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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전국 종합병원의 재고물품관리자를 대상으로 종합병원의 재고물품

관리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도를 조사하여 재고물품관리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종합병원 재고물품관리 효율화 방안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시행하 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2년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전국 276개 종합병원의 재고물품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 으며, 이중 

설문에 응답한 128개 종합병원의 설문내용을 그 분석대상으로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종합병원 재고물품관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 으며, 둘

째로, 독립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재고물품의 일반적 특성, 전산화 및 외주와 

종속변수인 재고물품관리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도의 관계를 분석하 다.

분석방법으로는 SAS Program을 이용하여 각 변수별 빈도분석, 변수와 변수

간의 t-test, 분산분석(ANOVA), χ2검정과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 으며 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종합병원 재고물품관리 실태를 보면, 400병상 미만의 병원보다 400병상 이

상의 병원이 전산화가 잘 되어 있었으며, 외주를 시행하지 않는 병원이 시행하는 

병원에 비하여 100병상당 관리부서 인원이 많았고 창고의 면적도 넓었다. 그리고 

전산화가 잘 안된 병원이 잘 된 병원에 비하여 100병상당 물품공급 인원이 많았

다.

2. 재고물품관리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도 분석결과, 응답자의 만족도 전체 평

균은 보통이상(3.24)이며, 이중에서 물품공급방식의 선진화(평균 2.94)와 재고물품

관리의 외주(평균 1.94)항목은 만족도가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인식도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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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평균이 4.05로 전반적으로 물품관리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도가 높은 편이었

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보면, 고학력자 일수록 재고물품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병상규모별로는 400병상 이상의 병원이 400병상 미만의 병원에 비하여

재고물품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3. 재고물품관리 특성과 만족도 및 인식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령과 

만족도 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선형적인 관련성이 있었으며, 100병상당 물

품공급인원과 만족도 간에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선형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재

고물품관리 특성별 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R-square 값이 0.52로 모

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에 의해 52%가 설명됨을 알 수 있었고, 재고물품관리특

성별 인식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R-square값이 0.2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에 의해 20%가 설명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종합병원 재고물품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자동발주를 포함한 재고물품관리의 전산화 구축, 외주를 포함한 관

리방식의 개선, 물품공급방식의 선진화 및 재고물품관리에 대한 경 층의 관심 

도 제고가 요구된다고 본다. 

향후 본 연구의 세부분야에 대한 좀더 깊이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핵심어 : 재고물품관리, 인식도,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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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병원도 경제의 원칙이 적용되어 최저의 비용으로 가능

한 한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도록 요청 받고 있으며 적정이윤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비용을 가능한 한 줄이면서 양질

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병원의 총 자산중 재고자산은 평균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비용 구성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0.1%로 가장 높고 다음이 재료비로서 34%를 차

지하고 있다(유승흠, 1998). 따라서 일부 병상규모가 큰 병원과 재고관리의 심각

성을 인식한 병원은 적정재고의 유지로 재고비율을 낮추고, 관리운 비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종전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적극적인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효율

적인 재고물품 관리에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병원에 있어서 물자관리는 지난 몇 년간 주목할만한 발전이 있기는 했지만 여

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병원과 의료기관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필요한 귀중하고 제한되어 있는 값비싼 자원들을 소중히 활용하고자 한다

면 물자관리의 숙련도 및 업무수행에 있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병원들은 병원에 ‘물품관리과’라 불리는 부서가 있다는 이유

로 병원이 물자관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물자관리는 특

수한 부서만의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재정이나 마케팅ㆍ인간관계 

등과 같은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은 기술과 과학 모두를 포함한다.

