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동맥판막 협착증 치료를 위한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 

비봉합 대동맥판막 치환술에 대한

본인 부담률이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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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구독하고 

더욱 자세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2022년 5월 1일부터,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낮아졌습니다!

80세 이상의 대동맥판막 협착증 환자라면 

최대 95% 낮아진 비용으로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2

95%

환자 부담금

약150만원
**

환자
 부
담금

약 
2,6
97
만원

- 수술 불가능군

- 수술 고위험군

- 80세 이상의
   모든 환자

절대적 금기증*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 

중 아래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되는 

환자

- 수술 불가능군

- 수술 고위험군

- 80세 이상의 모든 환자

증상이 있는 대동맥판막 협착증 및 대동맥판막폐쇄부전 환자에서

수술적 방법으로 대동맥판막을 교체하되 인공판막을 봉합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봉합(3회)으로 고정하는 행위로,

심장수술 이력이 있는 환자를 포함하여 급여기준에 부합한 환자는

5%만 본인 부담(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적용받아 약 76만원 수준),

이외 선별급여 50%를 적용합니다.2

급여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적용 받아 본인부담률 5%)

환자 부담금: 약 150만원**

수술 중위험군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수술 저위험군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

*절대적 금기증 해당 여부 및 보험 적용 요건은 담당 의료진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환자 부담금은 해당 수술/처치 관련 직접 행위수가와 치료재료 비용만을 합한 금액입니다. 

**환자 부담금은 해당 수술/처치 관련 직접 행위수가와 치료재료 비용만을 합한 금액입니다. 

아래 급여 기준 가운데 하나 이상 부합 하는 

환자

- 심장수술 이력이 있는 환자  

- 대동맥판막 수술 외의 심장 수술

   병행하는 환자 

- 석회화로 겸자나 봉합사 사용 불가한

   환자 

- 직경 21 mm 이하의 대동맥판막륜을

   가진 환자 

- 좌심실 구혈률 및 수술 위험도가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급여 (본인부담률 5%)

환자 부담금: 약 76만원**

이외(담당의와 상의 필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본 자료는 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대동맥판막 협착증, 

인공판막을 교체하는 수술 혹은 시술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1

가슴을 열어 좁아진 판막을 인공판막으로 교체하는 수술적 치료와

가슴을 열지 않고 몸 속으로 기다란 관을 삽입해 인공판막을 위치시키는 

시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치료 시기가 중요한

   대동맥판막 협착증,

비봉합 대동맥판막 치환술 역시 

5월 1일부터 급여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