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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trial fibrillation (AF) is a common arrhythmia shown to be a major independent risk factor for stroke.
However, limited information is available on AF in Korea. We examined the incidence and risk factors of AF, and contribution
of comorbidities to AF incidence using a nationwide cohort study.
METHODOLOGY/RESULT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Sample Cohort (NHIS-NSC) database during
2002-2010 was searched for subjects diagnosed with AF. We excluded subjects who were less than 30 years or diagnosed
with AF during the window period (2002-2004). During a six-year follow-up period, 3,517 subjects (1.7%) developed AF. The
incidence rates in men and women aged 30-39 years were 0.82 and 0.55 per 1000 person-years, respectively; the incidence
rates further increased with age to 13.09 and 11.54 per 1000 person-years in men and women aged≥80 years, respectively.
The risk factors for incident AF were age, sex, body mass index (BMI), hypertension, ischemic heart disease (IHD) and heart
failure. After adjusting for variables related to AF, the 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s (PAFs) for hypertension, IHD and
heart failure were 16.6%, 8.2% and 5.3%, respectively.
CONCLUSION: Incidence of AF increased with age and was higher in men than in women. Risk of AF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ypertension, IHD and heart failure. Hypertension is a major contributor to AF. These findings suggest the
importance of hypertension management in preventing AF.

들어가는 말

위험을 3배, 뇌졸중의 위험을 4-5배 증가시키며, 심방세동
환자에서의 사망률은 심방세동이 없는 사람에 비해 2배 가까이

심방세동은 빈맥성 부정맥 중 심방에서 발생하는 심실상성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부정맥 질환과 달리 심방세동은

빈맥의 한 형태로, 전 세계 인구의 1-2%를 차지하며, 임상에서

노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고령에서 발생빈도가 증가한다.

접하는 지속성 부정맥 중 가장 흔하다. 심방세동은 심부전의

심방세동의 발생률 및 유병률은 국가 및 인종에 따라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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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진행된 인구집단 기반 전향적

발생에 동반질환의 기여도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 호 트

코호트 연구 (Rotterdam Study)에서는 심방세동이 80-84세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글에서는 연구결과 중 2016년

1,000인년당 21명이 발생하였고, 미국 메디케어 (노인의료보험)

한국순환기학회지 (Korean Circulation Journal 2016;46(4):515-

데이터베이스에서는 65세 이상에서 1,000인년당 33-39명이 발생한

521)에 게재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것으로 보고하였다 [1,2]. 미국과 유럽의 경우 심방세동 유병률이
60대에서 3-4%, 85세 이상에서는 16-18%인 반면 일본에서는
80세 이상의 남성에서 4.4%, 여성에서 2.2%로, 아시아국가에서의
심방세동 유병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5]. 국내의 심방세동
유병률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대에서 1.0%, 65세 이상에서

몸말
1. 자료원 및 연구 대상

2.1%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연령이 40-69세로 제한적이며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되어 유병률이 과소 추정 되었을 가능성이
존재 한다 [6].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Sample

심방세동 환자에서 치료법에 따른 뇌졸 중 위험에 관한

Cohort, NHIS-NSC)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NHIS-

연구에 따르면, 와파린 (항응고제)을 사용한 환자가 아스피린을

NSC (2002-2010) 데이터베이스는 2002년을 기준으로 전 국민의

사용한 환자에 비해 30-50%, 항혈전제 치료를 전혀 하지 않은

2%인 약 100만 명을 표본 추출하여 2010년까지 동일한 대상자에

환자에 비해 64-70% 뇌졸중 위험이 더 낮다. 또한, 유럽심장학회

대해 자격자료, 진료내역 및 건강검진자료를 9년간 연결한 코호트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ESC) 및 국내 부정맥학회(Korean

자료이다.

Heart Rhythm Society, KHRS)에서 발표한 심방세동 환자 관리

심방세동 발생률을 산출하기 위해 2002-2004년에 한 번 이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방세동 환자의 CHA2DS2-VASc score가

건강검진을 받은 30세 이상의 수검자 중 한 번 이상 심방세동으로

1점 이상이면 (여성의 경우는 2점 이상) 항응고제 치료를 권고하고

진단 받은 자를 제외한 206,013명을 대상으로 2010년까지 추적한

있다. CHA 2 DS 2 -VASc score는 뇌졸중 위험도를 평가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심방세동은 진단코드에 I48코드를

척도로, 심부전, 고혈압, 당뇨병, 혈관성 질환 (심근경색 병력,

한 번이라도 갖고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고, 심방세동 진단일자는

말초동맥질환, 대동맥 플라크), 65-74세, 여성일 경우에 각 1점을,

I48코드를 처방받은 날짜 중 가장 빠른 날짜로 간주하였다.

