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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이 연구는 신축 종합병원 중심으로 신속한 물류관리와 인건비 절감 및 단

순 노동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는 자동반송설비

중 자주대차를 도입 운용중인 3개 병원의 투입 비용과 설비 투자 결과로 산

출된 편익 추계를 통해 비용·편익 결정지표와 민감도 분석을 이용하여 경

제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산출된 직, 간접비용과 편익부분의 각 요소들은

한국은행에서 제시하는 공정 할인율 5%를 적용하여 설비의 내용년수 18년

간의 발생 금액으로 산출한 후 현재가치화하여 각각 비용부문과 편익부문으

로 합계하였다. 순현재가치(NPV)와 편익- 비용비(B/ C ratio)를 사용하였고,

민감도 분석에서는 할인율을 3%, 7%를 적용하였으며 편익부분에서는 예상

절감 보조원 인건비를 계약직인 아닌 자주대차를 미도입한 한 종합병원의

정규직 보조원 평균 임금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주대차 내용년수(18년) 동안 발생

되는 비용의 합은 A병원 4,005,734천원, B병원 4,538,308천원, C병원

6,986,477천원이었으며 각각의 편익 합은 7,143,552천원, 7,638,460천원,

3,647,489천원이었다. 순현재가치와 편익- 비용비를 산출한 결과는 A병원은

3,137,818천원, 1.78이었고 B병원과 C병원은 각각 3,100,152천원, 1.68,

- 3,338,987천원, 0.52였다. 민감도 분석에서는 3%, 7%의 할인율을 적용한 결

과, 편익- 비용비는 A병원은 1.96, 1.63, B병원은 1.84, 1.54, C병원은 0.56,

0.48이었다. 인건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에서는 3%, 5%, 7%의 할인율

을 적용한 결과, A병원은 2.54, 2.31, 2.10을 B병원과 C병원은 각각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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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2.00과 0.73, 0.67, 0.63이었다. 평가지표의 최저, 최고치의 상황을 전제

로 편익- 비용비를 분석한 결과, A병원은 1.63, 2.54이었고 B병원과 C병원은

각각 1.54, 2.38과 0.48, 0.73이었다. 끝으로 연구대상 병원 중 경제성이 상대

적으로 낮게 평가된 C병원만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차트와 방사선 필름의 물

동량 발생 환경을 다른 연구대상 병원들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순현재가치

와 편익- 비용비를 산출한 결과, - 473,103천원, 0.93이었으며 3%과 7%로 할

인율을 달리 적용한 민감도 분석에서는 55,658천원, 1.01, - 988,840천원, 0.86

로서 경제성이 향상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A, B, C 3개 병원의 자주대차 도입에 따른 비용- 편익분

석한 결과, A , B병원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었으나, C병원은 경제적 타당성

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구대상 병원들 중 C병원의 자주대차 도

입규모가 약 2배에 이르고 이에 따른 초기투자비 및 유지관리비 증가가 필

연적으로 수반되었으나, 물동량 면에서는 A , B병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감

소한 결과로 생각된다. 병원 규모와 물류 및 직원 동선 계획, 병원 물동량

변화 예측을 통한 적정 수의 자주대차 스테이션 배치가 된다면 임시반송물

품 운송을 담당하는 자주대차의 경제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

나, 향후 병원 물류와 관련한 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성 평가에서는 유보적

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는 없다. 앞으로 경제성 평가에 적절한 할인율 추계,

향후 전산화 진전에 따른 병원 물동량 변화 예측 등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

되는 동시에 연구대상에서도 현재 국내에는 자주대차 도입 전·후를 비용-

편익분석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병원이 없으므로 향후 기존병원 개·보

수를 통해 자주대차를 비롯한 자동반송설비를 도입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비

용- 편익분석을 한다면 보다 신뢰성이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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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연 구 배 경 및 목적

최근 신증축되는 국내병원의 추세는 건물 규모의 대형화, 기능별 특화를

통한 진료의 전문화,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고가의 자동화 장비 도입 등

으로 병원의 구조 및 기능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병원 건물의 내

부는 환자와 직원의 동선, 기계적인 동선들이 혼재되어 기존 물류체계는 한

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병원의 물류는 일반제조업과 달리 다양한 종류

의 물품이 저장, 사용, 폐기된다. 또한 기구, 용기, 직물 등 일부 물품은 사

용후 세탁, 소독하여 재사용된다. 결국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물류의 흐름

을 단순화하는 동시에 물류 체계의 일원화라는 대원칙 하에 운영체계의 개

선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최근 신증축을 계획하는 병원들을 중심으로 건축 설계과정에서

중앙화된 물류 관련 부서 주변에 반입, 검수, 저장, 분배, 불출, 수거 및 수

리 등 재생업무까지 통합된 공간 내에 배치하고 이곳에서 물류에 관련된 일

체의 인력, 자동반송설비, 주문의 처리업무를 계획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속에서 건물의 신증축을 계획 내지 추진하고 있는 병

원 중 대부분이 신속한 물류관리와 인건비 절감 및 단순 노동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반송설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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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동반송설비 도입의 필요성에는 쉽게 공감하면서도 막상 도입을

위한 의사결정단계에 진입하면 의사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의 자동반송설비 투자의 결정요인으로 정확성 유지,

원가절감, 신속성, 편리성 등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그러나 당초 계획

과 달리 잦은 고장과 정보화의 진전으로 반송수단이 효과적으로 이용되지

못해 투자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새롭게 자동반송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병원들의 보다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최근 신축 병원들을 중심으로 대부분 도입을 하였거나, 신증축을 계획하

는 병원들이 건축설계 상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동반송설비 중 하나인 자주

대차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되나 이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는 거의 없는 상태로 이에 이 연구에서는 90년대 이후 개원한 종합병원

(700병상 이상)에 도입 운영중인 자주대차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하고자 한

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첫째, 설비 도입을 위해 투입된 비용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편익의 요소

를 구명하여 금액으로 추계한다.

