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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문제: 오늘날 간호사는 과거와 달리 현대적 보건의료 요

구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도

록 훈련된 고급 전문 인력이고, 간호행위를 생산하기 위

해서는 서비스의 생산원가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으로

서의 훈련 및 유지비용 등도 투입되어야만 가능하게 함

으로서 2008년 7월부터 시행한 중환자실 간호등급에 따

른 간호수가 책정으로 인해 중환자실 내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많은 간호행위 중 수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었고 간호행위의 중요성과 더불어 간호를 시

행 후 받을 수 있는 수가에 대한 간호사들의 입력에 대

한 의무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빈번히 누락되고 있는 

간호수가 관리를 통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해야 할 필요

성을 느껴 개선활동을 하고자 한다.

목적: 2008년 7월부터 시행한 중환자실 간호등급에 따

른 간호수가 책정으로 인해 중환자실내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간호 행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문제 

분석과 간호 현장에서의 개선안을 도출함으로써 경제

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간호수가 누락률을 감소시키

고자 함이다.

의료기관: 대구파티마병원 내과 중환자실

질 향상 활동: 업무개선의 방법으로 환자 개인별 간호수

가 입력 누락 방지 체크 리스트 사용 및  처방 전달 시스

템의 간호수가 재입력 화면을 이용하여 입력의 용이성 

도모하였고 입력된 간호수가를 처방 전달 시스템 간호

수가 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해 익일 누락여부를 매일 모

니터링 하였다.

교육 및 홍보활동으로는 간호수가 입력누락 방지를 위

한 간호수가 입력 지침을 제작하여  전체간호사는 년 

2회, 신규간호사는 개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월별 간

호수가 누락통계를 실명 공고 하여 간호수가 다 빈도 누

락 간호사는 추가 개별교육을 실시하였다.

개선효과: 간호수가 입력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간호수

가 평균 누락률이 개선 전 6.5%, 개선 후 1.2%로 5.3%의 

누락 감소율을 보였으며 역치 5%를 달성하였고 간호수

가 누락금액은 개선 전 2,992,752원, 개선 후 590,787원으

로 2,401,965원의 누락 효과 비용을 구할 수 있었다.  

본 QA활동으로 중환자실 간호수가 전산입력에 대한 체

계적인 교육부재와 신규간호사들의 잦은 전산누락이 

있어왔으나 표준화 된 체크리스트 지침과 입력확인 작

업으로 전산입력 누락률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추후 심 평원 청구 작업을 하는 부서와 연계되어 실제 청

구 누락률에 대한 비교와 간호사 근무연수와 간호수가 

입력 누락률에 대한 상관관계 조사를 제언 해 본다.

Key Words: 간호수가, 간호수가 누락률, 누락효과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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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개념에 의하면 간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

든 환자에게는 무상으로라도  간호를 제공하고 봉사함

이 원칙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 간호사는 

과거와 달리 현대적 보건 의료 요구를 해결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훈련된 고급 전문 

인력이다. 간호행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생

산  원가 뿐 만아니라 전문 인력으로서의 훈련 및 유지 

비용등도 투입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현행 간호수가에

는 총 680여개 간호행위 중 37개 간호행위 만이 다루어

지고 있고 입원료에 포함되어 입원환자 간호 관리료로 

지불 보상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간호 

관리료는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6등

급으로 분류되어 등급에 따라 40%씩 차등화 하여 지

급되고 있으나 간호사 인건비 보전 율이 32~57% 수준

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5, 6등급에 머물러 있

는 현실이다. 전체 보건 의료 서비스의 생산과정에 간호

사의 양적, 질적 기여도가 높아지고 간호 인력이 전문직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되면서 총 보건의료서비스의 생

산비용을 높이는 주요 요인인 고급인력의 높은 인건비

를 간호사가 대체 공급하여 전체 진료비용을 절감시킨

다는 측면에서 간호행위에 대한 비용의 산정이 필요하

게 되었다. 

Ⅱ. 목적
 

2008년 7월부터 시행한 중환자실 간호등급에 따른 간

호수가 책정으로 인해 중환자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간호 행위의 중요성을 한번 더 인식하게 하고 구체적

인 문제 분석과 간호 현장에서의 개선안 도출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간호수가 누락률을 감소

시키고자 한다.

