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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17~’2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9.) 추진 방향

선택진료 ’18년 전면 폐지, 상급병실(2~3인실) ’18년 보험 적용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22년 10만 병상까지 서비스 확대



’19.4.10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19~’23년)

보장성 강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

환자중심의 통합적인 의료제공 체계 구축 지원

안정적 재정 운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비급여의 급여화, 필수의료 중심으로 차질 없이 단계적 추진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간호간병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도입

기타 의학적 비급여 등

 어린이, 난임부부, 저소득층 등은 한층 더 두텁게 보장

영유아 외래부담 절반 이하로 경감, 어린이병원 지원확대, 난임부부 보장 확대

( 연령제한 폐지, 횟수확대), 통합 의료비지원체계 구축

1. 추진 방향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구축

 입원부터 퇴원 및 재가 복귀까지 연계하는 통합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내 ‘환자지원팀’ 설치, 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에 대한 보상(자문료/의뢰료) 마련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방문의료 도입



일차의료강화 및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수가 운영

1. 추진 방향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수가제도 마련

의료기관을 기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 적합한 진료영역의 환자 진료 시 수가선별 가산

하여, 의료기관 기능 정립

* 중증도, 질환, 범위, 재원일수와 수술비율 등을 고려 진료 기능이 동질적(homogeneous)

인 요양기관을 묶을 수 있는 분류 기준 마련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동네의원에 적극 회송-정보 교류 체계 마련

- 환자 의뢰를 활성화, 대형병원으로 가려는 환자가 의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환자본인부담을 부과하는 방안

- 동네의원에서 치료 가능한 경증질환자가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대형병원으로 가는 경우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 검토

*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진료 의뢰서 제도 개선



1. 추진 방향

 생명·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 균형 있게 제공 기반 마련

* 분만·수술·응급의료·외상 분야의 기반(인프라) 확충을 위한 보상 강화

* 안전한 진료 환경 유지를 위해 야간‧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응급‧입원‧중환자

전담인력 등 필수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

- ’23년까지 야간‧의료취약지역 간호인력 1,000명, 응급‧입원‧중환자 전담인력

1,500명 배치

 합리적 원가 기반의 수가산출체계를 마련하여 적정진료 제공환경 조성

 다양한 수가제도 시범적용을 통해 적정진료에 따른 합리적 보상 방안 마련

합리적인 적정수가 보상 방안 마련



2. 연차별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구분

MRI

초음파

등재
비급여

기준
비급여

의약품
(기준

비급여)

두부, 경부
복부, 흉부 등

하복부, 비뇨기
생식기

척추 근골격

흉부, 심장 근골격
두경부, 혈관

응급실, ICU
중증질환

암 환자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
항암요법

척추

척추
근골격 등

근골격
통증치료
항암요법
(보조약제)

근골격
만성질환

정신질환
만성질환 등

만성질환

안, 이비인후과
질환 등

안, 이비인후과
질환 등

안, 이비인후과
질환 등

* 추진 일정 및 분야 등은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변경 가능



수가체계 개편 및 적정보상 추진 방향



1. 수가체계 개편방향

기본진료료 행위료

진찰료, 입원료,

의료질평가지원금,

교육상담료, 감염예방관리료 등 포함

의료기관 종별로

상대가치점수 상이

동일 상대가치점수

+ 종별 가산 제도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2차 개편,
불균형
해소 중

 대상 : 기본진료료, 가산 제도 개편 중심

 방향 :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 사람 중심, 가치 기반



2. 적정 수가 보상 추진 방향

 국민건강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인력, 장비 등 인프라 구축 지원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제공, 중증환자 적정 진료

등을 위한 충분한 진료 시간 확보 유도

 수술, 분만 등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수가 항목간 불균형 개선

 양질의 의료인력 확보 등 의료질 향상을 위한 보상 강화

최근



2. 적정 수가 보상 추진 경과

 중환자실 수가 개편

입원료 인상 및 전담전문의 수가 신설, Sub ICU 신설

 감염-환자안전 관련 수가 개편

감염예방관리료(‘16.9), 내시경 세척소독료(‘17.1), 입원환자 안전관리료(‘17.10) 신설

NICU 무균조제료 가산(‘18.6)