둘째, 비용편익 결정지표와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투자의 경제성을 평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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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 론적 배경

가. 비용- 편익분석(Cost - Benefit Analysis ) 정의 및 기존 연구사례

오늘날 비용- 효과분석, 비용- 편익분석,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등 경제

학적 기법을 의료에 적용하는 예가 보편화 되었다.(유승흠, 1994)

비용- 편익분석은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과 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얻어지

는 편익항목을 금전적 단위로 계량화하고 할인율(Discount Rate)을 적용하

여 현재가치(Present Value)로 환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평가지표인 순현

재가치(Net Present Value) 및 편익- 비용비(Benefit - Cost Ratio)를 구하여

경제성을 분석하는 한편 미래의 다양한 변동상황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가를 분석하는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 sis )을 실시하여 가장 올

바른 대안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비용- 편익분석은 평가대상의 비용과 편익 모두를 화폐단위로 표시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비용- 편익분석은 보건의료부문에서 특히, 질병의 예방을 위한 사업의 평

가에서 그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예방사업이

그 예산 규모가 방대하고 또한 국가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이 사

업의 경제성 검토가 중요하기 때문이다.(양봉민, 1985)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특정 사업 실시에 따른 경제성 평가를 위한 방법으

로 비용- 편익분석 방법을 적용한 사례들을 살펴 볼 수 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 실시에 따른 비용- 편익분석을 하였으며(김창엽,

김선민, 황나미, 1999), 서울시 특정지역 노인정 노인들에 대한 보건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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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실시에 따른 비용- 편익분석을 하였고(강영수, 1988), 전 국민의료보험 실

시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소비자 측면의 잉여추정모델 개발을 통하여 경제

적 가치를 분석하였다.(김한중, 이해종, 1989) 또한 병원의 처방전달시스템의

경제성을 검토하고자 원격진료 시스템의 경제성 분석을 비용- 편익분석 방

법으로 비용 효과를 분석하였다.(채영문, 이해종 등, 1991)

나. 비용- 편익분석의 주요 논쟁

비용- 편익분석에서 통상 사용되는 할인율을 어느 수준으로 잡아야 하느냐

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눌 수 있는데 할인율을 비교적 낮게 잡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

는 반대로 할인율을 높게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김동건, 1997)

1936년에 제정된 미국의 홍수방지법(T he Federal Flood Control Act )에

편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에 상관없이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원칙 이라는 말이 명기됨으로써 공공투자 결정이 갖는 사회적인 성격을 명

확히 나타나게 된 후 비용- 편익분석은 주로 후생경제학적 측면에서 공공투

자 기준을 정립하는데 필요한 경제성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 적용되었다.(양

봉민, 1999) 이런 배경에서 공공사업이 창출하는 여러 가지 외부효과를 반

영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할인율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공사업의 평가를 민간사업에 비해 무작정 우대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불합리하므로 자원이 공공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민간

사업에 사용되었을 때 획득할 수 있는 수익률을 공공사업의 할인율로 한다

는 의견이 대립되게 되었다.(김동건,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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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높은 할인율은 편익이 단기간에 걸쳐 집약적으로 발생하는 단기투

자에 유리하고, 낮은 할인율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장기투자에 유리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사업 실시에 따른 비용- 편익분석시 할인율 수준의 결정

에 따라 평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적정 할인율에 대한 어느 의견이 더 옳은지 명확히 판단을 내리기

가 용이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주관

적인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다. 자동반송방식과 인력반송방식 비교 연구사례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신증축 병원의 배치계획은 주어진 대지에 가능한 배

치방향을 도출하고 병원의 성격에 알맞는 층별 계획의 개념을 수립하는 과

정을 의미한다.(이신호, 1989) 최근 신증축된 국내병원(700 병상 이상) 경우

는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저층부(Base)는 대개 외래를

배치하고 고층부(T ow er )는 병동을 배치하는 Base & T ower 형태를 채택하

는 예가 늘고 있다. 이는 각 병원들이 저층에서 고층으로의 물품 이동을 효

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할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병원에서의 물품반송방안에 대한 연구로는 미국의 병원관리자인 Gorden

A . Friesen에 의해 정립되어졌다. 그는 물품반송방안을 합리화함으로써 병

원에 종사하는 전문직들이 전문화된 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상

적이며 단순한 일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결국 직원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에서는 그의 영향으로 인해 병원 운영인력

의 생산성 향상 및 인원 감소를 위한 자구책으로 자동화방식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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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하드웨어의 급격한 발전과 물품의 반송방안에 대한 요구 사

항이 점차 고도로 정밀하게 되어 물품반송방안의 자동화와 수동화는 지속적

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영국의 건축가인 Paul James (1974)는 전통적

인 물품반송방안인 수동방식이 현대 병원에 적합하지 않게 된 3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로 병원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는 경향과 둘

째, 각 부문간의 늘어나는 이동 물품량, 마지막으로 병원에 근무하게 되는

단순 노동자의 수급의 어려움과 임금 상승을 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 있어 자동반송설비 도입으로 인한 이점으로 제기되는

사항들은 인건비 지출의 감소, 공간의 감소, 물품관리의 용이성 등이 있다.

넓게는 건물 수명동안 소요되는 총비용을 고려할 때 자동반송설비 도입에

따른 비용의 절약은 높은 초기투자비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반대로 자동화 방식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설비공간의 추가 확

보, 고도로 숙련된 전문인력과 설비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 등 자동반송설

비 도입에 회의적인 시각 역시 만만치 않다.

E . A Schachinger (1978)는 역사적으로 볼 때 반송방식에 대한 각종 연구

들을 전면적인 자동화 방식이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에서부터 전면적인 수동

화에 대한 주장 이르기까지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 이에 대한

해답은 양극단사이의 중간에 위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이신호, 1989)

현재 반송방식의 기술 수준과 투자 비용에 기초하여 병원의 규모별로 자

동반송설비 도입에 따른 상대적 타당성을 연구한 결과를 인용해 본다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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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병상별 자동반송설비 도입 실현 가능성 비교

병상수 수동 반자동 자동

75 - 125 A C D

126 - 175 B B C

176 - 250 B A C

251 - 300 B B B

301 - 400 C B A

401 - 500 C B A

501 - 600 D C A

601 - 750 D C A

751 이상 D C A

자료 : 이신호. 종합병원의 형태결정요인 및 기본형태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

교 대학원, 1989 pp .209- 210

A : 반드시 고려해야 함

B : 통상적으로 고려해 볼 가치가 있음

C : 경우에 따라 고려해 볼 가치가 있음

D : 실현가능성은 있지만 좀처럼 적용하기가 힘듬

<표 1>에서 제시된 것처럼 특히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는 규모의 대형

화, 증가하는 부문간의 물품 이동, 단순노동자의 구인의 어려움과 결과적인

임금의 상승 등의 요인들의 대두로 자동반송설비가 등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카트 크

기의 물품들을 자동반송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던 사실을 상기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병원에서 물품반송방식의 자동화 문제는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기가 곤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동반송설비 도입과 관련한

어떠한 결론도 병원의 규모 및 외형 뿐만 아니라 활용가능한 기술의 수준,

유지보수능력의 수준, 신속성, 초기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능력 등과 같은 병

원의 환경적 상황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이신호,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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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 병원 자동반송설비 종류

① 기송관(Pneumatic T ube)

반송물을 기송자에 넣고 공기의 힘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반송하는 설

비로 응급을 요하는 물품반송에 가장 적절하며 유지관리비는 타 설비에 비

해 저렴하다. 건축적 제한성이 작아 기존 건물이나 구조물에 설치가 용이하

다.

