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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맥 치료의 미래 전망 
 

• 한국의 보험급여 개선점 분석 - NOAC / AF ablation 
 

• New technology 도입 시점 및 관련 정책에 대한 고찰 
 



G. Hindricks ; ESC 2019 

 

Predicting patient profiles – Older ages 



In 2060, 5.8% (2.29 million)  

Kim DH, Yang PS, et al. Am Heart J 2018;202:20-26. 

The projected prevalence of AF – Korea 



Circ Heart Fail. 2013;6:606-619. N Engl J Med 2017; 377:41-51 

The projected prevalence of HF (USA) Lower mortality of HF patients 

Predicting patient profiles – Increased HF 



• The focus will be directed to AF and VT:  
  endemic state of disease in future, substrate based arrhythmias 
• New energy sources, novel mapping technologies will improve 

ablation outcomes 
• Visualization of arrhythmia substrate + precise delivery of 

ablation: play key role 

Gerhard Hindricks; ESC 2019 Congress 

EP in 10 years from Now 





• 급여: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
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료서비스 또는 
현금을 의미함 
                                                                           

• 비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
는 사항, 일반적으로 의학적 근거, 질병 검사와 치료에 해당되지
만 건강보험 재정문제로 공단에서 지불해 주지 않는 항목임 
 

<출처 : 김창엽. 건강보장의 이론. 한울. 2009.> 

<출처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보험급여의 의미 



NOAC 보험 급여화 이후 변화 



Kim DH, Yang PS, et al. Am Heart J 2018;202:20-26. 

NOAC 도입 후 AF 환자에서 뇌경색의 감소 
Patients with prevalent AF Non-AF 



Circulation. 2017;135:1227–1239 

0.85 (0.81 to 0.88) -3.87 (-4.09 to -3.64) -0.40 (-0.54 to -0.26) -0.26 (-0.34 to -0.17) -0.96 (-1.03 to -0.88) 

National trends in AF outcomes in USA 



D. Kim, PS. Yang et al. Heart 2018 The burden of atrial fibrillation: 2018 full report 

The total healthcare costs of AF account for 
0.28% to 2.6% of total healthcare spending in 
European countries.3;21-23;100* 

Annual national health care cost of AF 



2014년에 CHA2DS2-VASc score를 근거로 개정된 이후 오랫동안 바뀌지 않음 

오랫동안 바뀌지 않는 AF/NOAC 급여기준 



Recommendations for Prevention of Thromboembolism 
COR LOE Recommendations 

I B-R 

For patients with AF or atrial flutter of 48 hours’ duration or longer, or    
when the duration of AF is unknown, anticoagulation with warfarin (INR 
2.0 to 3.0), a factor Xa inhibitor, or direct thrombin inhibitor is recomme
nded for at least 3 weeks before and at least 4 weeks after cardioversion,  
regardless of the CHA2DS2-VASc score or the method (electrical or pharm
acological) used to restore sinus rhythm. 

  

2019 AHA/ACC/HRS Focused Update of the 2014 AHA/ACC/HRS Guideline  

Regardless of CHA2DS2-VASc score  



X-VeRT 

ENSURE-AF 

European Heart Journal (2018) 39, 2959–2971 
Lancet, August 30, 2016 

European Heart Journal (2014) 35, 3346–3355 

ENAMATE 

The Evidence – NOAC during rhythm control 



D Kim, PS Yang et al. Heart, 2018 

Trends of AF treatment patterns in Korea 



Courtesy of PS Yang 

Indication for NOAC in pts with HCM+AF 



• 68/M, 지속성 심방세동  
• CHA2DS2-VASc score 1점 (Age>65) 
• Asymptomatic 
• TTE- LA AP 50mm, LAVI 66  
• Rhythm control 전략에 대해선 부정적 (무증상이어서) 
• Bleeding 관련 특이 병력 없음 

 
 

 