 2차 상대가치 개편

(’17.7~’20) 수술, 처치, 기능 검사 항목 90% 수준으로 수가인상

 치료재료 별도보상

3단계(’16~’18) 걸쳐 별도보상 추진 중 :  감염예방 20품목,  환자안전 32품목

ex. 수술팩, 체온유지기(1회용 Air-blanke류), 안전바늘주사기, needless connector, saline                              

prefilled syringe

감염, 환자안전, 인적자원



환자안전 관리 수가 추진 로드맵(안)

1단계 2단계 • 3단계

환자안전법

관련 활동

약물안전개선활동

(항암제‧마약류)

간호안전 강화활동

(낙상‧욕창 감소)
위기대응 체계구축

수술실

감염예방활동

• 소아진정관리료(‘19.1) : 약물에 의한 진정시, 주 시술자 외 인력이 모니터링 및 결과 기록

• 감염예방관리료 개선 (‘19.1) : (수가수준 조정) 간호사 및 의사 인건비(증가율 반영)+ 감염

관리 비용(소모품 비용 등 증가율) 반영

• 마약류 관리료 신설 및 가루약 조제가산(‘19.1) : 마약 조제 투약시 입원 1일당, 외래 수진별 1회

•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19.5) : 전신마취 하 시행되는 수술당 1회 투입수준(인력, 시설 등)

등급화(3단계) 및 차등수가

• 신속대응 시스템(RRR, Rapid Response System) 수가 시범사업(‘19.5)*  : 입원 1일당

운영시간, 인력배치, EMR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비 등에 따라 분류(3군) 및 수가차등

차등지급 방안 및 성과중심의 보상방안(가산)

*(전담간호사) 종합병원 이상 기관에서의 임상 근무경력 3년 이상으로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 임상 근무경력 3년이상이거나
중환자 전문간호사 또는 응급 전문간호사를 50% 이상 포함



2. 중환자실 적정 수가 보상 추진 경과(입원료 등)

시행일 항목

2007.10.1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인력 수가 차등제

2008.7.1 성인, 소아 중환자실 간호인력 수가 차등제 (전담의 가산)

2010.1.1~

2012.1.1
중환자실 및 특수병동 입원료 인상(1차 신상대가치 점수 단계별 반영)

2013.2.15 신생아 중환자실 기본입원료 100% 인상(안정적 분만체계 구축)

2013.3.1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100% 인상(응급의료서비스 개선)

2015.9.1 성인/소아중환자실 등급기준 분리

2016.9.23 중환자실내 음압/일반 격리관리료 수가 신설



시행일 항목

2018.7.1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편 : 수가 인상 및 상위등급 가감률 개선

- 신생아중환자실 : 특등급(간호사당 병상수 0.5미만)신설

기본등급의 45~60% 가산

- 소아중환자실 : 특등급(간호사당 병상수 0.5미만)신설, 기본등급의 45% 가산

- 일반중환자실 : 가감률 상종은 종합병원급과 동일(직전 등급대비 가감)하여 상위

등급 개선 유도

중환자실내 격리관리료 수가 30% 인상

소아 및 일반중환자실(전담, 전문의) 수가 30%인상

2019.4.1

신생아·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에 대한 인력가산 수가 신설

: 전담전문의가 2명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1명당 병상 수에 따라 인력가산 수가 차등

( 1:10미만, 1:10~1:20, 1:20~1:30 )

2. 중환자실 적정 수가 보상 추진 경과(입원료 등)



시행일 항목

2014.8.1

단순처치 및 염증성 처치(상종 중환자실): 1일당(1일 1회)->1일 2회이내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체위변경(상종 중환자실) 

: 1일당(1일 1회)->1일 3회이내

2018.1.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중환자실내 격리실 마스크 사용_1인용 수가신설

2018.6.1 신생아 중환자실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신설(33,650원)

2. 중환자실 적정 수가 보상 추진 경과(간호처치)



