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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 기술: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수단
을 개발하는 것  

 

• 의료기술(health technology):  

건강 문제의 해결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개발된 의
료기기, 의약품, 백신, 의료행위 및 체계의 형태 
로, 조직화된 지식과 기능을 적용하는 것 
 



• 의료기술 중 제품에 해당하는 의약품과 의료기
기의 시장 진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승인 
절차를 통해 통제된다 



신의료기술 

• 개발: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행위 및 체계 

• 시장진입 

• 건강보험 도입 (급여화) 

• 확산 및 재평가 



신의료행위 도입 체계와 신의료기술평가체계 



의료기기 평가 



신의료기술 평가  



Lead Extraction Tools 



Lead Extraction Tools 

• 필수적인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보
험급여 산정불가로 판정되어 사용
할 수 없는 상황 

• 2016년 7월 필수급여로 전환되어 
환자 본인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
게 됨. 

 

• 현재 한국Cook 지사에  lead 
management 사업부가 없음 

• 사업성 문제 



EP Catheter 

• Contact-Force Ablation Catheter 

• Orion Catheter 

• MiFi catheter 

 

 



EP catheter and accessory 

• 기존의 분류기준에 묶여 있어, 원가상승 및 높은 
출고 가격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험수가를 받
기 어렵다.  

• 명확한 기능향상이 있는 경우 기존의  수가보다 
50% 까지 상향될 수 있다.  

• 독립적 검토 신청 



CIED 
Technology in use for Remote Monitoring (RM) 



Remote Monitoring: Clinical 
Benefits 
• Nearly continuous monitoring 
• Daily self-testing and event notification for out-of-

bound parameters,  
• Follow-Up Optimization and Patient Safety 
• Patient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 Device Surveillance 
• Shock Reduction 
• Disease Management 

 
 
 



CIED 

• Remote Monitoring system 





부정맥 분야 보험정책  

• 의료행위기준의 적절성 (수가, 행위기준…) 

• 수가 청구의 문제점 

• 급여기준이 복잡함 

• 학회의 역할 



의료행위기준의 적절성 

• 행위기준 부재 
•  CRT implantation  - 수가 부재 (기존  

• AV junction ablation  

• 수가 
• Lead extraction  저평가된 되어 있음 

• 행위기준이 지나치게 단순화  
• SVT ablation  도 catheter position and recording, stimulation, 

provocation with drug, ablation 으로 세분화 되어 있음 

• AF ablation 의 경우 단순화 되어 있음. 

• 시술 중 시행하는 추가적인 행위가 청구되지 못하고 있음 

 



수가 청구 혼선   
[중재적 방사선시술] 

부 정 맥 의  고 주 파 절 제 술 

Radiofrequency Ablation of Arrhythmia 

주：1.Ablation Catheter, Introducer, G-wire, Septal Puncture Needle 및 삼차원 빈맥 지도

도화를 위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한다. 

2.중격천자 (Septal Puncture)를 실시한 경우에는 3,058.32점을 별도 산정한다 . 

(⊙ 가(1)4), 가(1)주5), 나(1)9),
 나(1)주0)) 

가.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Conventional) 

(1) 상심실성 부정맥 Supraventricular Arrhythmia 

주 : 심방세동에 실시한 경우에는 18,527.96점을 산정한다. 

(2) 심실성 부정맥 Ventricular Arrhythmia 

나. 삼차원(3-D)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Through Intracardiac 

Electrophysiologic 3-Dimensional Mapping) 

(1) 상심실성 부정맥 Supraventricular Arrhythmia 

주 : 심방세동에 실시한 경우에는 20,916.22점을 산정한다. 

(2) 심실성 부정맥 Ventricular Arrhyth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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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o AF ablation  



수가청구 혼선 

• 병원마다 청구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다. 

 

예) Redo AF ablation  

 (3) 재시술은 이전 시술 후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실시하되,심전도상 심방세동 또는 심방빈맥의 재
발이 증명된 경우 



급여기준이 복잡 

• 타과의 급여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함 

• 예상치 못한 삭감을 방지?  

• 임상지침의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움. 

• 학회에서 임상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학회의 역할 

• 바. 심실조기수축 (ventricular premature 
complexes)으로 인한 좌심실기능부전 

•    - 심구혈률(EF: ejection fraction)이 50% 이하이
고, 2개월 이상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한 홀터 심전도상 심실
기외수축의 부담이 15% 이상인 경우 

 

•  사. 상기 가.~바. 이외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
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결론 

• 좀 더 좋은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보건복지
부, 심평원, 학회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 학회에서도 신기술도입, 삭감에 대한 대처, 급여
기준 개선 등을 위한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