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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define nursing behavior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so as to estimate 
resource-based relative value-. Method: Participating in this study were 292 nurses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The study surveyed physical and mental labor, stress and time involved in nursing work. Tool used in this study 
was a nursing labor per relative value tool. For analyzes, the relative value of each nursing behavior was 
calculated, where the mean value of the three components, labor intensity and component-by-component explanatory 
power were in percentage terms. Results: 1. Nursing behaviors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were classified and 
defined at three levels: 5 main domains, 17 mid-domains, and 42 small domains. 2. The per component 
explanatory power of intensity involved in nursing labor showed physical effort to be 32.45%, mental 32.86%, and 
stress 34.69%. 3. The reliability of nursing labor factors was very strong, Cronbach's alpha value of 0.96. 
Conclusion: In this research, which is a first in defining nursing behavior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individual nursing behavior were broken down using resource-based relative value for nursing cost, and each 
nursing behavior was successfully translated to a numeric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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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국내 병원들의 재무 구조는 수년간 해를 거듭할수록 

취약해지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에 병원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 봉착, 의료 수가의 현실

화와 병원 경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병원의 경영난을 악화시켜 결국 피해가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박명인, 2002). 어떤 형태의 의료 수가 체계이든지 의

료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의료수가가 책정되

어야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의료보험 진료수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994년 정부에서는 ‘의료보장 개혁위원

회’에서 자원기준 의료 행위 상대가치체계 개발을 한가지 대

책으로 제시하였다. 새로운 정책대안의 자원기준 의료행위 상

대가치(RBRVS)는 하버드 대학 Hasio 등이 개발하여 미국 메

디캐어 의료수가에 반영한 수가 산정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1월부터 자원기준 상대가치에 기초한 행위별수가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의료수가와 더불어 간호수가를 살펴보면 간호수가는 입원환

자인 경우에 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분

류하여(대한병원협회, 2001), 간호 관리료라는 명목으로 간호

수가가 인정되고 있으나, 그러한 간호수가마저 실제 간호원가

의 15%선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여(박정호 외, 1997) 간호

의 질조차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여기서 명시하

는 간호인력확보수준이라는 것은 일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

사와 병상수의 비율에 따른 것이어서 여기서 제외된 신생아

집중치료실과 같은 특수부서는 특히 간호의 생산성, 즉 인력

확보에 따른 질적, 양적 서비스의 증가가 무시되기 쉽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대부분 위급한 간호환경으로, 분만 즉

시 집중적인 간호를 받으며 환아의 상태에 따른 관찰과 이에 

따른 치료 및 간호수행이 즉각적으로 요구되는 곳이다. 이러

한 신생아의 생존은 조기 평가, 조기치료에 의해 가능하므로,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과 전문가의 계속적인 지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김갑수, 김희수, 감종성, 김성덕(1994)에 의하면 1989년 7월 

시행된 전 국민 의료 보험도 한 요인이 되어 특히 소아 중환

자실 입실 환자 수 및 일일 체류 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다고 한다. 중증 신생아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수는 일반병동

보다 3배 정도의 간호사 인력이 투입되었으나 관리료는 인건

비 원가 수준에도 못 미치므로 NICU의 관리료를 상향 조정

해야한다(한영자 외, 1999).

현행 집중치료실의 입원료는 투입원가와 관계없이 책정되어 

있으며, 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입원료는 종합병원에 신

생아 집중치료실의 운영을 기피하도록 하며 병원의 수입부서

로서 인식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01년 1월부터 자원기준 

상대가치에 기초한 행위별 수가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

나 상대가치에 의한 간호수가 연구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김명수, 2001; 김은경, 2000; 박정호, 송미숙, 성영희, 

조정숙, 심원희, 1998; 이태화, 2000)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대

상으로 한 수가 및 상대가치산정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간호 행위를 규

명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 간호 수가 산정을 하기위한 상대

가치를 산정하여 일반병실과 집중치료실 등의 간호행위별 간

호수가의 차이를 인식하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제공

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이루어지는 간호서비스가 의료 

수익의 원천임을 인식시키며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중심으로 간호행위 규명과 

상대가치를 산정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 간호행위에 대한 합

리적인 간호 수가체계를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은 구체적 목

적을 갖는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간호행위를 규명한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간호행위에 대한 상대가치를 산정한다.

용어정의
신생아 집중치료실 간호행위

간호행위란 간호사가 간호대상자에게 건강 및 간호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한 직접 및 간접 간호활동이다(박정호, 

황보수자, 이은숙, 1992). 본 연구에서 간호행위는 신생아 집

중치료실에서 행하여지는 직접간호행위와 간접간호행위를 말

한다.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행위별 상대가치

신생아 집중치료실 간호행위 상대가치는 상대가치 간호업무

량과 상대가치 간호비용이다.