물자관리의 목적은 적절한 양의 올바른 품목을 적정시간에 최저의 비용으로 

제공하는데 있다. 이런 상호관계의 복잡함은 물자관리가 전체 조직 또는 적어도 

병원예산에 큰 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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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에서 적절한 물품을 가장 낮은 비용으로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장

소로 공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연구에서는 물품관리 중에서 특히 

재고물품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논문은 약품에 

비하여 많지 않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를 통해 종합병원의 재고물품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재고물품관리자의 

재고물품관리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도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재고물품관리 측면에

서 병원경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

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병원의 재고물품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둘째, 재고물품관리자의 재고물품관리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도를 파악하며,

셋째, 종합병원 재고물품 관리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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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병원물자관리의 개요 

물자관리에는 물품을 구매하는 구매관리, 재고물품을 저장ㆍ불출하는 재고관

리, 그리고 구매된 물품의 유지ㆍ보수ㆍ반납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자산

관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재고는 두 가지 관점(기능적, 재정적)으로 구분한다. 기능적 관점에서 재고는 

마지막 단계인 처치과정 그리고 검사과정에서 방사선과정에 이르는 진료부서에서 

직, 간접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불확실한 요구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병원에 저

장시켜 놓은 소모성 물품들을 지칭한다. 구체적으로 병원의 재고는 내과ㆍ외과ㆍ

검사ㆍ방사선물품들에 한정되지 않고, 창고ㆍ저장소 그리고 중앙공급실 등과 같

은 독립된 부서들에 저장된 일회용 사무용품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물품들로 구성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 후반 Dean Ammer가 최초로 병원의 물류관리실태

와 공급에 대한 조사와 통계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원내 물류대행

의 요구가 매우 높은 실정인데 대표적인 물류대행업체는 에프 에스 유니 매니지

먼트, 미츠비스상사 등이 있다.

종합병원의 물자관리에 대한 국내 연구논문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홍권희(1999)는 전국 3차 진료기관 41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료재료 구매 및 

관리행태에 관하여 연구하 고, 이평원(1991)은 서울시내 200병상 이상의 종합병

원 64개를 대상으로 하여 서울시내 종합병원의 물자 구매관리실태를 조사하 다. 

그외 남신우(1990)는 병원 재고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하여 연구하 고, 

최종만(1990)은 구매관리 기법을 비교 연구하 다. 또한 최근에는 이연희(2001)가 

종합병원 진료재료 구매 및 재고관리실태에 관한 연구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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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진료재료 구매 및 재고관리와 실태조사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분

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재고물품관리에 대한 분야는 적정재고량 파악ㆍ구입품의ㆍ

발주ㆍ물품창고입고ㆍ보관ㆍ출고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관리를 위한 체계적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재고물품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알

아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재고관리를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2.  재고물품관리의 정의

병원의 재고자산이란 병원 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고 있는 약품, 진료재료, 

의료소모품, 린넨(직물), 급식재료 등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약품과 린넨(직물) 

및 급식재료를 제외한 의료소모품(주사기류, 검사용소모품, 위생재료, 봉합사류, 

심장수술용 특수진료재료, 심도자실 재료 등), 인쇄물, 전산소모품 및 일반소모품

을 대상으로 하 다.

병원물품관리는 병원경  내에서 필요한 물품의 선정, 소요판단, 구매, 저장, 

분배, 처분 등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학적인 관리기술을 말한다.

3. 재고물품 관리업무

재고관리업무는 다음과 같은 순서의 과정을 거쳐서 처리되고 있다(그림 1). 

(1) 적정재고량 파악 - 발주수량을 전산으로 자동 집계 

(2) 물품구입요구서 발행  및 결재 

(3) 납품업체 통보 - 발주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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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품납품 및 검수 - 검수일자 입력(검수시스템과 재고관리 연계)  

(5) 물품입고 및 거래명세서 인수확인 

(6) 입고전산입력 및 결재 

(7) 사용부서의 (전산)청구 

(8) 소모품청구서 접수 및 물품출고

(9) 출고전산입력 및 결재 

그림 1. 재고물품관리의 흐름도 

 