Ⅲ. 문제 분석

1. 팀 구성 및 운영

간호수가 입력을 누락 또는 수가 입력 변경 시에만 교

육함으로서 누락이 잦아 간호수가 누락의 문제점을 파

악하고 개선전략을 실시하기 위해 수간호사 외 근무연

수가 5년차 이상 숙련 된 간호사 4명으로 팀을 구성하였

고 정기모임을 통해 간호수가 누락건수 조사 및 근본원

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 향상 활동을 실시 한 

후 개선효과를 분석하였다.

2. 조사 대상 선정 및 조사 시행

대상기관은 2차 진료기관으로 내과 계 중환자실 14병

상의 조사기간 4개월간 재원환자 대상으로 다 빈도 4항

목(인공호흡기 사용료, 심전도 감시료, 경피적 산소포화

도 감시료, 체위 변경료)의 간호수가가 있는 간호행위를 

개선 전ㆍ후 각 2개월의 간호수가 누락 입력을 처방 전

달 시스템의 간호수가 입력 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조

사 하였다.

3. 측정도구

인공호흡기 감시료 입력 누락률, 심전도 감시료 입력 

누락률, 경피적 산소포화도 감시료입력 누락률, 체위 변

경료 입력 누락률을 효과 평가기준으로 하였고 표준은 

0%, 역치는 개선 전 자료수집 간호 수가 누락률 6.5%에 

간호수가 누락률 감소활동  |  질 향상 사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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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5%로 설정하였다.

4. 분석결과

<표 1> 간호수가 누락 증감률

항 목
개선 전 개선 후 누락 증감률

( % )

누락차액

(원)누락률 누락액 누락률 누락액

인공호흡기 감시료 8.3 2,139,457 1.7 472,883 - 6.6 1,666,574

심전도 감시료 6.0 427,400 0.4 25,644 - 5.6 401,756

경피적 산소

포화도 감시료
5.9 171,600 1.2 35,750 - 4.7 135,850

체위 변경료 5.6 254,295 1.3 56,510 - 4.3 197,785

입력건수 누락건수 누락액(원)
평균

누락건수

평균

누락률(%)
누락증감률(%)

개선 전 579 48 2,139,457 24 8.3

- 6.6

개선 후 406 7 472,883 3.5 1.7

항 목
개선 전 개선 후 누락 증감률

( % )

누락차액

(원)누락률 누락액 누락률 누락액

인공호흡기 감시료 8.3 2,139,457 1.7 472,883 - 6.6 1,666,574

심전도 감시료 6.0 427,400 0.4 25,644 - 5.6 401,756

경피적 산소

포화도 감시료
5.9 171,600 1.2 35,750 - 4.7 135,850

체위 변경료 5.6 254,295 1.3 56,510 - 4.3 197,785

입력건수 누락건수 누락액(원)
평균

누락건수

평균

누락률(%)
누락증감률(%)

개선 전 579 48 2,139,457 24 8.3

- 6.6

개선 후 406 7 472,883 3.5 1.7

인공호흡기 감시료 누락률이 개선 전(8.3%)에서 개선 

후(1.7%)로 6.6%의 누락 감소율을 보여 4항목 중 가장 높

은 감소 효과를 나타내었다.

<표 2> 인공호흡기 감시료* 누락 증감률

 개선 전 인공호흡기 감시료 총 579건의 입력건수 중 

48건이 누락되어 8.3%의 평균 누락률을 보였고 개선 후

는 총 406건의 입력건수 중 7건이 누락되어 1.7%의 평균 

누락률을 보여 6.6%의 누락 감소 효과를 나타내었다.