간호업무량 상대가치는 간호 수행 시 소요되는 실제시간과 

업무량 강도에 해당되는 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 스트레스

의 3가지 요소이다(연세대학원 한국의료관리연구원, 1994).

연구 방법

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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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관심 임상간호영역 중 관심분야인 신생아집중치

료실에서 행해지는 간호행위별 간호수가산정을 위하여 간호행

위를 규명하고 각 간호 행위별 상대가치를 산정하는 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기간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행위별 업무량 상대가치는 전국적으

로 250병상 이상의 34개 교육병원 및 전문종합요양기관의 신

생아집중치료실 1년 이상 근무하는 간호사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는 2004년 9월 1일부터 2004년 11월 30일에 걸쳐 시

행하였다.

연구도구
간호업무량 상대가치 조사지

간호업무량 상대가치는 간호업무량 상대가치조사지로 ‘간호 

업무량 시간과 간호업무량 강도에 해당되는 육체적 노력, 정

신적 노력, 스트레스의 3가지 요소로 magnitude estimation방

법으로 측정하였다. 

자료수집방법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행위 조사

2004. 3. 1 - 2004. 6. 30일까지 문헌조사와 신생아집중치료

실의 직무기술서 및 의무기록지 조사와 간호현장조사를 통해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행위를 검토한 후 신생아집중치료실 경

력 3년 이상인 임상전문가, 아동간호학과 간호행정 전공 교수 

16인 및 연구자의 2회에 걸친 내용타당도 조사를 통하여 신

생아집중치료실 간호행위 42개를 규명하였다.

 신생아집중치료실의 간호행위별 간호업무량 상대가치 산정

간호업무량 상대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2004. 9.1 - 2004. 

11.30까지 전국의 250병상 이상의 교육병원 및 전문종합

요양기관의 신생아집중치료실 근무경력 1년 이상의 간호

사를 대상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 업무량의 상대점수

를 주관적 판단에 의해 기입하도록 하였다. 기준 간호행위

에 대한 간호행위 업무량의 상대점수를 육체적 노력, 정신

적 노력, 스트레스 요소에 따라 구분하여 점수로 표시하게 

하며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 소요시간을 ‘분’으로 자가보고 

하도록 하였다.

기준행위 결정은 신생아집중치료실의 규명된 간호행위 중 

간호업무량의 위치가 아래쪽 1/3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빈

도로 행해지며, 비교적 분산이 작은 간호행위를 임상전문

가(신생아집중치료실 수간호사 및 임상경력 3년 이상인 

임상전문가 12인)의 협의를 통하여 선정하였다.

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 스트레스는 상대적 수치이고 

시간은 절대적인 수치이다. 3가지 요소(육체적 노력, 정신

적 노력, 스트레스)별 상대점수와 업무량 시간은 개인적 

차이가 많으므로 최빈값으로 산정하였다.

자료분석 방법
평균값에 의한 간호 업무량 상대점수

상대가치를 점수로 환산하는 과정에 개인차가 있으므로 산

술평균에 의한 평균값이 아니라 업무량의 세가지 요소(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 스트레스) 및 시간을 평균값을 기준으로 

각 간호행위의 상대가치를 산정하였다.

간호업무량 요소별 상대가치

간호업무량의 4가지요소(시간,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별 

평균값으로 42개 간호행위별로 요소간의 평균값을 비교 분석

하였다.

신뢰도 분석

간호 업무량의 신뢰도(reliability)는 개별 문항간 신뢰도를 

보는 것으로 이는 여러 간호행위에 대해 동일한 방향으로 응

답이 나왔는지의 여부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행위규명
간호행위규명을 위한 조사는 선행연구(박정호 1988; 박정호

외 1992; 박정호 외 1998; 박정호 외 2000; 이은영 1999; 전

은경 2000; 정혜선 1992)와 미국의 죠지타운 부속병원과 콜롬

비아 병원(워싱턴시소재)에 나타난 직접간호행위와 간접간호

행위를 토대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행해지는 간호를 모두 

포함하고 2개 대학병원의 의무기록지를 비교 분석한 후 90개

의 간호행위를 추출하였다. 간호행위의 영역별 분류는 전은경

(2000)의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의 간호업무량 분석에서 분

류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규명된 간

호행위는 7개의 대분류영역, 31개의 중분류영역, 90개의 소분

류영역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행위 최종 규명
이상의 신생아 집중치료실 간호행위는 처음 분류 당시 90

개 항목이었으나 2회에 걸친 임상전문가 집단의 내용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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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행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신체적 요구