② 자주대차(Auto T rack)

반송물을 수납하는 컨테이너가 천정에 설치된 주행레일 위를 이동하여

목적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설비로 물품을 연속적으로 운송 가능하며 설

치시 현대화된 반송설비 도입의 시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송대상은

정시반송품이 아닌 임시반송되는 물품으로 한다.

③ 무인차(AGV : Automated Guided Vehicle)

사전 설정된 반송로를 통해 지정 위치로 대형물품이 탑재된 카트를 보내

는 반송설비이다. 일반 복도를 이용해 물품을 공급할 수 있어 건축적 제한

요소(예 : 수직 샤프트)를 타 설비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도입에 있어

유연성과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④ 컨베이어 벨트(Conveyor Belt )

건물내에 전용운송통로(수직, 수평)를 확보한 후 전자동 제어하에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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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용기 안에 넣은 후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정확하게 반송하는 설비로 최

소한의 재고량과 최적의 관리시스템에 의해서만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

다.

⑤ 덤웨이터(Dumb - Waiter )

손쉬운 물품운반과 중·소형 물품의 수직 운송에 쓰이는 설비이다. 수직

운반구조방식으로 운행되므로 물품운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특히 2지점간의 특정 물품(예 : 약국의 수직 분산 운영시 약국간)을 반송할

경우에 유용한 설비이다.

⑥ 웨건 시스템(Wagon System )

건물내 전용운송통로(수직)를 확보한 후 자동제어하에 100 ∼ 200㎏의

물품을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설비이며 다량의 물품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설

비이다. 설비의 단순 안정화로 신뢰도가 높으나 별도의 설비층이 필요해 건

축비 상승요인을 가지며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위에 열거한 주요 자동반송설비 중 현재 신축 병원(계획중인 병원을 포

함)을 포함한 국내 병원에서 도입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설비들의 제원을

살펴보고자 한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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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자동반송설비 제원

항목
기송관

(Pneumatic Tube)

자주대차

(Auto Track)

컨베이어 벨트

(Conveyor Belt )

웨건

(Wagon)

주

요

사

양

수직운송방식 Tube Track Chain lifter 전용 Elevator

수직운송로 가변수직 가변수직 고정수직 고정수직

수평운송방식 Tube Track Conveyor Belt Conveyor Belt

수평운송로 천정속 천정속 천정속 바닥전용통로

운송중량 0.2∼4kg 5∼25kg 5∼40kg 100∼200kg

운송부피 0.5∼5lit . 12∼70lit . 15∼150lit . 500∼1,000lit .

운송물크기 소형 중형 중형 대형

평균운송속도 360m/ min 30m/ min 20m/ min 17m/ min

제어방식 Computer Computer Computer Magnet

주

요

특

징

설비투자비 적음 많음 중간 아주 많음

스테이션 가격 10,000∼20,000천원 50,000∼75,000천원 30,000∼100,000천원 50,000∼150,000천원

사용편리성 가장편리 편리 불편 불편

반송용량 적음 중간 중간 많음

반송속도 아주빠름 중간 중간 느림

증설/이설 가장편리 편리 불가 불가

유지보수성 가장편리 편리 불편 불편

최신기술성 중간 최신 구식 최신

건축적 제한 적음 중간 큼 아주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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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투자 규모별 자동반송설비 분류

자동반송설비는 투자효율과 경제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건축계획 및 장래 기술발전 상황을 고려하고

병원 업무환경 및 물동량의 변화 추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설비 도입

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3>은 반송대상에 따라 병원에서 도입을

고려할 수 있는 설비를 예시한 것이다. <그림 1>에서는 단순히 저투자와

고투자의 구분에 따른 상대적인 비교 평가결과 임을 전제로 할 때 저투자

부문에 명시된 엘리베이터는 병원 건축시 필수적으로 고려되고 시공되는 건

축적 의무사항이므로 별도 계획에 의해 도입되는 자동반송설비와는 개념적

인 차이가 있다.

표 3. 투자비 대비 자동반송설비

반 송 대 상 저 투 자 고 투 자

의무기록차트 기송관 및 엘리베이터 자주대차

방사선 필름 ″ 자주대차

검 체 ″ 자주대차

약 제
병동 - 카트, 엘리베이터

기타 - 기송관, 덤웨이터
자주대차

재료 및 린넨 카트, 엘리베이터 웨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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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물품별 자동반송설비 운송영역

대형물품 중소형물품 의료정보류

식 사

린 넨

폐 기 물

약 제

진료재료

소독물품

약 제

진료재료

소독물품

검 체

혈 액

긴급물품

의무기록차트

X - ray film

각종서류

처방전

전표류

A

B

C

D

E

대형물품 자동반송설비 중소형물품 자동반송설비 소형물품 자동반송설비

A B C D E

1) 웨건

2) 무인차

3) Conv ey or Belt

1) 자주대차

2) Linear
M ot or

1) 덤웨이터

2) Box C/ V
기송관 Conv ey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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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연 구 방 법

1. 연 구대 상 및 기간

90년대 들어 신축 종합병원 중심으로 자주대차를 설치한 병원이 16곳에

이르고 있다. 이중 연구대상 병원군은 전체 부서간 임시반송물을 자주대차

로 단일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공급부서를 포함한 전체 부서(병동 및 외래

포함)에 자주대차 스테이션을 설치한 개원연도가 동일한 병원을 조사대상

병원으로 선정하였다. 자동반송설비 중 자주대차를 경제성 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우선 자주대차가 임시반송을 전담하는 설비로 병원내 물품의

흐름으로 인해 빈번하게 움직이는 유동인원(직원)의 수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며, 이미 국내 병원들에서 운영되는 설비인 관계로 현황 조사를 통한 객

관적인 평가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연구와 관련된 자료는 해당병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현장

방문조사와 자동반송설비 시공업체를 통해 획득하였다.

