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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민국 보험 기준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
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
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
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대한 민국 보험 기준 

• 나라의 경제 상황과 의료 현실을 반영한다. 

• 질환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반영한다. 

• 전문가 집단에서 추천하는 진료지침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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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기 신부전 환자로 혈액투석 시행중이고, 관상동맥 협착질환으로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후 

순환기내과 추적 관찰중인 당뇨병 환자임. 최근 6개월 전부터 간헐

적으로 의식소실(syncope)이 10초정도 있으면서 빈도수가 6-7회로

잦아졌고, 2일전 공복 상태에서 의식소실 있어 저혈당 쇼크 의심 하

에 내분비 내과로 입원하였으나 저혈당에 의한 증상은 아니어서 순

환기 내과로 전과되어 mRCA(right coronary artery: 우관상동맥) 

lesion에 부분적 협착(subtotal stenosis)으로‘14.3.13. 경피적관상동

맥중재술을 시행함. 이후 발작성 심방세동 및 이에 따른 빈맥-서맥 

증후군으로 심박기거치술(permanent pacemaker)을 시행하였음.  

• 진료기록부상 서맥은 기술되어 있으나 심전도상 현저한 서맥이 증

명되지 않음. 

남/6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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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의 결과 

급여 인정 

제출된 진료기록부상 의식 소실 등 수차례 심각한 서맥 및 동정지가 
있었다고 되어있고, 간호기록부상 2번의 의식소실(HR: 0회/min, 10초
가량 의식 없음)이 발생되어 증상이 심한 것으로 보이나 검사결과지
(심전도, Holter 등)를 볼 때 심전도상 심한 pause가 입증되지 못한 상
황임. 그러나 의사 경과기록, 간호기록상 증상기록이 구체적이며, 실신
전 심방세동이 선행되고 이후 실신이 발생하여 정황상 심방세동 이후 
발생한 동정지에 의해 환자의 실신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현재 박동기 보험 기준 

• 동기능 장애 (sinus node dysfunction) 



Current guideline 



보험 기준 확대 

원인을 알 수 없는 실신 환자에서 전기 생리학 검사시 
유의한 동기능 장애가 발견되거나 유발된 경우. (ACC 
IIa-2) 
(less than 1500ms for SNRT / less than 500ms for 
cSNRT, 250ms SACT) 



현재 박동기 보험 기준 

• 방실 차단 (AV block) 



Current guideline 



Current guideline 



Current guideline 





보험 기준 확대 

 평균 심실박동수가 40회/분 이 상이고 심비대가 없는 무
증상의 지속성 3도 방실차단(ACC IIa-1) 

 무증상의 2도 방실차단에서 전기생리학 검사결과 차단부
위가 His속 내부 또는 그 이하 부분인 경우. (ACC IIa-2) 

 무증상의 모비츠(Mobitz) II형 2도 방실차단 (ACC IIa-
4)(wideQRS를 보이는 경우 class I,narrow QRS는 class IIa) 

 증상과 관계없이 2도 2형 방실 차단이나 3도 방실차단인 
경우 (ESC I-1) 

 증상을 동반한 2도 1형 방실차단이거나 전기 생리 검사에
서 His속 이하의 방실 차단이 증명된 경우. (ESC IIa-1) 

 심전도로 증명된 간헐적인 2도나 3도 방실차단 (ESC I-2) 



현재 박동기 보험 기준 

• 만성 2섬유속 차단 (Chronic AV block) 

• 심근 경색과 관련된 방실 차단(Chronic AV block) 



Current guideline 
Chronic bifascicular block 



Current guideline 

AV block in acute phase in MI 



보험 기준 확대 

만성 2섬유속차단에서 증상이 없더라도 전기 생리학 검
사에서 HV간격이 100ms 이상이거나, pacing에 의해 
His 속 아래 부분의 방실 차단이 유도되는 경우 
(ACC IIa-2,3)  



현재 박동기 보험 기준 

• 목동맥굴 과민 증후군 (hypersensitive carotid syndrome) 

• 긴 QT 증후군 (Long QT syndrome) 