측정 및 관찰

활력증후를 측정한다
섭취량, 배설량을 측정관리한다
체중 및 신장을 측정한다
각종 모니터링을 기록, 확인한다

위생간호
눈, 구강, 피부, 재대간호를 한다
목욕을 시행한다

체온유지간호 체온조절을 위한 온,냉찜질 간호를 한다

영양간호
인공수유를 한다
위관영양을 한다

배설 및 배액 간호

기저귀교환을 한다
관장을 한다
비위관 배액 감시 및 간호를 한다
흡인배액 감시 및 간호를 한다

수술간호 수술환아 준비를 한다
피부간호 기저귀발진 간호를 한다
감염관리 감염방지를 위한 격리간호를 한다

호흡간호

흡인을 시행한다
산소요법을 시행한다
가습기 사용시 간호를 한다
인공호흡기 사용시 간호를 한다

검사 및 검사물 채취
채뇨,채변을 한다
천자시 간호를 한다

형광요법 형광요법과 관련된 간호를 한다

투약

경구투약을 한다
외용약 도포를 한다
점적 투약을 한다(눈,귀)
피하,피내주사를 한다
근육주사를 한다
정맥주사 및 유지 간호를 한다
TPN시 간호를 한다
수혈시 간호를 한다
교환수혈시 간호를 한다

교육 상담 및 교육
수유상담 및 교육을 한다
환아가족에 대한 상담을 한다
퇴원시 교육을 한다

사회심리적 지지 지지간호
학생 및 간호사교육 및 집담회에 참석한다
부모와 환아 애착 결속력을 격려한다

환자관련 정보교류
기록확인

간호관련 기록 및 확인한다
환아인수 인계를 한다
처치 및 검사시 환아를 지지한다

부서간조정 환아와 관련 문제에 관하여 의뢰 및 협의를한다
물품관리 물품 및 비품관리 물품 및 비품의 청구, 점검, 반납을 한다

를 거쳐 최종 대분류영역 5개, 중분류영역 17개, 소분류영역 

간호행위 42개의 항목으로 규명되었다. 중분류행위영역은 ‘측

정 및 관찰’이 4개, ‘위생간호’2개, ‘체온유지간호’1개, ‘영양간

호’2개, ‘배설및 배액 간호’4개, ‘수술간호’1개, ‘피부간호’1개, 

‘감염관리’1개, ‘호흡간호’4개, ‘검사물채취’2개, ‘형광요법’1개, 

‘투약’9개, ‘상담 및 교육’3개, ‘지지간호’2개, ‘기록 확인’3개, 

‘부서 간 조정’1개, ‘물품 및 비품관리’1개의 소분류 영역으로 

세분화되어 총 42개의 간호수가 산정을 위한 행위를 규명하

였다<표 1>.

또한 신생아집중치료실 기준행위는 ‘활력증후를 측정한다’로 

결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상대가치 간호업무량 조사 대상은 250병상 이상의 종합전

문요양기관 19개 병원과 종합병원 15개 병원, 총 34개 병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상대가치 간호업무량 점수를 구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각 도별로 임의로 380명을 표본 추출하였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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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 380부 조사결과 응답한 설문지 회수는 362개로서, 회수

율 95%를 나타냈다. 이중 응답한 설문지 중 50%미만 응답한 

설문과 99%이상 값을 제외한 분석대상자는 총 292명으로서 

응답한 대상자의 81%이었다. 총 조사 항목 수는 42개 간호행

위 항목이었다. 소속기관종별을 보면 신생아집중치료실을 모

두 갖춘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9개 병원, 종합병원은 15개 병

원이었다. 신생아집중치료실간호사의 현근무부서를 보면 신생

아실 및 신생아집중치료실 근무가 63.36%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경력은 신생아집중치료실경력이 모두 1년 이상인 대상자

를 설문조사하였다<표 2>.

<표 2>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인원수 백분율

기관종별
종합전문요양기관 194 63
종합병원 98 37.0

연령
26세이하 26 31.7
27세-29세이하 105 35.9
30세이상 161 32.4

직위

간호과장 1  0.34
수간호사 14  4.79
책임간호사 18  6.16
간호사 258 88.36

학력

전문대졸업 171 58.56
대학교졸업 108 36.99
대학원졸업 9  3.08
기타 4  1.37

임상경력
1년-3년 미만 81 31.1
3년-5년 미만 52 20
5년-10년 미만 129 50

신생아집중치료실
경력

1년-3년 미만 104 39.7
3년-5년 미만 58 22
5년-10년 미만 86 32.8
10년 이상 14  5.5

현근무부서

신생아집중치료실 99 33.9
신생아실 8  2.74
신생아실 및 
신생아집중치료실

185 63.36

신생아 집중치료실 간호행위별 상대가치 산출
신생아집중치료실 상대가치 간호업무량

상대가치 간호업무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규명된 신생아 집

중치료실 간호행위를 중심으로 업무량 시간은 간호행위를 수

행하는데 실제 소요되는 시간으로 연구대상자가 직접 한 환

자 당 소요되는 시간의 평균값으로 자가보고 하도록 하였다. 