표 4. 연구대상 병원 비교

병원 개원연도 병상수
1999년도 월평균 환자수

입원환자 외래환자

A 1994 905 2,626 57,263

B 1994 735 1,707 32,745

C 1994 1,306 4,057 8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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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대상 병원 자주대차 구축 및 운영 현황

병원 스테이션수 대차수량 운행건수 (일)
스테이션당

운행건수
대차당 운행건수

A 38 60 1,800 47.4 30.0

B 44 82 3,200 72.7 39.0

C 81 197 9,500 117.3 48.2

2 . 비 용 및 편익 의 요 소 정 의

가. 비용

연구의 해당 사업에 투자된 비용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분하였다.

직접비용으로는 자주대차 설치를 위한 초기투자비(재료비, 엔지니어링 및

시공비, 공과제비)를 고려하였고, 간접비용으로는 설비전담인건비, 전력비,

자재비 등을 추계하였다. 직접비용에는 직접적인 초기투자비이외에도 자동

반송설비 설치를 위한 건축적인 고려사항(예 : 일부 층고 확보, 추가 마감재

등)을 비용 환산해야 하나, 정시반송을 위한 대형반송설비인 웨건, 컨베이어

벨트 등과는 달리 임시반송을 대상으로 한 자주대차인 경우 통상적인 설비

공간 내에 시공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건축 비용 환산을 고려치 않았다.

나. 편익

편익 산출은 임시반송물품 처리라는 자주대차의 설비적 특징을 감안한 연

구대상 병원의 주요 임시반송물품인 의무기록차트, 비정규 처방약, 방사선

필름의 병원별 물동량(1개월) 파악하여 반송업무를 인력으로 대체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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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예측되는 인력을 자주대차 도입에 따른 인력 절감분으로 산출하였다.

표 6. 자주대차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 요소

비용

편익직접비용

(초기투자비)

간접비용

(유지관리비)

설비투자비

건물 층고

설비전담인건비

전 력 비

자 재 비

연구대상 병원들의 주요 임시반송물품

인력 반송시 소요 인력수 추정

3 . 비 용 - 편 익의 산출

가. 비용

직접비용인 설비 투자비는 1994년 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한 법인세법 시

행규칙에서 정한 고정자산 내용년수를 기준으로 업체에서 제시한 자주대차

내용년수를 고려한 설비 투자비(설비, 엔지니어링 및 시공비, 공과제비 포

함)를 현재가치로 산출하였으며, 간접비용인 유지관리비(설비전담인건비, 전

력비, 자재비)는 99년 기준으로 투자년부터 현재까지는 할인율을 적용하고,

내용년수를 고려한 미래가치에 대한 상승률을 적용하여 연평균 유지비의 현

재가치를 측정하였다. 단, 설비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은 추가적인 별도 비용

처리를 하지 않았다. 도입에 따른 취득비용을 비용으로 일시에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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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n/ (1+r )- n

IC : 초기투자비

r : 한국은행 공정할인율(5%)

n : 할인기간(자주대차 내용년수)

그리고 연구대상 병원들의 병상수가 서로 다른 관계로 3개 병원의 905,

735, 1306병상의 평균 병상수인 980병상으로 조정하여 현재가치로 비용 산

출하였다.

▶ 설비전담인건비 = 99년도 병원별 자주대차 운영요원 지급 인건비(연봉)

▶ 전력비 = 병원별 설치 정류기수 × 정류기 개당 소비전력(㎾) × 시간당

사용전력 전기료(원) × 24 H × 365일 × 병원별 설비가동율

(%)

▶ 자재비 = 99년도 병원별 자주대차 관련 자재 실구입비

YMC/ (1+r )n - 6

YMC : 99년 1년간 유지관리비

r : 한국은행 공정할인율(5%)

6 : 화폐단위 기준 년차( 99년)

n : 할인기간(자주대차의 내용년수 :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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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편익

병원내 임시반송(예 : 차트, 검체, 필름, 약제 등)을 전담하는 인력을 외래

및 병동 소속의 보조원이 업무 주체라는 가정하에 자주대차가 담당하는 대

표적인 임시반송물품인 의무기록차트, 비정규 처방약, 방사선 필름의 병원별

물동량(1개월) 파악하여 반송업무를 인력으로 대체하였을 때 발생 예측되는

인력을 자주대차 도입에 따른 인력 절감분으로 산출하였다.

향후 병원 보조원 인력은 계약직에 의한 수급을 전제로 연구대상 병원별

계약직 체결 보조원 임금을 인건비로 산정하여 편익분을 산출하였다.

(인력절감분×일인당 인건비)/ (1+r )n - 6

r : 한국은행 공정할인율(5%)

6 : 화폐단위 기준 년차( 99년)

n : 할인기간(자주대차의 내용년수 : 18년)

4 . 비 용 - 편 익분 석의 결정 지표 산출

이 연구에서는 비용- 편익분석의 결정지표로는 자주대차의 내용년수 18년

간 발생되는 비용과 편익의 각 합을 기존의 연구결과(Drummond, 1997)와

한국은행 공정할인율을 고려한 5%로 적용하고, 순현재가치와 편익- 비용비

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에 근거에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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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현재가치 = (Bn - Cn )/ (1+r )n

편익- 비용비 = Bn/ (1+r )n/ Cn/ (1+r )n

Bn = n년의 연간 총 편익분

Cn = n년의 연간 총 비용분

r = 한국은행 공정할인율(5%)

5 . 민 감도 분석

이 연구에서는 적용된 가정이나 가치평가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우선 시간의 투자가치인 할인율의 변화를 가정하여 3%와 7%로 할인율을

달리 적용하여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였고, 또한 편익으로 발생된 절감 인건

비 부문에서도 향후 병원별 보조원 인력 수급을 계약직을 전제로 임금으로

적용하여 편익 산출을 하였으나, 연구 대상 병원의 보조원의 경우, 아직 대

부분이 정규직 임을 감안하여 자주대차를 미도입한 한 종합병원의 정규직

보조원의 평균 임금을 근거로 민감도를 분석하여 각각의 순현재가치와 편익

- 비용비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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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연 구의 틀

종합병원 자동반송설비

설치 현황 조사

연구대상 병원군 선정

비 용 편 익

직접비용 간접비용

병원별 임시반송물품 물동량

조사를 통한 반송량 인력 처리시

소요 인력 평가

제조업체

자료의뢰
연구 자료 분석

대상병원

방문조사

비용- 편익 화폐단위 계량화

분석지표 (순현재가치, 편익- 비용비)

민감도 분석

3개 병원 자주대차 경제성 평가

그림 2.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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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 구 결 과

