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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굴기능 부전증(Sius node dysfunction) 

가. 증상을 동반한 서맥이나 증상을 동반한 동휴지가 각성상태에서 입증된 경우            

나. 증상을 동반한 심박수 변동 부전이 있는 경우                                                   

다. 의학적 상태로 인하여 투여가 필요한 약물에 의해 증상을 동반한 서맥이 각성상태   

      에서 입증된 경우 

라. 서맥과 관련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증상은 있지만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 검사 

      에서 입증되지 않았을 때 각성상태에서 심박수가 40회/분 미만인 경우  

마. 원인을 알 수 없는 실신 환자에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시 유의한 동기능 이상이 

      발견되거나 유발된 경우 

Permanent pacing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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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sumoto et al. JACC. 2018 Bradycardia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Sinus node dysfunction 
· Sinus bradycardia: Sinus rate <50 bpm 
· Ectopic atrial bradycardia: Atrial depolarization attributable to an atrial pacemaker 
   other than the sinus node with a rate <50 bpm 
· Sinoatrial exit block: Evidence that blocked conduction between the sinus node and 
   adjacent atrial tissue is present. Multiple electrocardiographic manifestations 
   including “group beating” of atrial depolarization and sinus pauses. 
· Sinus pause: Sinus node depolarizes >3 s after the last atrial depolarization 
· Sinus node arrest: No evidence of sinus node depolarization 
· Tachycardia-bradycardia (“tachy-brady”) syndrome: Sinus bradycardia, ectopic atrial 
   bradycardia, or sinus pause alternating with periods of abnormal atrial tachycardia, 
   atrial flutter, or AF (S2.2-6). The tachycardia may be associated with suppression of 
   sinus node automaticity and a sinus pause of variable duration when the tachycardia 
   terminates. 
· Chronotropic Incompetence: Broadly defined as the inability of the heart to increase 
   its rate commensurate with increased activity or demand, in many studies translates 
   to failure to attain 80% of expected heart rate reserve during exercise. 
· Isorhythmic dissociation: Atrial depolarization (from either the sinus node or ectopic 
   atrial site) is slower than ventricular depolarization (from an atrioventricular nodal, 
   His bundle, or ventricular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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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sumoto et al. JACC. 2018 Bradycardia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2. 방실차단(AV block) 

가. 3도 또는 2도 2형 방실차단 

나.각성상태에서 증상이 없는 심방세동에서 5초 이상의 무수축 심정지가 증명된 경우 

다.방실차단 부위와 관계없이 서맥으로 인한 증상이 있는 2도 방실차단 

라.심근허혈 소견이 없이 운동 중 발생한 2도 또는 3도 방실차단  

마.긴 PR 간격을 보이는 1도 또는 2도 방실차단으로 방실 부조화로 인한 심박동기 

     증후군이나 혈역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  

바.무증상의 2도 방실차단에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결과 차단부위가 His속 내부 

     또는 그 아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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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sumoto et al. JACC. 2018 Bradycardia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Kusumoto et al. JACC. 2018 Bradycardia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3. 만성 2섬유속차단 (Chronic bifascicular block) 

가. 만성 2섬유속차단에서 각차단이 교대로 발생하는 경우 

나. 만성 2섬유속차단에서 실신, 현기증의 원인이 심전기생리학적 검사를 포함한 

      진단적검사로도 심실빈맥과 같은 다른 원인은 배제하고 방실차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만성 2섬유속차단에서 증상이 없더라도 임상전기학적검사에서 HV간격이 100ms 

      이상이거나, pacing에 의해 His속 아래 부분의 방실차단이 유도되는 경우 

Permanent pacing - 2018 ACC/AHA/HRS : Korean 



4. 급성 심근경색과 관련된 방실차단 (AV block in acute phase of MI) 