뇌졸중/일과성허혈발작/혈전색전증, 75세 이상에서는 2점을 부여해

심방세동 발생의 위험인자를 확인하기 위해 연령, 체질량지수, 혈압,

최대 9점으로 평가하도록 한 척도이다. 그러나, 항응고제 (와파린)의

동반질환 (고혈압, 심부전, 허혈성심질환, 당뇨병)으로 보정한 후

경우 출혈의 위험 및 엄격한 복용 기준 등의 이유로 사용률이 낮은

콕스 비례위험 회귀분석 (Cox’s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 50%, 유럽 67%, 일본 75%, 중국 2.5%) [7].

analysis)을 이용하여 위험비 (hazard ratio)와 그 신뢰구간을 구하여

심방세동 환자 수는 2000년 대비 2050년에 미국은 2.5배,

분석하였다. 또한 동반질환 중 심방세동 발생에 기여도가 가장

유럽연합은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8,9]. 국내의 경우,

높은 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인구집단기여위험분율(population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심방세동 발생률이 매우 빠르게 증가할

attributable fraction, PAF)을 산출하였다. 인구집단기여위험분율은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심각한 국민건강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특정 노출인자가 인구집단의 질병발생에 차지하는 원인점유율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심방세동 현황파악을 통해 심방세동 환자에

그 노출인자의 잠재적 영향력 및 예방가능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지표이다. 통계분석은 SAS 프로그램 (SAS 9.4, SAS Institute, Cary,

심방세동 발생률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이에 질병관리본부

NC, USA)을 이용하였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근거자료 생산을 위한
내부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심방세동 발생률, 위험인자 및 심방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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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고혈압 (hypertension), 허혈성심질환 (ischemic heart disease, IHD),
심부전 (heart failure), 당뇨병 (diabetes mellitus)은 심방세동 발생

2.1. 심방세동 발생여부에 따른 인구특성

유무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년의 추적기간 동안, 30세 이상의 성인 206,013명 중 3,517명
(1.7%)이 심방세동으로 새롭게 진단받았다 (Table 1). 이 중 남성은

2.2. 심방세동 발생률

2,043명 (58.1%), 여성은 1,474명 (41.9%)이었다. 연령, 체질량지수

심방세동 전체 발생률은 1,000인년 당 2.87명으로 나타났다

(body mass index, BMI), 수축기혈압 (systolic blood pressure,

(Table 2). 심방세동 발생률은 남성과 여성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

SBP), 이완기혈압 (diastolic blood pressure, DBP), 공복혈당 (fasting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0대 남성: 0.82명/1,000인년 당,

glucose), 총콜레스테롤 (total-cholesterol), 심방세동 동반질환 중

여성: 0.55명/1,000인년 당, 80세 이상 남성: 13.09명/1,000인년 당,

Table 1.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with and without AF during the window period (2002–2004)
Incident AF

Overall
(n=206,013)

Characteristic

P-value
Yes (n=3,517)

No (n=202,496)

Age (years)

＜0.001

30-39

53,278 (25.9)

242 (6.9)

53,036 (26.2)

40-49

66,143 (32.1)

629 (17.9)

65,514 (32.4)

50-59

42,890 (20.8)

799 (22.8)

42,091 (20.8)

60-69

30,501 (14.8)

1,090 (31.0)

29,411 (14.5)

70-79

11,363 (5.5)

628 (17.9)

10,735 (5.3)

≥80

1,838 (0.9)

129 (3.7)

1,709 (0.8)

Male

121,226 (58.8)

2,043 (58.1)

119,183 (58.9)

Sex

0.167

Female

84,787 (41.2)

1,474 (41.9)

83,313 (41.1)

BMI (kg/m2)

23.8±3.1

24.3±3.4

23.8±3.1

＜0.001

SBP (mmHg)

125.4±17.4

131.6±19.6

125.3±17.4

＜0.001

DBP (mmHg)

78.7±11.4

81.1±12.2

78.6±11.4

＜0.001

Fasting glucose (mg/dL)

