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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o versus RF 



NEJM 2016 

FIRE and ICE 



Cryo에 대한 일반적 인식 

1. 간편하다. 시술자가 편하다. 

2. Learning curve 가 짧다. 

3. 시술 시간이 짧다. 

4. Fluoroscopy time 이 늘어난다. 

5. 안전하다. 

6. PV isolation 에 특화되어 있다. 

 
 



그에 반해 RF는… 

1. 시술 시간이 길다. 

2. Learning curve 가 길다. 

3. 합병증에 대한 염려 

4. 시술자에 의한 부위 및 에너지 강도 조절이 

가능하다. 

 



AF/AT recurrence 



    Fluoroscopy time         Procedure time 



Procedure related adverse event 



Cryo에 대한 지금의 생각 

1. 간편하다. 시술자가 편하다  편하긴 하다 

2. Learning curve 가 짧다  제대로 하는 것은 쉽지 않다 

3. 시술 시간이 짧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점점 길어진다 

4. Fluoroscopy time 이 늘어난다.  RF 와 비슷한듯 

5. 안전하다.  Phrenic nerve palsy 등이 염려되나    

                                  Hemopericardium 은 확연히 적다. 

 

 
 



AF 시술이 필요할 때 

1. 시술 후 재발을 할까? 

2. 이 증상이 AF 때문일까? 

3. 시술을 한 경우와 안한 경우 환자의 예후는? 

4. 약을 더 쓸까? 

5. 재발했을 때 이 환자의 반응은? 

 

RF 로 할까? Cryo 로 할까? RF 로 할까? Cryo 
로 할까? RF 로 할까? Cryo 로 할까? RF 로 할까?  

 



번뇌(煩惱)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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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o RF



Cryo beginner depression 

과연 이 환자에게 RF를 했으면 재발을 했을까? 

 

 어떤 환자에게 어떠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 



Cryo better 
ESC-EHRA AF ablation registry and Swedish catheter ablation registry 



Cryo 후 재발 인자 - PeAF 



Anatomical variation 

• Common trunk 나 middle vein, PV drainage pattern 은 acute PVI 

여부와 재발을 예측 못한다. 

• RIPV 가 oval 모양일 수록 acute PVI 성취가 감소한다 (p=0.038). 

• LIPV 의 단면적이 넓을 수록 재발이 많다 (p=0.001). 

JICE 2015 



Cryo 이후 예후가 좋은 사람 

1. Persistent 보다는 paroxysmal 환자 

2. LA remodeling이 적은 환자 

 

  RF ablation 과 마찬가지 

 



이러한 환자에서는 RFCA 

1. PV isolation 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 LA remodeling 으로 PV antrum size 증가 

 
2. PV isolation 이외의 처치가 필요한 경우 

- Atrial flutter 또는 SVT 동반 

- Non-PV foci 호발군 

- 전형적이지 않은? 

 
 



K.R. Julian Chun, MD 

“The endpoint in both groups was the same.”  

 

“Who would be the ideal candidate for 
radiofrequency or cryoballoon? Just based on 
the data, I would have to say it doesn’t matter. 
Whatever you do, if you do it in experienced 
hands, it will be the same outcome.” 



John D. Fisher, MD  

Low and mid volume center 
Simple patient 

High volume center 
Complex patient 

Cryo ablation RF ablation 

“For low and mid-volume centers, balloon is attractive. However centers 

with electrophysiologists who have mastered of RF may get little value in 

switching to Cryo.” 



Cryo + RF combine 



고령의 환자에서 

85세 남자 
symptomatic  

drug refractory PAF 
 

LA AP diameter= 39mm 

86세 여자 
symptomatic  

drug refractory PAF 
 

LA AP diameter= 40mm 



정리하자면.. 

Cryo RF 

Master 

Simple, typical patient Complex, atypical patient 

간편하다. 유연하다. 

PV isolation 만으로 SR 유지 가능 다양한 부위의 시술 필요 

Atrial remodeling 이 적은 사람 

AF duration 이 짧은 사람 

합병증 고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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