가. 급성 심근경색 이후 3도 방실차단이 지속되는 경우 

나. 급성 심근경색 이후 각차단을 수반한 2도 2형 방실차단이 지속되는 경우 

다. 급성 심근경색 이후 2도 2형 방실차단 또는 3도 방실차단이 일시적으로 발생 

      하더라도 각차단이 새로 발생하는 경우 

Permanent pacing - 2018 ACC/AHA/HRS : Korean 

Kusumoto et al. JACC. 2018 Bradycardia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5. 목동맥굴  과민증후군(Hypersensitive carotid syndrome) 

- 목동맥굴 압박을 하는 특정 상황에서 실신이 재발한 병력이 있고 목동맥굴 압박에  

      의해 3초 이상의 심실 무수축과 함께 실신이 유발되는 경우 

6. 긴 QT 증후군(Long QT syndrome) 

- QR 간격이 연장되거나 또는 연장되지 않았더라도 심전도상 동휴지-의존성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Permanent pacing - Korean 



7. 소아 청소년 및 선천성 심질환에서의 서맥성 부정맥 

- 일반적인 사항은 성인 적용기준에 준하여 적용토록 함 
가. 연령에 따른 심박수가 부족한 동서맥(age-inappropriate sinus tachycardia) 
      으로 인한 증상이 있는 경우 
나. 복잡 선천성 심기형에서 각성시 심박수가 40회/분 미만이거나 심실 휴지기가 3초 
      이상인 경우 
다. 복잡 선천성 심기형에서 동서맥 또는 이탈박동으로 인한 방실조화(AV synchrony) 
      소실에 의한 혈역학적 부전이 있는 경우 
라. 선천성 3도 또는 고도 2도 방실차단인 1세 이하의 영아에서 각성시 심박수가  
      55회/분 미만인 경우 
마. 선천성 3도 또는 고도 2도 방실차단이 동반된 선천성 심기형이 있는 1세 이하의 
      영아에서 각성시 심박수가 70회/분 미만인 경우 
바. 무증상의 선천성 3도 방실차단이 있는 1세 이상 6세 이하의 소아에서 (1) 각성상태 
      시 심실 박동수가 50회/분 미만, (2) 심실 휴지기가 평상시 심박동수 주기의 2배 
      이상으로 발생한 경우, (3) 심실기능저하, QTc 연장, 복잡 심실 기외 수축, 넓은  
      심실 이탈 박동이 보이는 경우 
사. 선천성 심질환의 동서맥이 있는 환자에서 심방내 재입성 기전 빈맥(intra-atrial 
      reentrant tachycardia)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아. 선천 심기형으로 수술 받은 환자에서 각차단을 동반한 일시적 완전방실차단을  
      보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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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인 불명 실신 

가. 40세 이상의 반복적이고 예상하기 어려운 반사성 무수축성 실신 환자(reflex 
      asystolic syncope)에서, 증상을 동반한 유의한 동휴지나 방실차단이 기록된 
      경우, 다만, 기립경사 테이블검사(Tilt table test)에서 유발된 경우는 제외함. 
나. 실신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 증상과 상관없어도 6초 이상의 심실 휴지기가 발견된 
      경우 
다. 각 차단이 있으며,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HV 간격이 70ms 이상 또는 2도  
      이상의 방실차단이 증명된 경우 
라. 원인이 불분명한 실신이 재발한 병력이 있고 목동맥굴 압박에 의해 6초 이상의 
      심실 휴지가 유발된 경우 

9. 상기 1-8항의 적응증 이외 심박기거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 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Permanent pacing - Korean 