3. 의료질평가 관리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의료질평가지원금
도입

지원금 규모 확대 및
의료질평가 강화

전환기 전략 수립 세부과제 수립 및
단기방안 실행

국가의료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전환

• 지원금 1,000억

• 37개 지표

• 지원금 5,000억

• 평가지표 수 확대

영역별 가중치 차등화

• 59개 지표

• 지원금 5,000억

• 영역(지표)별

가중치 조정

• 56개 지표

• 지원금 7,000억

• 59개 지표

• 전향적 평가도입->

’20년 지표 사전공개



‘20년 (중환자실)의료질평가 지표

 (중환자실) 의료질평가 영역별 목표 및 지표

영역 세부영역 목표
가중치

그룹
도입취지 비고

환자

안전
안정성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따른 환자안전 향상

상

중

•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결과

•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결과

연속 적용

신규 도입

공공성
의료이용

의 형평성
필수의료 접근성 보장 중

중환자실 운영비율

중환자실 병상 수

일반 및 정신과폐쇄 병상수

성인소아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비율 통합X 100



‘20년 의료질평가 지표_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가

대상기간
비고

중환자실

(18세 이상)

2019.5~7

(3차)

 지표2.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지표4. 중환자 진료 프로토콜(9) 구비율(기계환기 전반에 대한 프로토콜)

 지표5.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 실시 환자비율

 지표6. 표준화사망률 평가유무 : SAPS2~3, APACHE Ⅱ~Ⅲ

 지표8. 다직종 회진 일수 비율

 지표10. 감염관련 Bundle 수행여부 : 요로카테터 삽입 및 교체 시 Bundle

신생아

중환자실

2018.7~12

(1차)

 지표2. 간호사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

 지표4. 감염관리 프로토콜(5) 구비율

 지표7. 신생아 소생술 교육 이수율

 지표8. 모유수유 시행률

 지표9. 중증 신생아 퇴원 교육률



MRI ∙ 초음파
(건강보험 확대)

등재 비급여
(비급여 항목 급여화)

기준 비급여
(건강보험 기준 확대)

상
반
기

하
반
기

• 하복부,비뇨기

초음파(2월)

• 두부경부 MRI(5월)

• 응급중환자 및

수술전 초음파(7월)

• 남성생식기

초음파(8월)

• 여성생식기

초음파(12월)

• 복부, 흉부 등

MRI(10월)

상
반
기

하
반
기

• 응급실 ∙ 중환자실

- 응급/중환자 검사

- 모니터링 항목

- 처치 및 시술 항목

• 전염성질환, 

인지장애

• 주사 등 안전관리

• 뇌, 심장질환, 암, 

중증화상 등

• 응급실 ∙ 중환자실

기준 및 심사체계

개선

• 암 기준 개선

• 분만, 정신과 상당

등 기준 개선

• 뇌혈관질환

기준 개선 등

상
반
기

후
반
기

2019년 주요 보건의료정책



Ⅲ. 간호행위 및 간호수가



 간호수가의 개념

전문간호사가 대상자인 환자와 가족에게 제공된 간호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써

지불되는 관리료 또는 간호료를 말함. 간호관리료는 해당 전문간호업무 및 간호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즉 간호원가와 추가되는 이윤을 포함

 간호원가

간호사가 입원환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수행한 간호행위에 필요로 하는 비용 또는

경비, 간호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정규 간호사와 간호 조무사에 의한 인건비와

간호업무를 지원하는 제 행정비를 포함하여 감가 상각비, 업무계약의 간접비로 구성

1. 간호수가



 기본진료료 항목 내에 간호관리료와 가정간호료가 있고, 일부 간호행위에 대한

수가는 처치 및 수술료 등(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에 포함

 간호관리료가 최초 책정(’88년)

: 간호관리료는 입원료의 25%, 나머지는 의학관리료(40%), 병원관리료(35%)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 관리료 차등제 도입(‘99.11.15 )

: 병상수 대 간호사수 비율을 1등급~ 7등급으로 구분, 등급에 따라 가감률 차이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인력 수가 차등 지급 시행(’07.10월)

 성인, 소아 중환자실 차등지급(’08.7월), 성인/소아중환자실 등급기준 분리(’15.9월)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 간호등급 및 가감률 개선(‘18.7월)