1. 비 용 - 편 익분 석

가. 비용 산출 결과

발생한 모든 비용(직접 및 간접비용)은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 산출하였으

며 연구대상 병원별 고유 병상수는 980병상 조정하여 초기투자비를 산출한

결과 A병원 2,736,461천원, B병원 2,922,316천원, C병원 3,939,709천원이었

다.<표 7>

표 7. 직접비용(초기투자비) 산출자료

(단위 : 천원)

병원 초기투자비 현재가치
980병상 조정시

현재가치

A 1,980,000 2,527,038 2,736,461

B 1,717,283 2,191,737 2,922,316

C 4,113,720 5,250,265 3,939,709

또한 자주대차 내용년수(18년) 동안 설비 운영을 위한 간접비용을 연구대

상 병원별 설비전담인건비, 전력비, 자재비 합산을 한 후 이를 980병상으로

조정하여 산출한 결과 A병원 1,269,274천원, B병원 1,615,992천원, C병원

3,046,768천원이었다. 전력비 산정시 필요한 설비가동율은 업체에서 연구대

상 병원별로 제시한 자주대차 전체 운행횟수 기준 자료를 근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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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간접비용(설비전담인건비, 전력비, 자재비) 산출자료

(단위 : 천원)

병원 99년 일년 유지비 총기간 유지비 현재가치
980병상 조정시

현재가치

A 74,824 1,172,136 1,269,274

B 77,369 1,211,994 1,615,992

C 259,192 4,060,285 3,046,768

나. 편익 산출 결과

편익을 산출하기 위해 연구대상 병원들의 주요 임시반송물품 1개월 물동

량을 조사한 후 이를 인력에 의해 처리하였을 때 필요 예상되는 보조원 인

력수 추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식을 적용하여 자주대차 도입으로 인한 보조

원 인력 절감분을 측정하였다.

▶ 절감 인원 = 월평균 물동량÷근무일수÷업무량÷근무시간(60분÷8시간)

표 9. 업무량 산출 단위 및 근무일수

업무 항목 산출식 근무일수

의무

기록

차트

외래예약차트 500권 × 50분 24일

외래당일차트 10권 × 20분 24일

입원차트 10분 30일

약품 비정규처방약 (입원) 3EA × 10분 30일

필름

외래예약 100권 × 50분 24일

외래당일 5분 24일

병동 10분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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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인력으로 연구대상 병원들에서 발생되는 임시반송 물동량 1회 처

리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과 반송량은 3개 병원 중 1개 병원의 평균 반송업

무 처리량 조사자료를 근거로 나머지 2개 병원의 물동량에 단순 적용하였

다. 그 결과 자주대차 도입으로 인한 보조원 인력 절감분은 A병원 38명, B

병원 33명, C병원 28명으로 측정되었다.

통상적으로 병상규모에 따라 임시반송물품의 물동량이 증가하는 것이 상

례이지만 연구대상 병원중 병상규모가 가장 큰 C병원이 보조원 인력 절감

분이 적게 평가된 이유는 병동진료용 의무기록차트와 방사선 필름 물동량이

각각 광(光)파일과 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 stem )

를 통한 이미지 전송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표 10. 의무기록차트 대출현황(1개월간)

(단위 : 건)

병원
외래진료용

병동진료용 합계
예약 당일

입원

차트

A - 2,640 900 3,540

B 1,750 750 2,201 4,701

C 2,644 504 371) 3,185

외래

차트

A 54,000 18,000 1,950 73,950

B 27,500 8,750 2,200 38,450

C 83,860 16,993 4,453 105,306

주 1) C병원의 병동진료용 차트는 직접적인 차트 대출이 아닌 광(光) F ile를 통한

검색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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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의무기록차트 반송업무 인력 대체시 소요인력 추정

(단위 : 명)

병원 외래예약차트 외래당일차트 입원차트 합계

A - 3.6 2.0 5.6

B 0.3 1.7 3.1 5.1

C 0.8 3.0 3.1 6.9

표 12. 비정규 처방약(경구 및 주사제) 공급현황(1개월간)

(단위 : 건)

병원
병동

응급실 합계
응급 추가 퇴원약

A 44,664 - 2,226 11,018 57,908

B 64,263 3,624 12,473 80,360

C 45,178 19,595 4,378 14,634 83,785

표 13. 비정규 처방약(경구 및 주사제) 반송업무 인력 대체시 소요인력 추정

(단위 : 명)

병원 비정규 처방약 (경구 및 주사제)

A 13.4

B 18.6

C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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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방사선 필림 대출 현황(1개월간)

(단위 : 건)

병원
외래

병동 합계
예약 당일

A 15,800 3,950 14,875 34,625

B 10,000 2,500 7,500 20,000

C 1,680 3501 ) 1,480 3,510

주 1) C병원의 필름 대출량이 현격히 떨어지는 원인은 PA CS 도입으로 인한 것임.

표 15. 방사선 필름 반송업무 인력 대체시 소요인력 추정

(단위 : 명)

병원 외래예약 외래당일 병동 합계

A 0.7 1.7 16.3 18.7

B 0.4 1.1 8.2 9.7

C 0.1 0.2 1.6 1.9

연구대상 병원중 보조원 일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2개 병원이 동일한

인력 송출 업체와 계약한 점을 감안하여 용역비 산출내역서(여자 보조원 초

임)를 근거로 각 병원 계약 직원의 연평균 인건비를 산출하였더니 일인당

평균 인건비는 11,082천원이었으며, 이 인건비를 자주대차 내용년수와 같은

18년 동안을 980병상으로 조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편익 산출은 <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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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편익 산출자료

(단위 : 천원)

병원 인력 절감분 연평균 인건비 18년 절감 인건비
980병상 조정시

현재가치

A 38 11,082 6,596,851 7,143,552

B 33 11,082 5,728,845, 7,638,460

C 28 11,082 4,860,838 3,647,489

2 . 순 현재 가치 및 편 익 - 비 용비 산출

연구대상 병원들의 자주대차 도입에 따른 경제성 평가 결과 A병원, B병

원은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고 편익- 비용비가 1보다 커서 경제성이 있었으

나, C병원은 순현재가치가 0보다 작고 편익- 비용비가 1보다 적어서 경제성

이 없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가 나왔다.<표 17>

표 17. 순현재가치 및 편익- 비용비 산출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A B C

편익합계 7,143,552 7,638,460 3,647,489

비용합계 4,005,734 4,538,308 6,986,477

순현재가치 3,137,818 3,100,152 - 3,338,988

편익/ 비용비 1.78 1.68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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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민 감도 분석