Permanent pacing - 2018 ACC/AHA/HRS Guideline 

Kusumoto et al. JACC. 2018 Bradycardia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Top 10 Take-Home Message For the Management of Bradycardia and Cardiac Conduction Delay 
 1. Sinus node dysfunction is most often related to age-dependent progressive fibrosis of the sinus nodal 
      tissue and surrounding atrial myocardium leading to abnormalities of sinus node and atrial impulse 
      formation and propagation and will therefore result in various bradycardic or pause-related 
      syndromes. 
 2. Both sleep disorders of breathing and nocturnal bradycardias are relatively common, and treatment 
      of sleep apnea not only reduces the frequency of these arrhythmias but also may offer  
      cardiovascular benefits. The presence of nocturnal bradycardias should prompt consideration for 
      screening for sleep apnea, beginning with solicitation of suspicious symptoms. However, nocturnal 
      bradycardia is not in itself an indication for permanent pacing. 
 3. The presence of left bundle branch block on electrocardiogram markedly increases the likelihood of 
      underlying structural heart disease and of diagnosing left ventricular systolic dysfunction. 
      Echocardiography is usually the most appropriate initial screening test for structural heart disease, 
      including left ventricular systolic dysfunction. 
 4. In sinus node dysfunction, there is no established minimum heart rate or pause duration where 
      permanent pacing is recommended. Establishing temporal correlation between symptoms and 
      bradycardia is important when determining whether permanent pacing is needed. 
 5. In patients with acquired second-degree Mobitz type II atrioventricular block, high-grade 
      atrioventricular block, or third-degree atrioventricular block not caused by reversible or physiologic 
      causes, permanent pacing is recommended regardless of symptoms. For all other types of 
      atrioventricular block, in the absence of conditions associated with progressive atrioventricular 
      conduction abnormalities, permanent pacing should generally be considered only in the presence of 
      symptoms that correlate with atrioventricular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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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0 Take-Home Message For the Management of Bradycardia and Cardiac Conduction Delay 
 6. In patients with a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between 36% to 50% and atrioventricular block, 
      who have an indication for permanent pacing and are expected to require ventricular pacing >40% 
      of the time, techniques that provide more physiologic ventricular activation (e.g.,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His bundle pacing) are preferred to right ventricular pacing to prevent 
      heart failure. 
 7. Because conduction system abnormalities are common after transcatheter aortic valve replacement, 
      recommendations on postprocedure surveillance and pacemaker implantation are made in this 
      guideline. 
 8. In patients with bradycardia who have indications for pacemaker implantation, shared decision- 
      making and patient-centered care are endorsed and emphasized in this guideline. Treatment  
      decisions are based on the best available evidence and on the patient’s goals of care and preferences. 
 9. Using the principles of shared decision-making and informed consent/refusal, patients with 
      decision-making capacity or his/her legally defined surrogate has the right to refuse or request 
      withdrawal of pacemaker therapy, even if the patient is pacemaker dependent, which should be 
      considered palliative, end-of-life care, and not physician-assisted suicide. However, any decision is 
      complex, should involve all stakeholders, and will always be patient specific. 
 10. Identifying patient populations that will benefit the most from emerging pacing technologies (e.g., 
       His bundle pacing, transcatheter leadless pacing systems) will require further investigation as these 
       modalities are incorporated into clin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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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시적이거나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나. 구조적 심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다. 구조적 심질환이 없는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 환자에서 다른 치료 방법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    

라. 원인을 알 수 없는 실신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연관되고 혈역동학적으로 의미있는 

      지속성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이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 

Al-Khatib et al. Heart rhythm. 2017 VA/SCD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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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급성 심근경색 48시간 이후 

  1)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심실세동 또는 혈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한 심실 

      빈맥이 발생한 경우 

  2) 재발성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바. 심부전(Heart Failure) 

  1) 심근경색 발생 후 40일 경과한 허혈성 심부전으로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며 1년 이상 생존이 예상되는 경우 

    가) 심구혈률(Ejection Fraction, EF) ≤ 30% 

    나) 심구혈률(EF) 31~35%로 NYHA class Ⅱ, Ⅲ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다) 심구혈률(EF) ≤ 40% 환자로 비지속성 심실빈맥이 있으며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에서 혈역동학적으로의미있는 심실세동이나 지속성 심실빈맥이 유발되는 경우 