1. 간호수가의 현황



중환자실 기본 입원료 구성

기관

분류

일반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

기본

등급

상대가치

점수
금액(원)

기본

등급

상대가치

점수
금액(원)

기본

등급

상대가치

점수
금액(원)

상급

종합병원
3 3,502.38 262,330 4 4,131.35 309,440 5 4,074.04 305,150

종합병원 7 1,777.74 133,150 4 2,773.27 207,720 5 3,755.24 281,270

병원 7 1,434.10 107,410 4 1,864.34 139,640 4 3,328.38 249,300

(2019년 기준)

74.9원



구성 비율(%) 의미

입원환자

의학관리료
40

회진, 질병치료 상담, 교육 등의 직접행위와 의무기
록 및 진료계획 작성 등 간접행위 포함

입원환자

병원관리료
35

비품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공간점유 사용비, 환자복, 
침구 등 세탁비용, 비품 및 시설관리비용(인건비, 전
기료, 수도료, 수리 비용 등), 시설 감가상각비 등 포
함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25

간호사의 투약, 주사, 간호, 상담 등의 비용 뿐만 아
니라 간호기록지 작성, 환자 진료보조 행위 등의 비
용 포함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고시제2000-73호 _ 입원료(입원환자간호관리료)의 소정점수에 포함

열전등, 전기요법 Heat Lamp Apply, 냉온찜질, 위생간호(담요교환, 환의교환, 소독포교환) 

Kismo Drainage- Kismo Care, 24시간 소변량 수집 및 측정, 운동신경 및 감각관찰, 구강간호

눈간호, 손발톱정리 등

입원료 소정점수 구성

1. 간호수가의 현황



적정진료를 통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인력 및

지원인력 인원수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해서 지급하는 제도

1. 정의

2. 각종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 병상수 대 간호사수 비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 병상수 대 간호사수 비

2. 간호인력 확보에 따른 수가 차등지급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 간호등급 및 가감률 개선(2018.7)

- 특등급 신설, 기본등급의 45~60% 가산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 간호등급 및 가감률 개선(2018.7)

- 특등급 신설(간호사당 병상수 0.5미만), 기본등급의 45% 가산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 입원료 기본수가 인상 및 가감률 개선(2018.7)

- 가감률 방식은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급과 동일하게 직전 등급대비 가감하여 상위 등급 개선 유도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3. 간호행위 관련수가 현황

코드 행위명 수가(원)

M0131 나. 장루처치 7,370

M0137 라.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9,250

M0141 마. 좌욕 1,610

M0143 바. 체위변경처치 7,010

M0151 사. 회음부간호 4,690

M0153 아. 통목욕간호 9,630

M0155 자. 침상목욕간호 12,960

 일반처치 및 수술 후 처치

- 1일당, 상종 ICU or 상종 1등급 간호관리료 입원시 라, 바는 3회이내로 산정가능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가정간호대상 환자에게 가정간호를 한 경우 산정

가정간호수가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47,680/45,830/44,020원) + 행위별 진료수가 + 교통비

(2019년 기준)

상종 종합 병원



내 용 수가(원)

• 신생아 모유수유 간호관리료

- 신생아입원료 또는 모자동실입원료를 산정하는 신생아에게

모유수유를 한 경우

상급종합병원 31,880

종합병원 28,080

병원 15,990

의원 15,640

• 신생아중환자실 모유수유 간호관리료(‘18.6)

-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에게 간호사가 유축된 모유를

수유하거나, 산모가 직접 모유수유 할 수 있도록 모유수유

방법을 교육하고 산모의 모유수유를 관리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산정

상급종합병원 34,290

종합병원 28,130

병원 23,140

3. 간호행위 관련수가 현황

(2019년 기준)



 뇌졸중 집중치료실

환자간호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25 : 1 이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환자간호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5 : 1 이하

 시행일 : 2017.10

수가명
금액(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148,770 127,360 -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167,610 150,520 110,390 

(2019년 기준)

4. 전담인력 관련 수가_ Sub ICU



시행시기 교육ㆍ상담료

2003.8

교육ㆍ상담료 비급여 수가신설

: 당뇨, 투석(복막, 혈액), 암환자(C00~C97, D05, D45~D47)