입력건수 누락건수 누락액(원)
평균

누락건수

평균

누락률(%)

누락증감률

(%)

개선 전 836 50 427,400 25 6.0

- 5.6

개선 후 825 3 25,644 1.5 0.4

입력건수 누락건수 누락액(원)
평균

누락건수

평균

누락률(%)

누락증감률

(%)

개선 전 810 48 171,600 24 5.9
- 4.7

개선 후 812 10 35,750 5 1.2

<표 3> 심��도 감시료*  누락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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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질 향상 활동

간호수가 입력 누락 관리를 위해 첫째 개인별 간호수

가 입력 누락 방지 체크리스트 사용과 처방 전달 시스

템의 간호수가 재입력 화면을 이용하여 입력의 용이성

을 도모하였고, 입력된 간호수가를 처방 전달 시스템 간

호수가 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해 익일 누락여부를 매일 

모니터링 하였다. 둘째로 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간호수

가 입력누락 방지를 위한 간호수가 입력 지침을 제작하

였고, 전체간호사의 간호수가 입력 교육은 년 2회 실시

하였으며, 신규간호사들은 간호수가 입력 개별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월별 간호수가 누락통계를 실명 공고

하여 간호수가 다 빈도 누락 간호사는 추가로 개별교육

을 실시하였다.

Ⅴ. 개선 효과

간호수가 입력 프로세스 개선으로 체계적인 입력을 

통해 간호수가 평균 누락률이 개선 전 6.5%에서 개선 후 

1.2%로 5.3%의 누락 감소율을 보여 역치 5%를 달성하였

간호수가 누락률 감소활동  |  질 향상 사례 보고

입력건수 누락건수 누락액(원)
평균

누락건수

평균

누락률(%)

누락증감률

(%)

개선 전 810 48 171,600 24 5.9
- 4.7

개선 후 812 10 35,750 5 1.2

<표 4> 경피적 산소포화도 감시료* 누락 증감률

개선 전 경피적 산소포화도 감시료 총 810건의 입력건

수 중 48건이 누락되어 5.9%의 평균 누락률을 보였고 개

선 후는 총 812건의 입력건수 중 10건이 누락되어 1.2%의 

평균 누락률을 보여 4.7%의 누락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개선 전 심전도 감시료 총 836건의 입력건수 중 50건

이 누락되어 6.0%의 평균 누락률을 보였고 개선 후는 총 

825건의 입력건수 중 3건이 누락되어 0.4%의 평균 누락

률을 보여 5.6%의 누락 감소효과를 나타내었다.

입력건수 누락건수 누락액(원)
평균

누락건수

평균

누락률(%)

누락증감률

(%)

개선 전 836 50 427,400 25 6.0

- 5.6

개선 후 825 3 25,644 1.5 0.4

입력건수 누락건수 누락액(원)
평균

누락건수

평균

누락률(%)

누락증감률

(%)

개선 전 810 48 171,600 24 5.9
- 4.7

개선 후 812 10 35,750 5 1.2

<표 5> 체위 변경료* 누락 증감률

 개선 전 체위 변경료 총 800건의 입력건수 중 45건이 

누락되어 5.6%의 평균 누락률을 보였고 개선 후는 794건

의 입력건수 중 10건이 누락되어 1.3%의 평균 누락률을 

보여 4.3%의 누락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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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인공호흡기 감시료 누락률, 심전도 감시료 누락률, 

경피적 산소포화도 감시료 누락률, 체위변경률 누락률 

중 인공호흡기 감시료 누락률이 개선 전 8.3%에서 개선 

후 1.7%로 6.6%의 가장 큰 개선 효과가 있었다. 간호수가 

누락금액은 개선 전 2,992,752원에서 개선 후 590,787원

으로 2,401,965원의 누락 효과비용을 구할 수 있었다. 또

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간호수가 누락감소활동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다.

Ⅵ. 교훈 및 제언

점점 세분화 되어가고 있는 중환자실 간호수가 입력

에 대한 교육 부재와 낮은 인지도로 인해 간호사들은 간

호수가 입력의 어려움을 나타내었고, 입사초기 신규 간

호사들의 잦은 실수와 이해력 부족으로 빈번한 간호수

가 누락이 발생하여 반복적인 교육이 중요하게 되었으

며 중환자실 간호등급제가 도입되면서 표준화 된 체크

리스트 지침과 입력확인 작업으로 전산입력 누락률 감

소 QA활동을 통하여 간호수가 입력의 중요성을 한번 더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심 평원 청구 작업을 하는 부서와 

연계되어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간호수가 입력 

누락률과 실제 청구 누락률에 대한 차이 비교 조사 및 

간호사 근무연수와 간호수가 입력 누락률에 대한 상관

관계 조사를 제언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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