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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형 제세동기의 보험 급여 기준

가. 일시적이거나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
한 경우
나. 구조적 심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다. 구조적 심질환이 없는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 환자에서 다른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
라. 원인을 알 수 없는 실신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연관되고 혈역동학적으로 의미 있는 지속성 심실
빈맥이나 심실세동이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
마. 급성 심근경색 48시간 이후

1)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심실세동 또는 혈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한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2) 재발성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바. 심부전

1) 심근경색 발생 후 40일 경과한 허혈성 심부전으로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
당하며 1년 이상 생존이 예상되는 경우

(가) 심구혈률 ≤ 30%
(나) 심구혈률 31~35%로 NYHA class Ⅱ, Ⅲ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다) 심구혈률 ≤ 40% 환자로 비지속성 심실빈맥이 있으며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혈역

동학적으로 의미 있는 심실세동이나 지속성 심실빈맥이 유발되는 경우
2) 비허혈성 심부전으로 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NYHA class II, III의 증

상을 보이는 심구혈률 ≤ 35%인 환자에서 1년 이상 생존이 예상되는 경우
사. 실신이 있고 Type 1 ECG pattern을 보이는 브루가다 증후군 환자에서 충분한 평가로도 실신
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삽입형 제세동기의 보험 급여 기준

아. 비후성 심근병증
1) 아래의 급성 심장사의 위험인자가 1개 이상인 경우

(가) 좌심실 벽두께 30mm 이상(단, 16세 미만 환자는 Z-score≥6을 포함)
(나) 비후성심근병증에 의한 급사의 가족력
(다) 6개월 내에 한번 이상의 원인미상의 실신

2) 아래의 급성 심장사의 부가적 위험인자 중 1개 이상을 동반한 비지속성 심실빈맥 또는 비정상적인 운동혈압
반응이 있는 경우

(가) 30세 미만
(나) 자기공명영상에서 지연조영증강
(다) 좌심실유출로 폐색
(라) 과거의 실신
(마) 좌심실류
(바) 좌심실구혈율 50% 미만

자. Long QT syndrome 환자에서 충분한 베타차단제 치료에도 불구하고(약물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포함) 
실신이 재발하거나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차. 팔로네징후 환자에서 아래의 급성 심장사 위험인자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좌심실 기능 저하
2) 비지속성 심실빈맥
3) QRS 간격>180ms
4)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지속성 심실빈맥이 유도되는 경우

카. 카테콜라민성 다형성 심실빈맥 환자에서 베타차단제 복용 중에 실신을 하였거나 지속성 심실빈맥을 보이는
경우
타. 심장 사르코이드증, 거대세포심근염, 샤가스병이 진단된 환자에서 급성 심장사의 예방 목적인 경우



삽입형 사건 기록기의 보험 급여 기준

이식형 사건 기록기 삽입 및 제거술-삽입술은 다른 검사로 원인이 진단되지 않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가. 재발성 실신. 다만, 구조적 심장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에는 실신이 1회 발생

한 경우에도 요양 급여함.

나. 재발성 두근거림

다. 심방세동이 의심되는 원인불명의 뇌졸중으로 아래의 1)~4)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비열공성 뇌경색

2) 심전도 검사와 24시간 홀터 기록 등의 비침습적 심전도 검사를 통해 심방세

동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3) 뇌혈관의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협착이나 폐색이 없는 경우

4) 신경과(또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진료 소견에 따라 기타 색전성 뇌경색의 원

인이 없는 경우



궁금증 1

 심부전 환자에서 심부전에 대한 약물 치료를 시도

했지만, 혈압이 낮아서 적절한 심부전 약물 치료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또는 이뇨제 또는 베

타 차단제)를 지속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삽

입형 제세동기의 보험 급여가 되나요?



궁금증 1에 대한 실제 사례 1

 동 건(남/64세)은 고혈압, 심부전,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약물치료

중 '14.6월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시행하였으며 '15.1월 심초음파에서

심구혈률 18%와 심박수 160회/분으로 심전도 상 심방세동 소견보여

입원치료 하였음. 이후 9/14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ICD)을 시행

하였으나 적절한 약물치료가 확인되지 않음. 이에 요양기관에서는 경

피적관상동맥중재술 이후에 좌심실 기능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기저질환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낮은 혈압으로 인해 관련

약제의 사용이 어려웠다는 사유로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

인정 여부에 대해 논의함.



궁금증 1에 대한 실제 사례 1

 '14.5.15. 폐기능 검사 결과 중증 폐쇄성 폐 부전 소견이고, 6/22 외래

기록 상 천식으로 베타차단제는 사용하기 힘들다는 내용 확인됨.

 '15.2~8월의 외래 기록 상 혈압은 104/61, 109/62, 112/57mmHg 등

이고, 9/13~15 입원 당시 혈압은 120/80, 100/60, 90/50, 

100/60mmHg 임. 또한 심부전에 대한 약물치료 내역 상 이뇨제

(furosemide)] ('14.6~'15.9월) 투여는 확인되나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 제제는 '14.6월 Perindopril 

4mg 0.5정을 7일간 투여한 내역 확인됨.