Current guideline 

Hypersentive carotid syndrome 



Current guideline 

Long QT syndrome 



보험 기준 확대 

 원인이 불분명한 실신이 재발한 병력이 있고 목동
맥굴 압박에 의해 3초 이상의 심실 휴지가 유발된 
경우(ACC IIa-1), (ESC I-1) 
 

 QT간격이 연장되었거나 혹 은 정상이더라도 심전
도상 동휴지-의존성 지속성 심실 빈맥이 발생한 경
우 (ACC I-1) 

 선천성 긴 QT 증후군에서 급사의 고위험군으로 판
단되는 경우 (ACC IIa-1) 



현재 박동기 보험 기준 

• 소아 청소년및 선천성 심질환에서의 서맥성 부정맥. 



Current guideline 



Current guideline 



Current guideline 



보험 기준 확대 

 무증상의 선천성 3도 방실차단이 있는 1세 이상 6
세 이하의 소아에서 경우 

   (1) 각성상태시 심실 박동수가 50회/분 미만 
   (2) 심실 휴지기가 평상시 심박동수 주기의 2배 이

상으로 발생한 경우 
   (3) 심실기능저하, QTc 연장, 복잡 
 심실 기외 수축, 넓은 심실 이탈 박동이 보이는 경

우 (ACC I-4, ESC I-1) 
 선천 심기형으로 수술 받 은 환자에서 각차단을 동

반한 일시적 방실차단을 보이는 경우 
    - 원인 불명 실신의 병력: (ACC IIa-5) 
    - 실신 병력이 없는 경우: (ESC IIa-1)  



기타 질환 보험 기준 확대 

 40세 이상의 반복적이고 예상하기 어려운 실신환
자에서, 증 상을 동반한 동휴지나 방실차단이 기록
된 경우. (ESC IIa-1) 

 실신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 증상과 상관없어도 6
초 이상의 심실 휴지기가 발견된 경우(ESC IIa-2) 

 각 차단이 있으며, 전기 생리학 검사에서 HV 
interval 70ms 이상 또는 2도 이상의 방실차단이 증
명된 경우 (ESC I-1)   

원인을 알수 없는 실신 



기타 질환 보험 기준 확대 

 전극도자절제술과 약물치료로 실패한 재발성의 상
심실성 빈맥이 pacing을 통하여 조절됨이 확인된 
경우. (ACC IIa-1)  

빈맥 

 심장 이식술을 받은 환자에서 기존 적응증에 해당
되지 않더라도 증상을 동반한 지속적 서맥이 있는 
경우 (ACC I-1) 

심장 이식 환자 



기타 질환 보험 기준 확대 

 기존 심박동기 환자에서 교체 예상 신호 (ERI)가 나
타나기 전이라도 장기간 부재 예정되어 교체를 원
하는 경우.  

 최초 심박동기 적응증이 확인이 되지 않으나 심박
동기 수명이 소진되어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심장 수술시 향후 심박동기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
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에서 예방적 영구형 심박
동기 유도선의 거치술. 

 상기 적응증 이외 심박동기 거치술이 반드시 필요
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
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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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능부전증후군 상병으로 심박기거치술 시행 

  

• 의사 소견서상 dizziness와 syncope 반복되어 내원하여 시행한 
Holter monotoring 검사에서 sinus pause가 3초 이상은 수차례 체
크되었으며 입원중 시행한 EKG monotoring에서 sinus pause가 5초 
이상 체크되어 cardiac sudden death의 위헙성 있어 pacemaker 삽
입 

남/7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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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도 

Digoxin 0.125 mg qd, dilatrend 12.5 mg qd 복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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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ter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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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의 결과 

급여 불인정 

심방세동으로 동 정지와 관련된 증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홀터상의 느
린 심박수는 디곡신과 베타 차단제 복용 중으로 약제에 의한 서맥 효과
로 판단되어 인정하지 아니함. 



Take Home message 

1. 올바른 진단이 기본 

2. 환자에게 최선이 선택이 되는 진료. 

3. 시술전 급여 기준을 다시금 review한다. 

4. 다양한 분야의 선생님들과 상의하여 최선의 선택을 한다. 

5. OOO 선생님께 문의해 본다.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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