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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의고주파절제술(RFA)급여기준

• 고시제 2018-185 (2018.11.1 시행)

• 이전고시는 2017-263 (2018.1.1 시행)



심방세동

• 항부정맥약제(class I 또는 class III) 중
한가지이상을 6주이상충분한용량으
로투여한이후에도증상이조절되지
않는심방세동으로, 약제투여전, 후심
전도검사에서심방세동이증명된경우

• 이전고시에는영구형심방세동에는인
정하지않는다는문구가있었음



심방세동

• 약물치료에실패하여약제를투여하지
못하거나, 항부정맥약제에대한부작용
또는또는동결절기능부전을동반한빈
맥-서맥증후군에서와같이약제유지가
불가능한심방세동으로서심전도에의
해확인된경우



심방세동

• 재시술은이전시술후 3개월이경과된
이후에실시하되, 심전도상심방세동또
는심방빈맥의재발이증명된경우

• 심방세동고주파절제술시 CTI 

dependent 심방조동이유도된경우



심방세동 ablation시에 CTI ablation을
추가하였다. 행위료를인정받을수있는가?

• 심방세동시술전에 typical atrial flutter

가심전도로증명되었거나

• 심방세동시술도중 typical atrial flutter

가전기자극에의해유발된경우



심방세동 ablation시에 circular mapping 

catheter와 penta-ray catheter를동시에
사용하였다. 재료대를인정받을수있는가?

• PVI 목적으로 circular mapping catheter

를사용하고, 이후 penta-ray catheter를
추가한것으로보고

• CFAE ablation을하거나

• Atypical flutter/AT가유발되어이에대한
mapping이필요한경우인정



Cryoablation으로 PVI를하고 typical flutter는
catheter ablation하였다. 재료대와행위료를인
정받을수있는가?

• Typical flutter 행위로인정기준은앞에
설명한바와같음

• 재료대의경우 catheter (irrigation tip 포
함) 인정



Cryoablation으로 PVI를하고 atypical flutter가
유발되어 3D mapping system을사용하였다.

• 인정되지않음

• 심평원에서 cryoablation을승인한배경
에는비용적으로 3D mapping system을
사용한것과비슷하다고판단하여, 대체
가능한시술로보고급여를인정함.



심방세동시술후 AT가재발하여 3개월이후에
시술하였다. 행위료인정범위는?

• AT또는 atypical flutter가있어이에대한
시술만했다면 [상심실성부정맥고주파
절제술]

• PV reconnection이확인되어 PVI를다시
했다면 [심방세동고주파절제술]



심실빈맥

• 증상이있는지속성의경우

• 증상이있는비지속성에서약물에반응
하지않거나환자가약물치료에적응을
못한경우



심실조기수축

• PVC로인한좌심실기능부전환자로서
EF가 50% 이하이고, 2개월이상의약물
치료에도불구하고, 2개월이상의간격
을두고시행한 24시간홀터기록상 PVC

부담이 15% 이상인경우 (증상과무관)

• CRT를받은환자에서 2개월이상의약
물치료에도불구하고 24시간홀터기록
상 PVC 부담이 10% 이상인경우



심실조기수축

• 증상을일으키는빈번한 PVC 환자로서
24시간홀터기록상 PVC부담이 15% 이
상인아래와같은경우

– 2개월이상의약물치료후

–약물치료에실패하여약제투여를못하는
경우



심실조기수축

• PVC가다형성심실빈맥이나심실세동을
유발하는경우



Ischemic VT로 RFA하였으나이틀후에재발하
여다시 3D 시행하였다. 행위료및재료대는?

• 모두인정함

• 다만두번째시술부터는진단과관련된
행위료는(His recording 등) 인정하지않
음



무증상의조기흥분

• 심방세동시심실조기흥분된 RR간격이
250ms 이하인경우

• 다수의부전도로가존재하는경우

• 부전도로의불응기가 240ms 미만인경
우

• 타인의생명을책임지는직업(비행기조
종사, 대중교통운전자등), 운동선수



삼차원빈맥지도화

• 심방빈맥, 심실빈맥, 심방세동, 심실조기
수축 (typical flutter와 PSVT는불인정)

• Atypical flutter

• 구조적심장질환을동반하여발생한부
정맥

• Conventional RFA로불가능하거나실패
한경우



AF ablation후 AVNRT가유도되어 RFA 하였다, 

행위료수가는?

• AF ablation은 100%, AVNRT는 50%

• 좌우심장에각각병변이있고, 동정맥을
각각 puncture하여시술시 200%

• 편측심장에병변이두개있거나, 좌우심
장에있어도동정맥을따로 puncture하
지않는경우 150%



AVRT에서 RFA에도불구하고 accessory 

pathway가남았다. 행위료수가는?

• RFA에실패했어도(PVI, CTI, AP, CBT 

등) 행위료는 10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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