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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cope with Bradycardia, 45 bpm 



Classification of Bradyarrthmias 

Brignole M et al. Eur Heart J. 2013;34(29):2281-329.  



61 year-old female, recurrent syncope 



Clinical features suggesting cardiogenic syncope 

Moya A  et al. Eur Heart J. 2009;30:2631-71. 



Diagnostic Criteria : Arrhythmia-related syncope 

Moya A  et al. Eur Heart J. 2009;30:2631-71. 



Approach to the patient with syncope 

Strickberger SA et al. Circulation. 2006;113:316-27. 



Suggested ECG Monitoring by Symptom Frequency 

Brignole M et al. Eur Heart J. 2013;34(29):2281-329.  



FU ECG 



Holter Monitoring 



Permanent PMK 



63 year-old female, syncope 





HeartCall Monitoring 



Most Useful Tests after Initial Evaluation 

Brignole M et al. Eur Heart J. 2013;34(29):2281-329.  

• In selected patients with moderate SB, a prolonged sinus node  rec
over  
 time (SNRT) at EPS indicates a likely bradyarrhythmic mechanism 
for 
 syncope.  
 



Electrophysiological study in syncope 



49 year-old female, Recurrent syncope 



Syncope in Patients with BBB 

Brignole M et al. Circulation. 2001;104:2045-50. 



Syncope in Patients with BBB 

Brignole M et al. Circulation. 2001;104:2045-50. 



Indication for PMK in patients with BBB 

Brignole M et al. Eur Heart J. 2013;34(29):2281-329.  



ACC/AHA/HRS Gudelines 

Epstein AE et al. Circulation. 2013;127:e283-352. 



FU ECG 



FU ECG 



Permanent PMK 



Post PMK ECG 



Abnormal Neural Reflex in Sinus Bradycardia 



PMK Efficacy in Neurally Mediated Syncope 

Brignole M et al. Circ Arrhythm Electrophysiol. 2014;7:10-6. 



심박기 거치술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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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성 상태에서 입증된 경우 
 

라. 서맥과 관련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증상은 있지만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검사에서 입증되지 않았을 때 각성상태에서 심박수가 

    40회/분 미만인 경우 



심박기 거치술 인정기준 

  방실차단 (Atrioventricular Block)  

가. 증상이 있는 서맥이나 심실성 부정맥을 초래하는 3도 또는 고도 2도 방실차단 

나. 부정맥 또는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하여 증상이 있는 서맥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치료가 필요한 3도 또는 

     고도 2도 방실차단 

다. 각성상태에서 증상이 없는 3도 또는 고도 2도 방실차단에서 (1) 3초 이상 무수축 심정지가 증명,  

    (2) 이탈박동이 40회 미만, (3) 방실결절 아래 부위에서 나오는 이탈박동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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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방실접합부에 대한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 후 발생한 3도 또는 고도 2도 방실차단 

바. 심장수술 후 발생한 3도 또는 고도 2도 방실차단이 호전되기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수술 후 지속되는 경우 

사. 근긴장성 근이형증, Kearns-Sayre 증후군, Erb 근이형성증, 비골 근위축증과 같은 근신경계 질환과 동반된 

     3도 또는 고도 2도 방실차단 

아. 방실차단 부위와 관계 없이 서맥으로 인한 증상이 있는 2도 방실차단 

자. 각성상태에서 평균 심실박동수가 40회/분 이상인 무증상의 지속성 3도 방실차단에서 (1) 심비대, (2) 좌심실 

     기능저하, (3) 방실결절 아래 부위의 차단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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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긴(long) PR 간격을 보이는 1도 또는 2도 방실차단으로 방실 부조화로 인한 심박동기 증후군이나 혈역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 



심박기 거치술 인정기준 

  만성 2섬유속차단 (Chronic Bifascicular Block) 

가. 만성 2섬유속차단에서 (1) 고도 2도 방실차단, (2) 간헐적인 3도 

    방실차단, (3) 2도 Ⅱ형 방실차단, (4) 각차단이 교대로 발생하는 경우 
 

나. 만성 2섬유속차단에서 실신, 현기증의 원인이 전기생리학적 검사를 

    포함한 진단적 검사로도 심실빈맥과 같은 다른 원인은 배제되고 

    방실차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Thanks for your attenti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