 따라서 동 건은 심율동전환제세동기 시술 중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

제제 또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 등 심부전에 대한 적절한 약물치

료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심율동전환

제세동기 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궁금증 1에 대한 실제 사례 2

 동 건(남/72세)은 심부전,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로 최근 1달 전부터 숨

차고 답답한 증상이 심해져 5/15 경흉부심초음파 결과 심구혈률 28%

에 확장성 심근병증 소견, '15.5.6.에 시행한 24시간 심전도 검사상 비

지속적 심실빈맥 소견 확인되어 5/19 심율동전환제세동기를 시행하였

음. 이에 적절한 약물치료가 선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요양기관에

서는 2년 전 3개월 이상 약물 치료(아서틸, 코자정)를 했으나 혈압이 낮

아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를 더 이상 지속 투여 할 수 없어 최근에

도 사용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 인정

여부에 대해 논의함.



궁금증 1에 대한 실제 사례 2

 제출된 진료기록부(경과 기록, 검사결과, 약물 투여력 등) 및 검사 결과

지(심전도, 심초음파 등) 검토 결과 심부전 약물 치료를 위해 이뇨제

(Spironolactone) ('13.1~'15.6월) 투여 내역이 확인되고 '13.1~9월

사이에 혈압강하제인 Perindopril 4mg, Losartan 100mg 등으로 혈

압을 조절하였으나 1~9월 혈압은 100/70, 93/51, 88/44, 88/51, 

98/50mmHg 이었음.

 동 건은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 투

여시 혈압이 낮아 더 이상의 약물 사용이 어렵고,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을 시행하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율동전환제세동

기거치술을 인정함.



궁금증 2

 이형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서 이형 협심증에 대하

여 저용량의 약물 치료를 하였으나 급성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삽입형 제세동기의 보험 급여가 되나

요?



궁금증 2에 대한 실제 사례

 동 건(남/60세)은 2010년 1월 흉통과 호흡곤란으로 내원하였으며 당

시 심장 CT 검사결과 60% 정도의 협착 소견으로 약물 치료를 시작하

였음. 이후 2015년 6월 14일 흉통이 있어 응급실을 통해 내원하여

2015년 6월 19일 심율동전환제세동기를 시행하고 청구하였으나 당시

시행된 심전도 결과 ST elevation(V1-V3) 소견 확인되어 관동맥경축

으로 인한 급성 심근 허혈증과 연관된 심실세동으로 판단되어 심율동

전환제세동기 거치술의 인정여부에 대해 논의함.

 진료기록부 확인 결과“2015.6.14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VF가 있어

defibrillation 1차례 시행”, “CAG상 m-LAD에 60% stenosis 가 있

어” 기록 있으며 심전도에서 ST절 상승 확인됨. 2010년부터 몰시도민

2mg, 딜티아젬 30mg 1일 2회 복용 중임.



궁금증 2에 대한 실제 사례

 제출된 진료기록부(경과기록, 검사결과, 간호기록, 소견서 등) 검토 결

과 약물요법으로 추가 흉통 없이 잘 조절되던 관동맥경축(coronary 

spasm)에 의해 발생한 심실세동으로, 2010년 투약 이후 흉통 및 증상

이 발생하지 않은 점으로 약제 사용이 충분했으므로 일시적이거나 가

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

 따라서, 동 건의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은 인정하기로 함



궁금증 3

 급성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에서 저칼륨혈증이 있

었는데, 삽입형 제세동기의 보험 급여가 되나요?



궁금증 3에 대한 실제 사례

 동 건(남/58세)은 폐의 이상음영소견 증가로 정밀검사위해 ‘16.1.9. 입

원하였으나 입원 중 시행한 심초음파에서 심부전 소견 및 심장효소수

치 상승으로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하였고 시술 중 심실빈맥 발

생하여 직류전기충격요법 2차례 시행 후 퇴원 계획함. 퇴원예정일인

‘16.1.16. 새벽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과 직류전기충

격요법을 시행하였고 동일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저칼륨혈증 확인됨. 

이후 ‘16.1.26.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삽입함. 이에 심율동전환제

세동기인정 여부에 대해 논의함.



궁금증 3에 대한 실제 사례

 제출된 진료기록부(경과기록, 간호기록, 검사결과, 투약내역 등) 검토

결과 심장효소검사인 CK-MB, Troponin-T 혈액검사(참고치: 

< 3.6ng/mL, < 0.1ng/mL)는 3.3ng/mL, 0.529ng/mL(‘16.1.10.), 

2.3ng/mL, 0.351ng/mL(‘16.1.13.), 1.7ng/mL, 

0.205ng/mL(‘16.1.16.), 칼륨 검사(참고치: 3.5~5.1mEq/L) 결과

4.7mEq/L(‘16.1.9.), 3.6mEq/L(‘16.1.13.), 3.1mEq/L, 4.1mEq/L, 

3.8mEq/L(‘16.1.16. 07:02, 14:04, 22:04) 측정됨. 

 또한 ‘16.1.11. 심초음파 결과 심구혈률 27%이고 ‘16.1.13. 경피적관

상동맥중재술 시행한 후 ‘16.1.16. 지속성 심실빈맥이 있어 관상동맥

조영술 재검사 하였으나 삽입된 스텐트에 이상 없음 확인함.



궁금증 3에 대한 실제 사례

 내원 당시의 심초음파 결과 30% 이하의 심구혈률이 확인되며, 심장효

소검사결과 급성심근경색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입원 당시의 칼륨 수

치는 정상이었고 심폐소생술 이후 저칼륨혈증이 있었으나 당일 오후에

정상 수치로 회복된 점으로 보아 저칼륨혈증과 관련된 부정맥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일시적이거나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에 의한 심정지가 있는 경우로 판단되는 바 동 건의 심율동전

환제세동기 삽입술 및 관련 재료대는 사례로 인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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