이 연구에서는 민감도 분석을 통해 적용된 가정이나 가치평가의 불확실성

을 고려하기 위하여 시간의 투자가치인 할인율의 변화를 가정하여 3%, 7%

로 할인율을 달리 적용하여 민감도 분석을 한 결과, A병원은 1.96, 1.63으로

5% 적용의 1.78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B병원 역시 1.84, 1.54로 5%

적용의 1.68과 큰 차이가 없었다. C병원의 경우는 0.56, 0.48으로 5% 적용의

0.52와 마찬가지로 1보다 적은 값을 보여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에서도 자주대차 도입에 따른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표 18>

표 18. 할인율별 민감도 분석

(단위 : 천원)

구분
A B C

3% 7% 3% 7% 3% 7%

편익합계 7,488,869 6,883,994 8,007,700 7,360,919 3,823,808 3,514,959

비용합계 3,816,216 4,230,350 4,348,511 4,768,714 6,772,570 7,265,553

순현재가치 3,672,653 2,653,644 3,659,189 2,592,205 - 2,948,762 - 3,750,594

편익/ 비용비 1.96 1.63 1.84 1.54 0.56 0.48

한편 편익 부분에서 절감된 보조원 인건비를 계약직이 아닌 자주대차를

미도입한 한 종합병원의 정규직 보조원의 평균 임금(14,325천원)을 근거로

편익- 비용비를 분석한 결과 A병원 2.31, B병원 2.18, C병원 0.67로 상대적으

로 높은 값을 보였으나, C병원은 여전히 1보다 적었다.<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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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정규직 인건비 적용에 따른 민감도 분석

(단위 : 천원)

구분
A B C

3% 5% 7% 3% 5% 7% 3% 5% 7%

편익합계 9,680,461 9,234,088 8,898,571 10,351,127 9,873,829 9,515,067 4,942,832 4,714,915 4,543,600

비용합계 3,816,216 4,005,734 4,230,350 4,348,511 4,538,308 4,768,714 6,772,570 6,986,477 7,265,553

순현재가치 5,864,245 5,228,354 4,668,221 6,002,616 5,335,521 4,746,353 - 1,829,738 - 2,271,562 - 2,721,953

편익/ 비용비 2.54 2.31 2.10 2.38 2.18 2.00 0.73 0.67 0.63

위의 민감도 분석에 따른 평가지표의 최저, 최대치의 발생 상황을 가정하

여 편익- 비용비를 분석한 결과, A병원 1.63 ∼ 2.54, B병원 1.54 ∼ 2.38, C

병원 0.48 ∼ 0.73로 분포하었다.<표 20>

표 20. 민감도 분석에 따른 평가지표의 최저·최고치

(단위 : 천원)

구분
A B C

최저치 최고치 최저치 최고치 최저치 최고치

편익합계 6,883,994 9,680,461 7,360,919 10,351,127 3,514,959 4,942,832

비용합계 4,230,350 3,816,216 4,768,714 4,348,511 7,265,553 6,772,570

순현재가치 2,653,644 5,864,245 2,592,205 6,002,616 - 3,750,594 - 1,829,738

편익/ 비용비 1.63 2.54 1.54 2.38 0.48 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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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고 찰

1. 연 구결 과에 대한 고찰

이 연구를 통해 A, B, C 3개 병원의 자주대차 도입에 따른 비용- 편익분

석한 결과 A, B병원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C병원

은 설비 투자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C

병원이 A, B병원에 비해 자주대차 도입규모가 약 2배에 이르고 이에 따른

초기투자비 및 유지관리비 증가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었으나, 오히려 조사된

물동량에서는 A , B병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결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향후 병원 전산화 구축 정도에 따라 자주대차 경제성 여부가 크게 영

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국내에서 자주대차 경제성 검토와 관련된 유일한 연구인 이경희(1998)의

자주대차 비용효과분석 연구에서는 의무기록과만을 대상으로 자주대차의 내

용년수인 18년 동안의 직접비용 대 직접효과의 순효과가 - 351,406천원, 직접

효과 대비 비용비는 0.65로 추계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경희의 연구는 자주대

차의 설비적 특징이 한 부서만이 사용하는 단일 설비가 아니라 병원 전체를

묶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간과한 불완전한 것이므로 이 연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병원들에서 자주대차가 담당하고 있는 임시반송

물동량을 조사하여 이를 인력으로 대체하였을 때 발생 예측되는 인력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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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차 도입에 따른 인력 절감분으로 편익을 산출하였으나, 이것이 자주대

차 도입에 따른 병원들의 실제 편익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자주

대차 도입을 전제로 임시반송업무를 담당할 최소 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더라도 이후 병원 필요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조원을 충원하였다면

이 연구에서 제시한 대상병원별 보조원 인력 절감분과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많은 병원에서 다양한 자동반송설비가 도입되었으나 전체가 계획시에 기

대했던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원인에는 자동반

송설비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검토사항을 파악하지 않은 채 설비 자체만으

로 도입을 결정한 것에 있다.(건국대 산업기술연구소, 1994)

물품 관련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한 분석이 설비 도입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실제 자동반송설비 운영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반송물품

의 형태, 중량, 특질 파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물품과 관련된 공급 및 재

고관리 계획 수립, 건축과 관련된 각 부문간의 적정배치(Block Plan ) 계획

등 하드웨어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구축이 필수적으로 선

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남상요(1997)는 일본의 병원물류 관리

시스템의 경향을 1970년대 전후의 간호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을 배경으로

한 물품반송의 기계화로부터 시작하여 1980년대에 들어서는 물품관리가 물

품에 관련된 정보의 관리와 물품 자체의 관리로 구분되었고, 이에 관한 소

프트웨어 설계를 통한 물품의 중앙관리부 설치, 본격적인 물류의 전면 자동

반송화를 실현하는 병원이 등장한 후 1980년대 후반부터는 구미의 병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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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한 공급부문의 SPD (Supply Processing Distribution)화를 지향하는 병

원 물품 반송 일원화를 실현한 병원들이 대두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병원의 경영상태의 악화와 더불어 물품관리의 효율화가 경영개선의 수단으

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모든 설비는 실제 운영시 사용자가 거부감 없이 설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설비의 최대한의 활용이 도입에 따른

부담을 상쇄하고 도입의 기대효과인 각 부문간의 신속 정확한 반송을 통한

병원 관리 및 운영 효과의 극대화는 물론 인건비 절감을 가져올 수 있기 때

문이다. 향후라도 자동반송설비의 증설 및 기능 향상이 가능하도록 초기 설

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병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의 소독 및 세척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사실