  2) 비허혈성 심부전으로 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NYHA class 

       II, III의 증상을 보이는 심구혈률(EF) ≤ 35%인 환자에서 1년 이상 생존이 예상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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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Khatib et al. Heart rhythm. 2017 VA/SCD Guidelines 

 Secondary prevention patients with I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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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실신이 있고 Type 1 ECG pattern을 보이는 부루가다증후군(Brugada syndrome) 

       환자에서 충분한 평가(evaluation)로도 실신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Al-Khatib et al. Heart rhythm. 2017 VA/SCD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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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비후성 심근병증 

 

 1) 아래의 급성 심장사(Sudden Cardiac Death)의 위험인자가 1개 이상인 경우 

  가) 좌심실 벽두께 30 mm 이상(단, 16세 미만 환자는 Z-score≥6을 포함) 

  나) 비후성심근병증에 의한 급사의 가족력  

  다) 6개월 내에 한 번 이상의 원인미상의 실신 

 

 2) 아래의 급성 심장사(Sudden Cardiac Death)의 부가적 위험인자 중 1개 이상을  

      동반한 비지속성 심실빈맥(Non-sustained Ventricular Tachycardia, NSVT) 또는  

      비정상적인 운동혈압반응(abnormal blood pressure response with exercise)이  

      있는 경우 

  가) 30세 미만 

  나) 자기공명영상에서 지연조영증강 

  다) 좌심실유출로 폐색 

  라) 과거의 실신 

  마) 좌심실류 

  바) 좌심실구혈율 50%미만 



ICD – 2017 AHA/ACC/HRS Guideline 

Al-Khatib et al. Heart rhythm. 2017 VA/SCD Guidelines 



ICD - Korean 

자. Long QT syndrome 환자에서 충분한 베타차단제 치료에도 불구하고(약물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포함) 실신이 재발하거나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Al-Khatib et al. Heart rhythm. 2017 VA/SCD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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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팔로네징후(Tetralogy of Fallot, T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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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콜라민성다형성심실빈맥(Catecholaminergic Polymorphic Ventricular  

       Tachycardia, CPVT) 환자에서 베타차단제 복용 중에 실신을 하였거나 지속성  

       심실빈맥을 보이는 경우 

Al-Khatib et al. Heart rhythm. 2017 VA/SCD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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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eter ablation 
- In patients with prior MI and recurrent episodes of symptomatic sustained VT, or who 
   present with VT storm and have failed or are intolerant of amiodarone or other anti- 
   arrhythmic medications (COR I) 
- In patients with NICM and recurrent sustained monomorphic VT who fail of are  
   intolerant of antiarrhythmic medications, catheter ablation can be useful for reducing 
   VT and ICD shocks. (COR IIa) 
- In patents with symptomatic outflow tract VA in an otherwise normal heart for whom 
   antiarrhythmic medications are ineffective, not tolerated, or not the patent’s preference, 
   catheter ablation is useful. (COR I) 
- In patients with symptomatic VA arising the papillary muscles for whom antiarrhythmic 
   medications are ineffective, not tolerated, or not the patient’s preference, catheter  
   ablation is useful. (CO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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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아래의 심부전 환자 

(1) 동율동(Sinus Rhythm)의 경우 

 (가) QRS duration ≥ 130ms인 좌각차단(LBBB)으로 심구혈률(EF) ≤ 35%이고 

        NYHA class II, III 또는 거동이 가능한 class Ⅳ에 해당되는 경우 

 (나) QRS duration ≥ 150ms인 비좌각차단(NON-LBBB)으로 심구혈류(EF) ≤ 35% 

        이고 NYHA class III 또는 거동이 가능한 class Ⅳ에 해당되는 경우 

(2) 영구형 심방세동(Permanent AF)의 경우 

 (가) QRS duration ≥ 130ms으로 심구혈률(EF) ≤ 35%이고 NYHA class III 또는 

        거동이 가능한 class Ⅳ에 해당되는 경우 

 (나) 심구혈류(EF) ≤ 35%인 환자에서 심박수 조절을 위해 방실결절차단술(AV  

         junctional ablation)이 필요한 경우 

(3) 기존의 박동기(Pacemaker)나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의 기능 향상이 필요한 