심장질환, 장루환자, 고혈압

2012.1 

교육ㆍ상담료(비급여) 대상질환 확대

: 고지혈증, 재생불량성빈혈, 유전선대사장애질환, 난치성뇌전증

만성신부전증

2015.12
암환자교육ㆍ상담료 급여 수가신설(22,180~42,360원)

: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수술 후

2017.2
교육ㆍ상담료 급여전환

:  심장질환(22,130원), 장루ㆍ요루(59,330원), 만성신부전(22,130~88,880원)

2017.7

암환자 교육ㆍ상담료 급여기준 확대

: 등록 암환자에 해당되는 [C00~C97, D00~D099, D320~D339, 

D370~D489] 모든 암상병으로 확대

4. 전담인력 관련 수가_ 교육ㆍ상담료



시행시기 내용 수가(원)

2014.8

• 집중영양치료료(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

: 전문의, 간호사, 약사, 영양사, 각 1인 이상씩 포함 4인 이상으

로 구성=> 집중영양치료팀당 1인 이상은 전담

상종 40,140 

종합병원 30,150

2015.9

• 회복관리료(Fee of Postanesthesia Care) 

: 상근 마통 전문의 1인 이상, 전담 RN 2인이상

상종 35,210

종합병원 32,400

병원 18,920

의원 17,960

• 외래 항암주사관리료(Fee for Management of Outpatient 

Chemotherapy)

: 외래주사실에서 항암제를 정맥내점적주입 방법으로 투여

받는 환자에 게 최소한 30분 이상 관찰한 경우 1일 1회 산정

상종 29,340

종합병원 27,000

병원 15,770

의원 14,960

4. 전담인력 관련 수가

(2019년 기준)



시행시기 내용 수가(원)

2016.9 

• 감염예방·관리료(1~2등급)

: 감염 인력 배치 수준 및 해당 인력의 역량(경력, 교육 등)여부

분기별 병상수 대 전담감염관리간호사(150 : 1~200 : 1)

상종, 종합
1등급

2,770

상종, 종합

2등급
2,250

상종, 종합

3등급
1,580

병원 1등급 3,290

병원 2등급 2,740

병원 3등급 1,920

2017.10

• 환자안전관리료

: 전담인력(5년 이상 근무 의사 or 간호사, 전문의)배치

-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 2명 이상

- 1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급: 1명 이상

- 200병상 이상 병원급: 1명 이상

상종 1,810

종합병원
100~500

2,120

종합병원
500 이상

2,010

병원 2,350

4. 전담인력 관련 수가
(2019년 기준)



4. 전담인력 관련 수가

(2019년 기준)

시행시기 내용 수가(원)

2019.5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1~3등급)

: 수술실 당 간호사 수

1등급
(3.5명 이상)

33,090

2등급

(2.5명 이상)
25,960

3등급

(1.0명 이상)
18,170

2019.5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 운영시간, 전담인력, 장비

1군

(전담전문의 1인, 

전담간호사 9인 이상)

1,260

2군

(전담간호사 5인 이상)
610

3군

(전담간호사 2인 이상)
310



 간호관리료의 공정성 결여

같은 등급 내에서는 환자의 간호 요구도에 상관없이 같은 간호관리료를 지불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수가)

 간호의 단독행위 불인정

 건강보험 행위분류상 간호행위에 대한 수가 별도 규정 없음

중환자 간호행위에 대한 지불보상 미비

 직종별 기여도 반영 미비(간호사 업무량 저평가)

 의료소비자의 간호서비스 인식 결여

 간호직원의 구분 및 역할 불명확(간호사, 간호조무사, 보조원, 운반요원 등)

5. 간호수가의 문제점



5. 간호수가의 개선방향

 간호수가의 방향 정립

기본간호는 포괄적 개념으로 간호 관리료에 포함시키고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수간호는 행위수가로 별도반영

- 다양한 형태의 독립적인 간호수가 개발

 등급상향을 위한 추가고용 비용 고려 등급별 가산율 상향조정

(‘18.7 일부 조정)

상위등급 이동시 추가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차등수가에 부족하여

상위등급으로의 유인책이 되지 못함. 