CHA2DS2-VASc score 1 : Case 



Single stroke risk factor 



European Heart Journal – Cardiovascular Pharmacotherapy (2019) 5,171-180 

Current opinion of the ESC working group 



보험급여기준 – Anticoagulation of VTE 



2019 ESC Guidelines for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acute pulmonary embolism 

2019 PTE guideline.. 



오랫동안 바뀌지 않는 AF ablation 급여기준 



HRS 2017 

AF ablation in USA 



• 51,529,338 in 2015 (51,000,000 로 계산) 
• Korea AF prevalence - 1.53% in 2015= 765,000 
• Symptomatic, Rx. Failed - 30% =229,500 (indicated AF candidate) 
• AF ablation= 1,738 
ONLY 0.75 % of indicated AF  
candidates treated ann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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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 ablation in Korea (2015년 기준) 



2017 HRS/EHRA/ECAS/APHRS/SOLAECE expert consensus statement on catheter ablation of AF 

Prior to initiation of antiarrhythmic therapy 



Asad et al; Circ Arrhythm Electrophysiol. 2019;12:e007414. 

Catheter ablation is associated with all-cause mortality benefit compared with medical Tx., that is driven by 
patients with AF and HFrEF. 

Khan et al; J Am Coll Cardiol EP 2018;4:626–35 

Ablation of AF in HFrEF patients 



최소한 HFrEF (EF<35%) 환자에게서 만큼은  AF ablation 을 할 때 항부정맥제
를 사용해야 한다는 기준을 빼는 건 어떨까요? 

Chelu et al. J Cardiovasc Electrophysol. 2019;1-4 

…deserves more than a IIb recommendation 



Slide by Medtronic 

 
• 의료기기 담당 정부부처 
외에 다른 산업분야 허가 
필요 (엄격한 도입절차, 자
국 산업보호) 

• 행위 조정 (비급여 급여 )
등록 절차 소요기간 1년 이
상  

• 타국대비 낮은 보험수가로 
인한 신제품 도입 지연 

• 4th generation balloon- 
Europe, USA, Japan 사용 중 
(한국은 20년 말에 수입 예
정) 

우리나라는 왜 계속 늦어야만 하는가? 



• Multi-electrode RF balloon catheter 
• Luminized RF balloon catheter 
• Kardium Globe catheter 
• Endoscopic ablation system with adaptive contact 
• Laser balloon 
• Pulsed-field ablation (electroporation) 

New AF ablation technology 



Cuculich PS, et al. NEJM 2017 

The mean noninvasive ablation time was 14 minutes (range, 11 to 18) 

Circulation. 2019;139:313–321. 

ENCORE-VT (Phase I/II Study) 

Noninvasive cardiac radioablation 



변의형,  의료기기 규제혁신 정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과 과제 



수가코드 한글명 상대가치점수 

M065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냉각풍선절제술 31257.08 

M6540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심방세동)-중격천자 
5257.95 

M6541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 18714.3 

M6542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 31257.08 

M6543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실성 부정맥) 24346.84 

M6547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심방세동 
30105.94 

M6548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심실성 부정맥) 
25479.16 

수가코드 한글명 상대가치점수 

M6565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22752.38 

M6566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30983.86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 (자원 기준 상태가치; RBRVS) 
  :투입되는 자원을 기준으로 의료 행위 간에 상대적 가치 (점수)를 부여하는 시스템 

VT ablation의 상대 가치 점수 



• 오랫동안 바뀌지 않았던 NOAC 급여의 선택적 확대 
– Pharmacologic/electronic cardioversion 의 경우: 급여 인정 
– HCM+ AF 환자의 경우: 급여 인정 
– CHA2DS2-VASc score 1 에서 HAS-BLED 2점 미만인 경우: 선택적 급여 인정 

 
• 현재도 underutilization 되고 있는 AF ablation 급여의 탄력적 허용 

– EF<35% 인 HFrEF 환자에서 항부정맥제 사용없이 AF ablation 급여 허용 
 

• 신의료기술의 도입에 있어서 정책의 유연성 
– 안전성, 유효성 평가와 보험등재 과정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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