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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dyarrhythmias 

 Sinus node dysfunction 
 Sinus bradycardia 
 Sinus arrest 
 SA block 
 Tachycardia-bradycardia syndrome 

 
 Atrioventicular conduction abnormalities 

 1st degree AV block 
 2nd degree AV block 
 3rd degree AV block (complete AV block) 
 High degree AV block 



심박기 거치술 인정기준 (2016.9.1 시행) 
 
심박기 거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굴기능 부전 (Sinus Node Dysfunction) 
 가. 증상을 동반한 서맥이나 증상을 동반한 동휴지가 각성상태에서 입증된 경우 
 나. 증상을 동반한 심박수변동 부전(chronotropic incompetence)이 있는 경우 
 다. 의학적 상태로 인하여 투여가 필요한 약물에 의해 증상을 동반한 서맥이 각성상태에서 입증된 경우 
 라. 서맥과 관련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증상은 있지만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검사에서 입증되지 않았을 때 각성상태에서 심박수가 40회/분 미만인 경우 
 마. 원인을 알 수 없는 실신 환자에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시 유의한 동기능 이상이 발견되거나 유발된 경우 
2. 방실차단 (Atrioventricular Block) 
 가. 3도 또는 2도 2형 방실차단 
 나. 각성상태에서 증상이 없는 심방세동에서 5초 이상의 무수축 심정지가 증명된 경우 
 다. 방실차단 부위와 관계 없이 서맥으로 인한 증상이 있는 2도 방실차단 
 라. 심근허혈 소견이 없이 운동 중 발생한 2도 또는 3도 방실차단 
 마. 긴(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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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만성 2섬유속차단(Chronic Bifascicular Block) 
 가. 만성 2섬유속차단에서 각차단이 교대로 발생하는 경우 
 나. 만성 2섬유속차단에서 실신, 현기증의 원인이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를 포함한 진단적 검사로도 심실빈맥과 같은 다른 원인은 배제되고 방실차단에 의한 것으
로 판단되는 경우 
 다. 만성 2섬유속차단에서 증상이 없더라도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HV간격이 100ms 이상이거나, pacing에 의해 His속 아래 부분의 방실차단이 유도되는 경우. 
4. 급성 심근경색과 관련된 방실차단 (AV Block in Acute Phase of Myocardial Infar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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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하더라도 각차단이 새로 발생한 경우 
5. 목동맥굴 과민증후군 (Hypersensitive carotid syndrome) 
  - 목동맥굴 압박을 하는 특정 상황에서 실신이 재발한 병력이 있고 목동맥굴 압박에 의해 3초 이상의 심실 무수축과 함께 실신이 유발된 경우 
6. 긴 QT 증후군 (Long QT syndrome) 
  - QT 간격이 연장되었거나 또는 연장되지 않았더라도 심전도상 동휴지-의존성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7. 소아, 청소년 및 선천성 심질환에서의 서맥성 부정맥 
  - 일반적인 사항은 성인 적용기준에 준하여 적용토록 함 
 가. 연령에 따른 심박수가 부족한 동서맥(age-inappropriatesinus bradycardi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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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에서 
  (1) 각성상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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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질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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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방실차단을 보이는 경우 
8. 원인 불명 실신 
 가. 40세 이상의 반복적이고 예상하기 어려운 반사성 무수축성 실신환자(reflex asystolic syncope)에서, 증상을 동반한 유의한 동휴지나 방실차단이 기록된 경우. 다
만, 기립경사테이블검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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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박기 거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Sinus Node dysfunction 



F/81, dizziness 

Symptomatic sinus bradycardia (HR<40/min)  Pacemaker 

HR 37/min 



F/70, intermittent dizziness 
HR 51/min 







Symptomatic sinus bradycardia and pause  Pacemaker 



F/68, palpitation and dizziness 



F/68, palpitation and dizziness 

Tachycardia-bradycardia syndrome  Pacemaker 



F/85, recurrent syncope 

 DM, dyslipidemia 
 H/O stroke 
 1VD, s/p PCI to mLAD (2017.2.24) 
 Paroxysmal AF 
 Recurrent syncope 

 r/o tachy-brady syndrome 



Holter (x2): no events  ILR insertion 



Tachycardia-bradycardia syndrome  Pacemaker 



Atrioventicular Conduction 
Abnormalities 



M/40, palpitation 

1nd degree AV block  Observation 



F/87, consultation for ECG abnormality 

2nd degree AV block, Mobitz type 1 Observation 



M/74, dyspnea on exertion 

High degree AV block (2:1 AV block)  Pacemaker 



Site of 2:1 AV Block 
1. QRS Width BBB – site of block anywhere 

No 
rmal QRS – block in AV node or His bundle 

2. PR of Conducted P wave >300ms – block in AV node 
≤160ms – block in HPS or His bundle 

3. Atropine or Exercise Improve conduction – block in AV node 
Worsen conduction – block in HPS or His bundle 

4. Carotid Sinus Massage Worsen conduction – block in AV node 
Improve conduction – block in HPS or His bundle 

5. Retrograde Conduction Present – block in HPS or His bundle 
Absent – block may be anywhere 

Josephson and Wellens 



F/80, dizziness 

3rd degree AV block (complete AV block)  Pacemaker 



F/85, dizziness, chest discomfort 

. . . . . . . . . . . . . . 

Complete AV block d/t STEMI  primary PCI with temporary pacemaker 



Emergent CAG and PCI 

CAG: pRCA thrombotic total occlusion PCI to pRCA 



ECG after PCI 



M/72, recurrent syncope 

 Recurrent unexplained syncope 
 Head trauma 
 Seizure-like movement such as eyeball deviation 

 No prodrome 
 Orthostatic hypotension (-) 







High degree AV block (paroxysmal AV block)  Pacemaker 



F/62, dyspnea on exertion 
HR 39/min 



ECG rhythm strip 

BMC #001302275 



ECG rhythm strip 

BMC #001302275 



Two levels of block: 
 Upper level Wenckebach / Lower level fixed 2 to 1 

S 

SA 

A 

AV 

V 



F/77, repeated LOC 

 H/O stroke (2014.5) 
 DM, HT, dyslipidemia 
 Angina, 1VD, s/p PCI (2017.7) 
 Dizziness d/t AF c SVR  refused pacemaker 

 
 C.C: repeated loss of consciousness with 

seizure-like activity (1DA) 
 



ECG 4 months ago 
HR 51/min 

AF c SVR 



ECG at ER 

AF c CAVB 



ECG rhythm during LOC 

Bradycardia-dependent Torsade de Pointes  Pacemake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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