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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 배경
●●

심방세동은 치료가 필요한 가장 흔한 부정맥으로 조기 진단 및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

심방세동은 심방이 불규칙하게 수축하는 상태로 가슴 두근거림, 숨참,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뇌졸중 등의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심근경색이나 급성 심장사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기후인자에 대해서 기존에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음
▶▶

심방세동에 대해서도 기상변수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기후요인이 온도로
제한되거나 연구 집단이 소규모인 한계가 있었음

●●

본 연구에서는 심방세동의 급성 악화와 대기 온도, 상대 습도, 기압, 대기 오염 등 다양한 기상 및
환경 요인의 관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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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과 내용
●●

자료원 : 2013년~2015년 건강보험 청구자료, 기상청 기후 자료, 한국환경공단 대기 오염 자료

●●

대상 : I48.0, I48.1, I48.9 상병코드(ICD-10)로 서울에 위치한 의료기관의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

●●

분석방법 : 심방세동으로 서울 지역의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의 인구학적 요소를 분석하고, 이와
기후요소 및 대기오염 요소를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분석을 사용하여 연관성
여부를 확인함

3. 분석 결과
●●

2013년~2015년 사이 총 7,777건의 심방세동 급성 악화 에피소드가 발생하였고, 이 중 남성의
비중은 55.5%이며, 50% 이상이 65세 이상 환자임

[표 1]  연도별 심방세동 발생 현황(2013~2015년, 서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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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방세동 급성 악화의 발생 현황을 월별, 계절별로 보면 계절적 변동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1)
▶▶

평균 일일 발생 횟수는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이 가장 낮음(6.71 vs 7.25, events per day,
respectively, p=0.005)

[그림 1]  월별(A), 계절별(B) 심방세동 발생(2013~2015년, 서울지역)

●●

연구 기간 동안 평균 월간 기온은 -1.7~26.4℃ 사이였으며, 상대 습도와 기압의 범위는 각각
51.3~74.8%, 1006.1~1025.4hPa 임
▶▶

여름은 다른 계절보다 기온, 상대습도 및 O3(오존)가 높고, 기압과 PM10(미세먼지), PM2.5
(초미세먼지), NO2(이산화질소), SO2(아황산가스), CO(일산화탄소)는 다른 계절보다 유의
하게 낮음

[표 2]  월별 평균 기후요소 및 대기오염 특성(2013~2015년, 서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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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요소 및 대기오염과 심방세동 급성 악화 간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기온, O3, NO2, SO2, CO
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2)
▶▶

이벤트 발생은 기온과 음의 상관관계(r=-0.058, p=0.056; 그림 2-A)가 있으며, 기온을
4분위로 나누면 보다 명확히 기온 상승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표 3)

[그림 2]  기후요소 및 대기오염과 심방세동 급성 악화 간 연관성(2013~2015년, 서울지역)

[표 3]  기온에 따른 심방세동 급성 악화 발생 비율(2013~2015년, 서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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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물질과 관련하여 O3는 심방세동 악화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그림 2-F)가 있으며,
NO2와 SO2, CO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그림 2-G, H, I)를 보임

●●

세 가지 기후인자(대기 온도, 상대 습도 및 기압)를 보정한 후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을 재분석한
결과, NO2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표 4)
▶▶

NO2와 심방세동 급성 악화 사이의 유의한 관계는 여성과 65세 미만 연령 그룹에서 두드러짐

[표 4]  기후요소 조정 후 대기오염 물질과 심방세동의 상관관계

4. 결론
●●

우리나라 청구 데이터와 기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심방세동의 급성 악화는 계절적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벤트 발생률은 여름에 가장 낮았고, 기여한 환경 요인은 기온(음의 상관관계)과 NO2(양의
상관관계) 였음

▶▶

NO2의 영향은 여성과 65세 미만 연령 그룹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그룹 간 면역
체계와 외부 노출 시간 차이로 생각됨

●●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각 환자의 세부적인 임상정보가 부족하고, 심방세동 병발 시 실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점 등의 한계점이 존재함

●●

하지만 이벤트 발생 당일의 실제 기상 요인을 분석하였고, 계절에 따른 기후요인 및 대기오염
물질의 변화와 심방세동의 급성 악화 간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한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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