환자상태의 복잡성인 질환의 심각성 및 경중도, 진단 및 치료

의 불확실성 등을 기초로 간호업무량을 ‘시간, 육체적 노력 

및 기술, 정신적 노력 및 판단력, 스트레스’ 등의 4가지 차원

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즉 간호업무량을 ‘시간’과 ‘강도

(intensity)’로 구분하고 강도를 다시 ‘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

력, 스트레스’로 구분하여 magnitude estimation방법으로 측정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전/사후 간호서비스

를 포함한 전체 서비스를 측정대상으로 292명의 신생아 집중

치료실 간호사에게 각각의 42개 간호행위를 업무량의 네 가

지 차원으로 측정하였다.

 상대가치 업무량 요소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시간)

별 평균값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행위 42개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 업

무량 점수의 개별 평균값을 분석하였다<표 3>.

 업무량 강도요소별 설명력 분석

업무량 강도의 세 가지 요소별 설명력은 육체적 32.45%, 

정신적 32.86%, 스트레스 34.69%로 전체 점수에 대하여 설명

력 정도는 비슷하게 분석되었다.

 신뢰도

간호업무량의 신뢰도(reliability)는 Cronbach's  alpha 값 0.96

으로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상대가치 간호업무량

각 행위별로 다음 수식에 대입하여 상대가치 간호업무량을 

산정하였다. 상대가치 간호업무량 점수는 평균값을 중심으로 

수가산정 수식에 대입하였다. ‘교환수혈 시 간호를 한다’가 

93.98로 최대값으로 산정되었으며 ‘기저귀 교환을 한다’가 

4.75인 최소값으로 산정되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40점 

정도이다. 시간은 간호행위별 평균값으로 자가보고 하였으며 

‘학생 및 간호사 교육 및 집담회에 참석한다’는 평균시간이 

33.76분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표 3>.

 각 간호행위의 업무량 세 가지 요소점수 합
                                         × 시간(평균값)
기준행위 업무량 세 가지 요소점수의 합(300)

논    의

본 연구는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수가 산정을 하기 위한 간

호행위를 규명하고 자원기준 상대가치를 이용하여 신생아집중

치료실 간호행위별 상대가치를 산정 하고자 하였다. 간호행위 

규명에 관한 연구는 계속되어 왔으며, 이에 관한 연구는 주로 

표준간호행위를 분류하거나, 인력산정이나 업무분석을 하기 

위한 분류, 환자 중증도를 구분하기 위한 행위 분류, 그 외에 

수가 산정을 하기 위하여 업무단위나, 장소별로 간호행위를 

분류 또는 규명하고 있다.

박정호 외(2000)의 연구에서는 한국표준 간호행위 분류에서, 

2개 종합병원의 각 병동을 중심으로 간호행위를 목록화 한 

결과, 간호행위 분류 틀은 간호과정의 단계로서, 사정-진단-수

행-평가에 따라 대분류 하였으며, 각 단계의 세부적인 간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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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신생아집중치료실상대가치업무량요소별평균값
간호행위

강도  시간
상대 가치  

간호 업무량육체적 정신적
스트

레스

시간

(분)