5. 간호수가의 개선방향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안) : 세분화 하여 최상위 등급 신설

등급
간호사당 병상수 기본수가

대비
가감률 수가(원) 

현행 개선안

최상위 - 0.38 미만 1.80 1등급의 1.25 472,190 

1 0.5 미만 0.38~0.5 1.44 2등급의 1.25 377,100 

2 0.5~0.63 0.5~0.63 1.15 3등급의 1.15 301,680 

3 0.63~0.77 0.63~0.77 1.00 기본등급 62,330 

4 0.77~0.88 0.77~0.88 0.75 5등급의 1.15 96,750 

5 0.88~1.00 0.88~1.00 0.85 6등급의 1.10 67,230 

•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도 간호사 1명이 2.7명 환자담당

• 0.38:1 인력비율은 간호사 1명이 2명 환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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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간호행위 상대가치 점수 개선안 제시

 주요 시행자 문제

행위정의와 업무수행 절차에 각 시술자가 수행하는 행위라는 것을 기술하고 소요시간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

=> BST, 경구투약, NEBULIZER 등 진검, 약사, 의사 수가로 분류

 1일당 수가의 상대가치 개편=> 평균 횟수와 시간 반영

: 1일 동안 필요한 총시간이 아니라 1회당 시간 반영 오류

 인건비 수준의 적절성 반영

산소흡입, 상기도 증기흡입 치료 등 CPEP(Clinical Practice Expert Panel)

산정한 인건비 총액과 세부 업무절차에 따른 인건비 총액에 상당한 차이발생

 주요 간호수가의 위험도 반영개선

: 위험도에 관한 근거있는 정보를 새로 수집, 자원기준 상대가치점수에 반영

(혈당검사(반정량)와 경구투약은 위험도 점수 0점)

5. 간호수가의 개선방향



ICU 수가 신설 요구 사례

세부분야 수가명

입원료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인상

중환자실 단시간 입실료, CCU 회복관리료(‘17.7)

간호행위

침습적 동맥혈압 측정

복와위간호-인공호흡기 적용 환자(Prone position-patient on ventilator) (‘16.7)

지속적 정정맥 혈액 여과술 교환수기료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Kit change)

고위험약물 모니터링 수가 신설

인공기도 환자의 구강간호

심부정맥혈전증 예방간호(Deep vein Thrombosis Prophylactic Therapy) 

중환자실 욕창 관리료

구강수유관리료

(원내) 중환자 이송료

감염 다제내성균 환자 퇴실 환경관리료(환경소독)

교육/상담 NICU 퇴원(집합교육), 캥거루 케어, 소아 장루, 경관 영양, 기관절개 관리 교육

기타
침습적 동맥혈압 카테터 삽입료

A-line removal 관리료



-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간호관리료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18.4~)

- 야간근무 보상확대 (야간간호관리료 수가신설)

: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수가를 신설

야간근무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19년부터 시행)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5. 간호수가의 개선방향



- 간호사 적정 처우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 지원

: 시간제 간호사 보상강화를 위해 수가기준 개선(‘19.4 시행), 야간전담 간호사의 보상강화

수가기준 개선(중반기)

-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지원 및 각종 평가지표 개선 개선

: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지원 사업(1사분기), 실습교육장비 지원 사업 실시(1분기)

인권침해 대응체계 구축여부 신설 및 올해부터 적용, 의료 질 평가 시 경력간호사(3년 이상)

비율에 따른 가중치 부여

-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주요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중

- 간호사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 추진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5. 간호수가의 개선방향



올해 중으로 야간근무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야간근무

수당 연계안 검토, 교육전담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을 계획

 야간전담간호사 :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마련(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휴식·

휴게보장, 근무선택권 보장, 최대 야간근무일수 제한 등 지침이 포함)

야간근무 수당과 연계해 지원 방안 검토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 : 국공립병원 대상 77억원 지원(국공립병원

109개소, 259명에 대해 328만원씩 지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취업규칙 변경(~7월 16일)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