      경우 

   - 심구혈류(EF) ≤ 35%이고 NYHA class III 또는 거동이 가능한 class Ⅳ 환자 

        에서 심조율의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4) 심박동기(Pacemaker)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 심구혈류(EF) ≤ 40%인 환자에서 심조율의 비율이 40%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료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함) 



CRT, ICD – Korean (2020,01,01) 



CRT – 2013 ACCF/AHA Heart Failure Guideline 

Class I 
  1. CRT is indicated for patients who have LVEF of 35% or less, sinus rhythm, 
       LBBB with a QRSd of 150 ms or greater, and NYHA class II, III, or  
       ambulatory IV symptoms on GDMT. 
       (LoE: A for NYHA class III/IV; LoE: B for NYHA class II) 
Class IIa 
  1. CRT can be useful for patients who have LVEF of 35% or less, sinus rhythm, 
        a non-LBBB pattern with a QRSd of 150 ms or greater, and NYHA class III/ 
        ambulatory class IV symptoms on GDMT. (LoE: A) 
  2. CRT can be useful for patients who have LVEF of 35% or less, sinus rhythm, 
       LBBB with a QRSd of  120 to 149 ms, and NYHA class II, III, or ambulatory 
       IV symptoms on GDMT. (LoE: B) 
  3. CRT can be useful for patients with AF and LVEF of 35% or less on GDMT if 
       a) the patients requires ventricular pacing or otherwise meets CRT criteria  
       and b) AV nodal ablation or pharmacological rate control with allow near  
       100% ventricular pacing with CRT. (LoE: B) 
  4. CRT can be useful for patients on GDMT who have LVEF of 35% or less and 
      are undergoing placement of a new or replacement device implantation with 
      anticipated requirement for significant (>40%) ventricular pacing. (LoE: C) 

Yancy et al. Circulation. 2013;128:1810-1852 



요 약 

1.미국심장학회에는 2008년 까지는 CIED 치료 중심으로 진료지침을 발표 하였 
    으나 2017년과 2018년은 질환 중심으로 진료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 
    부정맥학회에서는 심사평가원과 공동 작업으로 적응증을 개선하고 있다. 
 
2.동기능부전증은 미국심장학회에서 증상과 연관성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고 
     야간서맥의 경우 수면무호흡증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심장학회의 경우 서맥과 동정지의 정도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우리 
     나라는  서맥(분당 40회 미만)과 동정지(5초)의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3.방실차단의 경우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증상과 관계없이 2도 2형 이상의 
    경우 심박동기 적응증에 해당한다. 
 
4.우리나라는 원인불명의 실신에서 심박동기 적응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요 약 

5.삽입형 제세동기 
  1) 미국심장학회는 도자절제술을 먼저 고려하여야 할 심실성빈맥 기준을 제시 
      하고 있으며 각각의 channelopathy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2) 관상동맥 경련에 의한 심정지(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의 경우 IIa. 
  3) 미국심장학회의 경우 허혈성심질환에서 가역적 원인이 없는 심실성빈맥에 
      의한 심정지의 경우 적응증이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48 
      시간 이후” 항목을 추가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허혈성심질환 최소 40일간의 적절한 치료 후 재평가하는 조건은 동일하다.       
    
6.심장재동기화 치료의 경우 미국과 우리나라 지침이 비슷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영구형 심방세동의 경우”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7.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심장학회 기준 Ⅱa 이상의 지침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8.우리나라의 임상진료 지침이 국내 급여기준과 같이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 
    이에 대한 재평가가 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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