활력증후를 측정한다 100.00 100.00 100.00 5.20 5.20
섭취량, 배설량을 측정 관리한다 116.58 118.96 117.17 6.86 8.07
체중 및 신장을 측정한다 122.38  98.73 118.46 6.87 7.78
각종 모니터링을 기록, 확인한다 123.94 144.86 148.89 6.62 9.22
눈, 구강, 피부, 제대 간호를 한다 127.90 115.81 116.74 7.12 8.55
목욕을 시행한다 204.40 143.13 168.63 11.83 20.37
체온조절을 위한 온,냉찜질 간호를 한다 141.55 143.99 148.92 9.56 13.84
인공수유를 한다 180.60 142.71 159.83 16.97 27.33
위관영양을 한다 165.22 159.43 148.65 9.84 15.52
기저귀 교환을 한다 117.76  91.47 108.39 4.48 4.75
관장을 한다 148.02 137.50 139.76 8.15 11.56
비위관 배액 감시 및 간호를 한다 146.41 156.62 151.80 6.99 10.60
흡인 배액 감시 및 간호를 한다 179.86 184.85 183.39 8.41 15.37
수술환아 준비를 한다 233.62 239.58 266.11 18.58 45.79
기저귀 발진 간호를 한다 164.71 156.18 190.75 8.06 13.75
감염 방지를 위한 격리 간호를 한다 218.07 222.83 258.60 12.78 29.80
흡인을 시행한다 214.22 203.05 205.84 8.84 18.37
산소요법을 시행한다 171.35 197.97 183.42 8.75 16.13
가습기 사용시 간호를 한다 132.29 126.17 124.83 8.00 10.22
인공호흡기 사용시 간호를 한다 307.57 335.74 335.86 16.98 55.44
채뇨, 채변 간호를 한다 144.50 120.84 143.17 8.63 11.76
천자시 간호를 한다 174.01 165.58 180.06 12.89 22.34
형광요법과 관련된 간호를 한다 146.71 134.16 136.75 8.89 12.38
경구투약을 한다 129.81 129.71 124.91 5.67 7.27
외용약 도포를 한다 117.38 119.32 113.60 4.99 5.83
점적 투약을 한다(눈, 귀) 129.61 121.99 127.00 4.41 5.57
피하, 피내 주사를 한다 179.26 170.98 185.26 6.31 11.28
근육주사를 한다 157.52 154.57 165.38 5.38 8.56
정맥주사 및  유지 간호를 한다 240.53 235.60 263.71 11.09 27.35
TPN시 간호를 한다 201.98 200.05 207.34 11.62 23.60
수혈시 간호를 한다 243.93 256.75 279.52 15.39 40.03
교환수혈시 간호를 한다 313.84 321.05 359.46 28.17 93.38
수유상담 및 교육을 한다 196.28 216.37 216.22 16.72 35.07
환아가족에 대한 상담을 한다 181.35 226.54 240.57 14.88 32.67
퇴원시 교육을 한다 196.46 224.14 228.75 17.27 37.39
학생 및 간호사 교육 및 집담회에 참석한다 194.45 217.14 234.35 33.76 72.70
부모와 환아 애착 결속력을 격려한다 160.57 186.87 181.03 14.14 24.92
간호관련 기록 및 확인한다 190.12 217.26 223.87 14.40 31.32
환아 인수인계를 한다 205.26 245.59 248.39 16.42 38.29
처치 및 검사시 환아를 지지한다 183.91 180.88 193.76 13.40 24.95
환아와 관련 문제에 관한여 의뢰 및 협의를 한다 172.36 199.79 216.10 13.70 26.86
물품 및 비품의 청구, 점검, 반납을 한다 181.61 186.98 212.06 14.85 28.74

위는 간호영역별로 중분류 되었다. 박정호 외(1992)의 간호수

가 산정을 위한 간호행위 규명 연구에서는 간호행위에 관한 

문헌고찰과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총 128개의 간호행위를 개

발하였으며, 각 간호행위별로 수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

간호영역은 16개의 간호영역으로, Henderson의 14개 영역 외

에 투약, 측정 및 관찰, 간호관리의 3가지 영역을 추가하여 

총 16개의 영역으로 조정하였다. 조원정, 김인숙, 강임옥, 강

경화(1999)의 간호제공시간 측정을 위한 간호행위분류에서는 

직접간호행위 223개, 간접간호행위 37개로 간호사가 독자적으

로 행하는 행위는 165개로서, 간호사가 다른 의료인과 함께 

하는 협업 행위는 총 95개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업무분석

을 위한 연구나 시간측정 연구와는 달리 수가산정을 위한 행

위규명 연구로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이루어지는 간호행위

를 모두 규명한 후, 2회에 걸친 전문가 집단의 토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하여 수가 산정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행위는 삭제

하였으며, 일반병동과는 다른 집중치료실의 독특한 간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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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포함되어있다.

정혜선(1992)의 아동환자분류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표적 지표와 간호행위로서 영역을 구분하고, 대표적 지표는 

일상생활, 교육 및 정서적지지, 투약 및 수혈, 관찰 및 측정, 

검사 및 처치로 선정하고, 이에 따른 간호행위는 직접간호행

위 21개로 직접간호행위만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

간호행위와 간접간호행위 모두를 포함한 것과는 달리 직접간

호행위만을 규명하여 환자분류시에 기준행위로서 보았으며, 

교육 및 정서적 지지를 별도의 대분류 영역으로 구분하여 대

표적 지지간의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는 간호수가를 산정하기 위한 연구를 보면, 이복용