은 자동반송설비 도입을 통해 인력구조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며,

가급적 직원의 이동량 즉 동선을 줄여 병원내 환경 개선은 물론 병원 이미

지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 도입된 자주대차는 주로 의무기록차트, 방사선 필름, 검체,

약품, 일부 소형물품 등의 반송을 위해 병동, 외래를 포함한 병원 전체 부서

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신축병원 중 일부가 기송관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병원 전산화 발전 속도를 감안한 물동량 감소를 예

측하여 도입하였다기보다는 2지점간의 응급반송을 목적으로 부분적으로 도

입하거나 자주대차가 고가인 관계로 상대적으로 저가인 기송관을 대용 설비

로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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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주요 국내병원 자동반송설비 설치 현황

병원 소재지 병상수 스테이션수 설치설비

B 천안 735 44 자주대차

A 수원 905 38 자주대차

C 서울 1,306

81

43

5

자주대차

웨 건

기 송 관

I 인천 750 58 기 송 관

B 수원 800 38 자주대차

P 부산 450 28 자주대차

E 서울 616
22

39

자주대차

기 송 관

C 서울 2,200
57

117

컨베이어

기 송 관

I 일산 744
45

11

자주대차

웨 건

P 일산 600 20 자주대차

K 서울 800 38 자주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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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 구결 과에 대한 보정

이 연구결과에 의해 연구대상 병원중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C병원만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차트와 방사선 필름의 물동량 발생 환경을 연

구대상의 다른 두 병원과 동일한 환경이라는 가정 하에 반송업무 인력 대체

시 소요인력을 재추정하여 편익분을 추계한 결과, 각각 2명, 20명의 추가 절

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이에 자주대차 도입에 따른 전체 절감

인원 50명의 편익분을 자주대차 내용년수와 같은 18년 동안을 980병상으로

조정하여 순현재가치 및 편익- 비용비를 산출한 결과, - 473,103천원, 0.93이

었으며, 3%와 7%로 할인율을 각각 적용하여 민감도 분석을 한 결과 역시

55,658천원, 1.01과 - 988,840천원, 0.86로 경제성이 향상되었다.

향후 병원업무 전산화 진척에 따른 병원내 발생 물동량 변화가 자주대차

의 경제성 여부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병원 건립계획시 건축설계 과정 속에서 배치 부서별 물동량 예측 조사를 통

한 적정 규모의 스테이션 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 제 한점

이 연구를 통해 각 병원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자주대차의 경제

성 여부를 3개 병원을 대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으나 몇가지 제한점이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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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3개 병원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된 결과로 자주대차를 도입한

모든 병원에 부합되는 대표성과 보편성을 갖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설비 투자로 인해 발생되는 직접 편익 이외에 계량화할 수 없는 무형

적인 간접편익(예 : 직원의 업무 만족도, 직원 이직율, 환자 대기시간

의 감소, 병상회전율 증가 등)을 구명하는 것을 이 연구에는 포함하지

못했다. 원칙적으로 무형의 편익도 무시할 수 없으나, 비용- 편익분석에

서는 무형의 편익을 화폐가치로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다.(Gold et al,

1996) 따라서 무형의 편익을 모두 계산에 포함하는 것은 매우 추상적

이고 자칫 자의적인 결론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다분하여 이 분석에서

는 제외하였다. 그러나 무형의 편익을 포함할 경우 편익- 비용비는 훨

씬 증가될 것이 예상된다.

셋째, 자주대차가 담당하는 임시반송물품 중 임상병리과 검체인 경우, 연구

대상 병원별로 상이한 반송 행태를 보이고 있어 객관적인 업무량

추정을 통한 직접편익분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연구대상

병원들의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적게 평가되었음을 말한다.

넷째, 연구대상 병원들 중 C병원에서 이미 볼 수 있듯이 향후 병원 전산화

진전에 따라 의무기록차트의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방사

선 필름의 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로

의 이전이 가속화될 경우, 자주대차를 포함한 임시반송물품을 전담하

는 자동반송설비의 경제성을 지속적으로 낙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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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결 론

이 연구는 현재 자주대차를 도입 운용중인 3개 병원의 투입 비용과 설비

투자 결과로 산출된 편익을 추계하고 비용·편익 결정지표와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경제성을 평가하여 보고자 수행되었다.

각기 병상수가 다른 병원의 병상수를 3개 병원의 평균 병상수인 980병상

으로 조정하여 산출된 직, 간접비용과 편익부분의 각 요소들은 한국은행에

서 제시하는 공정 할인율 5%를 적용하여 설비의 내용년수 18년간의 발생

금액으로 산출한 후 현재가치화하여 각각 비용부문과 편익부문으로 합계하

였다. 비용- 편익분석의 결정지표로서 순현재가치(NPV )와 편익- 비용비(B/ C

ratio)를 사용하였다.

민감도 분석에서는 할인율을 3%, 7%를 적용하여 실시하였으며 편익부분

에서는 예상 절감 보조원 인건비를 계약직인 아닌 자주대차를 미도입한 한

종합병원의 정규직 보조원 평균 임금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주대차 내용년수(18년) 동안 발생되는 비용의 합은 A병원 4,005,734천

원, B병원 4,538,308천원, C병원 6,986,477천원이며 각각의 편익의 합은

7,143,552천원, 7,638,460천원, 3,647,489천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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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 편익분석의 결정지표인 순현재가치와 편익- 비용비를 산출한 결과는

A병원은 3,137,818천원, 1.78이고 B병원과 C병원은 각각 3,100,152천원,

1.68, - 3,338,987천원, 0.52이었다.

3. 민감도 분석에서는 3%, 7%의 할인율을 적용한 결과 편익- 비용비는 A

병원은 1.96, 1.63, B병원은 1.84, 1.54, C병원은 0.56, 0.48의 변화를 보였으

며, 인건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에서는 3%, 5%, 7%의 할인율에서

A병원은 2.54, 2.31, 2.10을 B병원과 C병원은 각각 2.38, 2.18, 2.00과 0.73,

0.67, 0.63이었다.

4. 평가지표의 최저, 최고치의 상황을 전제로 편익- 비용비를 분석한 결과,

A병원은 1.63, 2.54를 B병원과 C병원은 각각 1.54, 2.38과 0.48, 0.73이었

다.

