했다면, 본고의 분석 결과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고온 구간에서의 저체중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더 클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후 본고의 추가적인 작업은 다음과 같다. 본고는 기존 미국 연구에서 이용되

었던 온도 구간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여 온도 구간

을 조정하여 분석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임신부들이 고온에 노출되었을 

경우 저체중 출산이 증가하는 만큼, 폭염일수 등을 활용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본고에서 분석한 실증 결과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폭염 등의 자연재

해에 따른 이질적 효과를 보충하기 위해서 가구소득 외의 가구지출 규모, 가구주 

학력 등에 따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Ⅴ. 결론

본고에서는 자연재해의 효과라는 큰 주제 안에서 임신부의 대기온도 노출 일

대기온도가 저체중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역시 

임신기간 중 30도가 

넘는 고온에 노출된 

일수가 증가할수록 

저체중 출산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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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신생아 체중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자연재해는 개인 및 가구의 의사결정 구조

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소비 및 저축 행태 등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특히 그 효과

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정확히 추정하고 이해하는 작

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고는 이러한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의 역학자인 Barker(1992)는 태아기의 중요성을 태아기원가설(fetal 

origins hypothesis)을 통해 설명하면서 성인기의 건강과 질병의 위험 요인 중에 

태아기의 환경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비단 건

강 수준뿐만 아니고,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고, 소득을 얻는 일련의 활동들

이 인간의 어린 시절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심지어 태아기의 환경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Almond and Currie, 2011). 이러한 어린 시

절의 환경과 어린 시절의 투자가 유아기, 성인기의 투자와 일련의 보완적 관계를 

통해 인적자본 형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Cunha and Heckman, 2007), 초기 

단계인 태아기 환경의 중요성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러한 태아기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임신부가 고온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저체중 출산이 증가하며, 이

러한 효과는 장기적으로도 저체중 신생아의 학업, 노동시장 참여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의 실증 분석을 통해서 한 가지 더 확인한 것은 이러

한 자연재해의 영향에서도 불평등한 현상이 관찰된다는 점이다. 가구의 소득 수

준에 따라 대기온도의 변화에 따른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나

라는 의료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고 저소득층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도 다른 나라

들보다 좋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증 분석 결과에서 소득 수준에 따

른 차이점이 발견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자연재해에 따

른 피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 또 그 수혜자가 대부분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더욱 체계화하

려고 노력하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자연재해에 따른 불평등한 영향을 줄이기 위

한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본고는 그러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실

증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 추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와 같

은 실증적 근거를 충분히 활용해야 함을 본고를 통해 주장한다. 분석의 몇 가지 

한계점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그 근거를 보완하는 것이 추후 과제

이다. 

본고에서는 자연재해의 

효과라는 큰 주제 안에서 

임신부의 대기온도 노출 

일수와 신생아 체중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자연재해는 개인 및 

가구의 의사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소비 

및 저축 행태 등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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