(1992)의 간호수가 산정을 위한 시간 연구에서는 간호행위분

류를 진단과 증상의 경, 중증 정도에 따라 조사하였으며, 박

정호, 송미숙(1990)의 종합병원의 입원한 환자의 간호원가 산

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로 내.외과 환자분류를 한 행위분류

로서 환자를 4단계 환자분류방법으로 분류하여 환자분류군별 

산정방법으로 시행한 연구와 행위 분류 기준이 같음을 볼 수 

있다. 윤순녕외(1999)의 가정간호수가산정을 위한 행위분류체

계 개발 연구에서는 가정간호사가 행하는 간호행위 목록을 

만들기 위해 직접간호행위를 모두 수합하여, 문헌고찰과 기록

지 분석, 전문가 모임을 통하여 개발한 결과, 163개의 간호행

위로서, 가정간호직무영역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박정호외

(1998)의 연구결과에서는 상대가치를 이용한 간호행위별 간호

원가산정 연구로서, 이전 연구에서 개발된 한국 표준의료간호

행위분류로 총 136개로 12개 영역별로 간호과정(사정/계획/수

행/평가)별로 분류하였다. 위의 연구결과를 볼 때, 본 연구와 

같이 상대가치를 이용한 간호행위라는 점에서 같다고 할 수 

있으나, 연구대상이 일반병동으로 본 연구대상자와 다르며, 

간호행위 규명 또한 표준간호행위로 규정하면서, 총체적인 간

호행위로 규명한 것과 본 연구의 신생아집중치료실의 간호행

위를 규명한 것과는 차이가 있으며, 분류 틀 기준영역도 간호

과정으로 분류하여 본 연구와는 분류영역 기준에도 다른 점

을 볼 수 있다. 김명수(2001)는 수술실 간호원가 산정에 관한 

연구에서 수술간호행위를 총 6개의 수술간호업무 영역과 25

개의 수술간호행위 요소로 구성하였으며, 이태화(2000)의 가

정간호행위업무량의 상대적 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새

로운 가정간호행위 수가체계의 기초 작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김은경외(2000)의 자원기준 상대가치를 이용하여 정신과의 간

호활동비용 산정연구, 심원희(1999)의 혈액투석실의 간호행위 

원가산정 연구, 위의 연구결과는 모두 간호행위가 이루어지는 

간호현장별로 행위를 구분한 연구들이다.

다음으로는 신생아실 및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관한 행위분

류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국내의 중증신생아실 간호업무

에 관한 연구(전은경, 2000)에서는 간호행위를 직접간호와 간

접간호로 대분류하여 직접간호행위 및 간접간호행위를 포함하

여 분류한 점과, 신생아실과 신생아 집중치료실 간호행위 분

류라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와 같다고 보여진다. 김경옥(1995)

의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질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도 간호행위를 규명하였다. 5개 간호영역에 포함하는 20개의 

표준 간호행위와 51개의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간호의 질 평

가 기준을 규명한 연구로서, 수가산정을 하기 위한 본 연구와

는 연구 목적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중

심으로 간호행위를 규명한 점에서는 동일하였다. 본 연구결과

에서는 호흡유지, 체온유지, 배설 및 배액, 투약, 영양의 영역

이 모두 소분류 영역으로서 구체적인 수가산정을 위한 간호

행위로서 규명되었으며, 영역과 기준이라는 분류영역에서도 

본 연구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영역으로 구분한 점과 차

이가 있다고 하겠다. 

위와 같이 간호행위에 대한 분류 연구에서 간호표준 행위

를 규명, 업무분석이나 인력산정을 위한 행위규명, 환자중증

도 분류를 위한 간호행위 규명, 수가산정을 하기 위한 간호행

위 규명 연구 등으로 종합하여 볼 수 있으며, 행위를 구분한 

연구 대상도 일반 병동이나 특수병동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수가 산정을 하기 위한 연구로서 신

생아 집중치료실에 국한하여, 수가 산정하기에 적합한 간호행

위만을 추출하였다. 국내외의 여러 문헌과 직무기술서 분석, 

실제 임상의 의무기록지 검토, 간호매뉴얼 등을 분석하고, 현

장관찰을 통하여, 총 42개의 간호행위로서 소분류영역으로 규

명하였다.