5. C병원의 의무기록차트와 방사선 필름의 물동량 발생 환경을 다른 연구대

상 병원들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순현재가치와 편익- 비용비를 산출한 결

과, - 473,103천원, 0.93이 나왔으며 3%와 7%로 할인율을 달리 적용한 민

감도 분석에서는 55,658천원, 1.01, - 988,840천원, 0.86로서 경제성 향상이

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A, B, C 3개 병원의 자주대차 도입에 따른 비용- 편익분

석한 결과 자주대차 도입에 따른 경제성 측면에서 A, B병원은 경제적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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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C병원은 설비 투자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구대상 병원들 중 C병원의 자주대차 도

입규모가 약 2배에 이르고 이에 따른 초기투자비 및 유지관리비 증가가 필

연적으로 수반되었으나, 자주대차가 담당하는 물동량 면에서는 A , B병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결과로 생각된다.

병원 규모(전체 병상수 및 배치과 범위)와 물류 및 직원 동선 계획, 병원

물동량 변화 예측을 통한 적정 수의 자주대차 스테이션 배치가 된다면 임시

반송물품 운송을 담당하는 자주대차의 경제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향후 병원 물류와 관련한 환경 변화에 따른 이후의 경제성 평가에

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는 없다.

이 연구를 통해 각 병원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자주대차의 경제

성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였으나 몇가지 제한점이 있었다.

첫째, 3개 병원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된 결과로 자주대차를 도입한

모든 병원에 부합되는 대표성과 보편성을 갖는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설비 투자로 인해 발생되는 직접 편익 이외에 계량화할 수 없는 무형

적인 간접편익을 구명하는 것을 이 연구에는 포함하지 못했다.

셋째, 자주대차가 담당하는 임시반송물품 중 임상병리과 검체인 경우, 객관

적인 업무량 추정을 통한 직접편익분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넷째, 향후 병원 전산화 진전에 따른 물동량 변화 예측을 감안한 연구가 되

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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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제시한 제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주대차 경제성 평가에

필요한 적절한 할인율 추계, 향후 전산화 진전에 따른 병원 물동량 변화 예

측 등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연구대상에서도 현재

국내에는 자주대차 도입 전·후를 비용- 편익분석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병원이 없으므로 향후 기존병원 개·보수를 통해 자주대차를 비롯한 자동반

송설비를 도입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비용- 편익분석을 한다면 신뢰성이 있

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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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v alu at ion o f e c on om ic v alu e in im plem ent in g

th e aut o track s y s t em in g en eral h o s pit a l

Inn Pyo Lee

Department of Hospit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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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Seung Hum Yu, M .D., Dr . P .H .)

T 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conomic value of the auto track sy stem

which expedites the transportation and reduces the salary .

Investment expenses and estimated profit s were calculated by

investment and profit index and sensitivity analy sis which w ere used to

evaluate the economic value for three hospitals which implemented auto

tract sy stem .

Factors of the calculated direct , indirect expenses and profit s w ere

adjusted for five% of the discounted rate which w as suggested by the

Korea bank and estimated for 18 year s operation . T hen, converted to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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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 Value(NPV ) and totaled for each expenses and profit s . NPV and

B/ C ratio w ere used for expense- profit index and three%, seven% of

discounted rates were applied in sensitivity analy sis .

For calculating profit , average full time transporter ' s salary in general

hospital which hasn ' t been implemented auto track system was applied

to get the estimated reduced labor cost .

T otal expenses for auto track system for 18years were 4,005,734,272

Won in A hospital, 4,538,307,742 Won in B hospital, 6,986,476,802 Won in

C hospital and B hospital got the most profit which w as 7,638,459,507

Won .

NPV and profit expense w ere calculated as 3,137,817,512 Won and

profit expense rate was 1.78 in A hospital which show ed the most . S

hospital show ed the deficit which was - 3,338,987,437 Won and 0.52.

In sensitivity analysis , when three%, seven% discounted rates were

applied, profit expense rates were 1.96, 1.63 in A hospital, 1.84, 1.54 in B

hospital and 0.56, 0.48 in C hospital.

Sensitivity analysis in salary changes, when three%, five%, seven%

discounted rates w ere applied, it showed 2.54, 2.31, 2.10 in A hospital,

2.38, 2.18, 2.00 in B hospital and 0.73, 0.67, 0.63 in C hospital. Analysis

of profit - expense rate under the assumption of the highest and the

low est of evaluation index , A hospital show ed the highest which was

1.63, 2.54 and 1.54, 2.38 in B hospital and again , C hospital show ed the

- 42 -



low est as 0.48, 0.73.

NPV and profit expense rate w ere calculated for C hospital only which

has the lowest economic value based on the assumption of transporting

incidents for medical record and radiographic film are the same as other

hospitals, it show ed - 473,102,936 Won, 0.93. In sensitivity analysis

55,658,080 Won, 1.01 in three% discounted rate and - 988,839,612 Won,

0.86 in seven% discounted rate which showed economic improvement .

As a result , A and B hospitals showed reasonable economic value

which C hospital didn 't . Implementing automatic transportation sy stem , C

hospital has twice much scale than others which caused investment cost

and maintenance cost obviously increased but transportation incidents

were decreased in the contrary . T his can contribute in the future when

the new hospital consider s implementing the automatic transportation

sy stem .

It is possible to assess the economic value of the auto track system

for the temporary return only if automatic transportation station is

assigned through hospital size, w orking distance, predicted transportation

changes but it is hard to evaluate economic value for hospital

transportation with environmental changes .

- 43 -


	종합병원 자주대차 도입에 따른 경제성 평가 /  
	표제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이론적 배경
	가.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정의 및 기존 연구사례
	나. 비용-편익분석의 주요 논쟁
	다. 자동반송방식과 인력반송방식 비교 연구사례
	라. 주요 병원 자동반송설비 종류
	마. 투자 규모별 자동반송설비 분류


	Ⅱ. 연 구 방 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2. 비용 및 편익의 요소 정의
	가. 비용
	나. 편익

	3. 비용-편익의 산출
	가. 비용
	나. 편익

	4. 비용-편익분석의 결정지표 산출
	5. 민감도 분석
	6. 연구의 틀

	Ⅲ. 연 구 결 과
	1. 비용-편익분석
	가. 비용 산출 결과
	나. 편익 산출 결과

	2. 순현재가치 및 편익-비용비 산출
	3. 민감도 분석

	Ⅳ. 고 찰
	1.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2. 연구결과에 대한 보정
	3. 제한점

	Ⅴ. 결 론
	Reference
	참 고 문 헌
	ABSTRACT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