96.6±30.8

101.4±32.4

96.5±30.7

＜0.001

Total-cholesterol (mg/dL)

196.6±37.7

199.2±39.2

196.5±37.7

＜0.001

14.0±1.5

13.9±1.5

14.0±1.5

＜0.001

Hypertension

43,743 (21.2)

1,757 (50.0)

41,986 (20.7)

＜0.001

Ischemic heart disease

14,378 (7.0)

735 (20.9)

13,643 (6.7)

＜0.001

Heart failure

8,304 (4.0)

519 (14.8)

7,785 (3.8)

＜0.001

27,873 (13.5)

914 (26.0)

26,959 (13.3)

＜0.001

Hemoglobin (g/dL)
Co-morbid condition

Diabetes mellitus

Data presented as mean±SD or n(%)
Abbreviations: BMI, 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Table 2. Incidence rate per 1000 person-years of atrial fibrillation during the 6-year follow-up period
N

Cases (%)

Person-year

Incidence rate

206,013

3,517 (1.71)

1,223,496

2.87

Male

121,226

2,043 (1.69)

719,957

2.84

Female

84,787

1,474 (1.74)

503,539

2.93

Overall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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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이상 여성: 11.54명/1,000인년 당), 전 연령대에서 여성에 비해

연령, 성별, 체질량지수,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심부전이 심방세동

남성에서 높게 나타났다 (Figure 1).

발생의 위험인자로 나타났다 (Table 3). 그 중, 심방세동 발생에 대한
고혈압의 위험비 (hazard ratio)는 1.651로 가장 강한 위험인자로

2.3. 심방세동 위험인자 및 기여위험분율

나타났다.

변수선택을 사용한 콕스 비례위험모형 회귀분석을 통해,

AF Incidence per 1000 Person-Years

14.0
12.0

심방세동 위험요인에 대한 인구집단기여위험분율을 추정한

13.09

Male
Female

11.05
11.54

10.0
8.0

6.78

8.3

6.0

2.0
0.0

5.43

3.61

4.0
1.72

2.61

0.82
0.55
30-39 y

1.42
40-49 y

50-59 y

60-69 y

70-79 y

≥80 y

Figure 1. Incidence

rate per 1,000 person-years of atrial fibrillation (AF) during the 6-year follow-up period according
to age and sex
Table 3. Multiple analysis of risk factors for incident AF
HR (95% CI)

P-value

30-39 vs. ≥80

0.090 (0.072-0.112)

＜0.001

40-49 vs. ≥80

0.183 (0.150-0.223)

＜0.001

50-59 vs. ≥80

0.310 (0.256-0.375)

＜0.001

60-69 vs. ≥80

0.520 (0.432-0.626)

＜0.001

70-79 vs. ≥80

0.755 (0.624-0.914)

0.004

1.302 (1.195-1.418)

＜0.001

1.024 (1.015-1.034)

＜0.001

Hypertension

1.651 (1.517-1.796)

＜0.001

Ischemic heart disease

1.638 (1.497-1.792)

＜0.001

Heart failure

1.521 (1.371-1.687)

＜0.001

Diabetes mellitus

1.059 (0.973-1.153)

0.183

Variables
Age, years

Sex
Male vs. female
BMI
Co-morbidity

Abbreviations: HR, hazard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AF, atrial fibrillation; HR, hazard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BMI, 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Adjusted for variables in table, SBP, DBP, glucose, total-cholesterol and hemoglobin.
*by 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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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s (%) of established AF
PAF (95% CI)

Age (≥60 years)
2

BMI (≥25 kg/m )

Unadjusted

Multivariate adjusted*

40.1 (38.0-42.0)

30.6 (28.4-32.7)

8.5 (6.5-10.5)

3.4 (1.3-5.4)

Hypertension

36.9 (34.8-38.8)

16.6 (14.3-18.9)

IHD

15.2 (13.8-16.6)

8.2 (6.8-9.7)

Heart failure

11.3 (10.1-12.6)

5.3 (4.0-6.5)

Abbreviations: PAF, 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 CI, confidence interval; BMI, body mass index; IHD, ischemic heart disease.
*Adjusted for age, sex, BMI and co-morbidities (hypertension, IHD, heart failure and diabetes mellitus).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연령, 성별, 체질량지수, 심방세동
동반질환에 대해 보정하여 분석결과, 연령 (60세 이상)이 30.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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