다음으로는 상대가치산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상대가치 도입을 보면 행위별 수가제로서 업무량, 

난이도, 및 투입비용 등 상대적인 가치의 차등화를 부여하여, 

의료행위별 수가구조의 적정화를 모색하였다. 1997년 1차 결

과와, 1999년 3차 연구가 진행되어 2001년 1월부터 정부는 

자원기준 상대치에 기초한 행위별수가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간호수가의 문제점을 보면, 현행 간호수가는 

실제의 간호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간호부서 측면에서 

보면 간호부는 병원 원가중심점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 

상대가치에 의한 수가체계 하에서도 마찬가지로서, 의사가 수

행하는 모든 의료행위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상대가치를 부

여하여 병원의 간호사가 발생시키는 간호비용을 간접비용으로 

산출하여 다른 전문영역에 대한 비용발생 근거를 세심하게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대한간호협회, 2000). 이태화(2000)

는 원가분석 시에 새로운 방법으로서 비용-효과 접근법을 강

조하고 있으며, 앞으로 비용-효과 연구를 간호실무에 적용하

는데 중요한 것은 방법론의 전개라고 하였다. 위와 같이 간호

수가 산정을 하기 위한 방법은 우리가 접하는 포괄수가제나, 

환자분류군별, 상대가치에 의한 행위별 수가제 뿐 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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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적인 분석 방법 등이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보험급여에서 제공

되는 자원기준 상대가치 방법에 따라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간호행위를 규명하고, 이를 중심으로 간호사 업무량을 상대적

인 점수로 조사하고자 하였다.

임상간호사회(2001)에서는 간호수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은 특수분야(응급간호, 수술간호, 외래간호)에서의 간

호원가 산정연구를 시행하였다. 특수 부서 간호서비스에 대한 

간호료 산정이 제외되어 특수 부서의 간호인력을 일반 병동

으로 전환, 배치할 우려와 최소한의 기준 인력을 확보하는 근

거를 갖지 못하여 특수 부서의 간호서비스가 병원의 수입부

서원으로 인식되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를 의료계에 제

시하도록 연구가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은 본 연

구도 신생아 집중치료실로서 연구의 필요성이 같다고 할 수 

있다. 특수분야별 간호행위를 규명하고, 시간을 측정하였다. 

김명수(2001)의 수술간호행위별 상대가치의 측정 및 간호수가 

산정 연구에서는 수술실의 간호행위를 규명하고, 수술간호행

위별로 상대가치를 조사하여 적정 간호수가를 산정하기 위한 

조사연구는 본 연구와 같이, 상대가치를 적용하였으나, 방법

에서 차이가 있었다. 업무량 상대가치를 조사하는데, 업무량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점수를 1점에서 100점까지로 상대적으

로 점수를 주도록 하였으며, 기본요소인 손 소독의 강도의 합

으로 나누어, 수술간호행위의 상대적 강도를 환산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최소값이나 최대

값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주관적으로 점수를 주도록 하였으며, 

기준행위는 활력증후를 측정한다고 결정하여, 100점으로 정한 

후 이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주도록 한것과는 차이가 있었

다. 이태화 외(2000)의 가정간호행위 업무량의 상대적 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로 가정간호행위별 상대가치의 도입이 필요

하다는 필요성에 의해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가정간호서비스

별 간호행위를 규명한 후 수행시간을 파악하여 가정간호행위

별로 기준간호행위에 대한 업무의 상대적 강도를 업무량, 육

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 스트레스가 가정간호행위업무량에 

미치는 상대적인 기여도를 파악하였다. 기준행위는 유치도뇨

관 삽입이 결정되었고, 이를 100점을 주고, 각 서비스 행위를 

기준행위와 비교하여 다른 행위에 상대적 점수를 부여하게 

하는 방법이었다. 본 연구에서 방법론에서 업무량 상대가치 

결정하는 방식에서 각 행위마다 기준행위의 합으로 나누어 

시간을 곱하여 업무량 상대적 가치를 결정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시간조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점적투약

을 한다’가 4.41분으로 가장 적게 소요되었고, ‘학생 및 간호

사 교육 및 집담회에 참석한다’가 33.76분으로 가장 많은 시

간이 소요되었다. 서비스 행위는 가정간호서비스로 주로 성인 

대상이므로, 본 연구대상인 신생아집중치료실의 간호행위와 

비교하기 어려웠다. 김은경 외(2000)의 정신과의 간호활동비

용 산정연구는 자원기준 상대가치를 적용한 방법이었다. 정신

과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서비스의 내용과 제공량을 조사하여 

각 행위별로 상대가치를 부여한 정신과 간호행위료를 산정하

였다. 박정호 외(1998)의 상대가치를 이용한 간호행위별 간호

원가 산정연구에서는 임상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간호행위를 모

두 규명 및 분류한 후, 이에 상대가치를 부여한 후 상대가치

를 적용하여 합리적 간호원가를 산정하였다. 업무량 상대가치

요소는 시간, 정신적 노력 및 판단력, 간호적 기술 및 육체적 

노력, 스트레스로 구분하였으며, 업무량 상대가치는 혈압측정

을 기준행위로 하고 이를 100점으로 하여 상대적 점수를 주

도록 하였다. 시간은 자가보고 하도록 하였다. 업무량 상대점

수 측정과 시간의 자가보고 방법은 본 연구의 방법과 같으며, 

기준행위도 ‘활력증후를 측정한다’의 같은 행위로 결정되었다. 

다음으로는 각 간호행위의 상대적 점수의 평균치로, 시간은 

최빈값으로 각 간호행위의 상대가치 분포를 군락화하여 3가

지 상대가치 요소의 평균값과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각가 10

개의 군락으로 분포화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시간도 

평균값으로 산정하여 각 간호행위별로 업무량 상대점수의 합

을 기준행위의 합으로 나눈 값에 시간을 곱하여 상대가치 업

무량점수를 구하였다. 그리고 간호행위별 상대가치를 산정 함

에 있어서 진료행위별 상대가치를 부여하는 방식과는 달리 

시간의 요소를 상대가치의 요소에서 제외하여 절대값으로 원

가요소에 반영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시간을 업무량에 대

한 가치로 산정 하였으나, 업무량에 영향을 주는 관련 요소인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의 상대가치를 동시에 반영하여 그

동안 수가에 반영되지 못했던 간호행위의 가치를 상대적 가

치로 환산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적용한 상

대가치 산정방식은 기존의 의료행위 산정방식과는 비용상대가

치 산정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새로 개발되는 간

호행위에도 적용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의료행위별 상대가치를 

조사하는 과정의 시간과 세가지 업무량 요소로 종합하였다.

본 연구 결과인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간호행위별 상대가치

산정과 같은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집중치료실도 성인과 소아, 

신생아 등으로 구분하여 행위를 별도로 분류하는 작업이 선

행되어야 하며, 산정된 수가와 현행 보험수가와 비교하고 누

락되어 있는 행위의 규명 및 포함된 행위를 규명하여 지속적

인 간호수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건강보험으로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으나 투

자비용과 관리비용이 무척 높은 신생아 집중치료에 필요한 

진료행위와 관련된 건강보험수가 자체가 없으므로 해서 신생

아 치료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생아 집중치료의 수

가 현실화 및 간호수가에 대한 현실적인 반영을 통하여 질적

인 간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요양급여항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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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된 간호행위 중 간접간호행위항목은 실제적으로 간호수행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업무량측정 중 정신적 노력과 스트레

스가 높은 항목으로 간접간호행위로 질적인 환자간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간호행위로서 수가 산정 시에도 고려되어야 

된다고 사료된다. 예로서 업무시간 이외에도 교육으로 인한 

초과근무시간이 많으며, 퇴원 시 각 환자마다 보호자를 대상

으로 긴 시간동안 중증신생아 퇴원 시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

며, 환아는 24시간 보호자와 격리된 상태에서 간호가 이루어

지므로 부모와의 애착력 강화는 매우 중요한 신생아집중치료

실의 간호행위로 생각된다. 그 이외에도 타부서나 다른 의료

인들과의 환아에 대한 협의나 인수인계 등의 간호는 환아의 

간호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중요한 간호행위로서 간호수가 

산정 시에 필요한 행위라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는 

앞으로 특수부서인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수가 산정연구 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간호수혜자인 신생아집중치

료실에 입원한 환아의 질적인 간호제공과 가족에 대한 지지

간호를 제공하고자 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이루어지는 수가 산정을 

위한 간호행위를 규명하며 간호행위별 상대가치를 산정하여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간호 수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5개의 대분류영역, 17개의 중분류영역, 42개 소분류영

역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행위를 분류 및 규명하였다.

간호업무량 측정을 위하여 신생아집중치료실 기준행위결

정은 최종 규명된 신생아 집중치료실 간호행위 42개의 행

위 중, ‘활력증후를 측정한다’를 기준행위로 결정하였다.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기위해, 

소속기관종별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9개 병원, 종합병원

은 15개 병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신생아집중치료실 상대가치 간호업무량 산출은 규명된 신

생아집중치료실 간호행위를 중심으로 실제 소요되는 시간

은 연구대상자가 직접 한 환자 당 소요되는 평균값으로 

자가보고 하도록 하였다. 간호업무량은 292명의 신생아집

중치료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각각의 42개 간호행위를 업

무량의 네 가지 차원으로 측정하였다. 상대가치 업무량강

도 요소별(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시간) 평균값은 신생

아집중치료실 간호행위 42개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 업무

량 점수의 개별 평균값을 분석하였다.

제언
기관종별로 자원기준상대가치 방법을 이용하여 신생아 집

중치료실의 기관종별 간호수가의 차이에 관한 연구를 시

행한다.

신생아집중치료실 뿐 만 아니라,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서 및 분야를 중심으로 간호 행위의 규명에 따른 

자원기준 상대가치 방법을 이용한 연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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