업무처리흐름도  

물품구입요구서 발행 

입고전산입력 및 결재 

적정재고량 파악 

업체통보 

검수실 검수 

물품입고 및  

거래명세서 인수확인 

소모품청구 및 

불출승인서  접수  

검수실 인계 

물품출고 

완료 

출고전산 입력  및 결재  

전산청구 

(소모품청구 ) 

각 부서 및 병동 

납품업체 

물품구입요구서 결재 

물품 

거래명세서 

물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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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원의 창고관리시스템 비교 

병원에서는 보통 중앙창고시스템 방법과 분산창고시스템 방법으로 재고를 관

리한다. 중앙창고시스템 방법은 창고관리 전담부서가 물자의 입출고 및 재고관리 

등 모든 재고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고, 분산창고시스템 방법은 각 사용부서별

로 창고를 관리하며 창고의 입출고, 재고관리 및 이에 대한 사무처리 등을 각 부

서장이 책임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고물품이 비용화 되는 시점은 출고를 기준으로 하며 부서별로 

원가분석을 한다. 왜냐하면 창고에서 불출된 물품은 바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부

서의 보관함 또는 소단위창고에 적재해 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사용량을 비용화 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병원관리

체계의 원가분석을 구체적으로 하여 손익결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집계 및 통계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병원의 창고시스템은 

중앙화와 분산화로 분류할 수 있다(표 1).

표 1. 창고관리 중앙화 분산화의 장ㆍ단점

구 

분
장   점 단   점

중

앙

화

- 전문인력(예; 약사, 의료기사 등)  

 이 고유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음.

- 물품의 부정유출을 방지함

- 각종 통계가 통일된 기준하에 작

 성되므로 통제 및 관리가 용이함.

 - 사용부서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  

  지않으면 특정물품의 재고가 소진  

  되지 않음.

 - 관리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물품의 관리가 어려움

분

산

화

- 각 부서별로 필요한 물품을 즉시

 구입 및 입ㆍ출고 할 수 있음.

- 각 부서별로 재고상태를 항상 파 

 악할 수 있으므로 필요없는 물품  

 의 재고를 줄일 수 있음.

 - 행정업무에 많은 노력을 소비함.

 - 물품의 통제와 관리가 곤란함.

 - 종합적인 물자관리가 안됨. 

 - 물자관리에 대한 통계 작성 및   

  분석ㆍ평가가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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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고물품관리 기본원칙 

재고물품은 유동자산 중에서 많은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

한 최적재고량과 관리기술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는 필수적이다. 합리적으로 재고

관리를 하기 위한 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보관위치를 쉽게 식별(Tag 부착 등) 하도록 하여, 불출 요구시 재고가 있

는데도 찾지 못하는 창고부도(warehouse refusal)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진료재료별 특성에 맞도록 보관하고 물품을 종류별 규격별로 분류하여 보

관하도록 한다.

다. 물품의 명칭을 통일한다.

라. 출고시 선입선출(입고한 순서에 따라서 불출)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유효기간이 명시된 시한성 품목은 별도 관리하도록 한다.

마.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다.

바. 불출이 빈번한 물품은 불출구 가까운 곳 또는 사용처와 가까운 곳에 보관

하여 담당직원 이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 물품의 도난을 방지한다.

사. 물품의 불출은 종류별로 불출일과 불출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아. 물품의 반납과 교환품은 반드시 반납전표의 사용으로 재고파악을 용이하

게 하여야 한다.

자. 효율적인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물품은 유효기간을 

감안하여 적기에 반품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차. 물품의 수불대장은 일일 정리하여 통계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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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병원내 물류관리 

병원내 물류관리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재고물품을 원내 각 부분에 공급하

는 시스템이다. 이는 재고물품을 필요시 필요량을 정확하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무엇보다 적정재고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물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한눈에 보고 바로 바로 관리할 수 있으며, 미사용 

또는 불용재고 없이 창고관리가 체계적으로 된다면 병원경 에 많은 도움이 된

다. 불출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병원특성에 맞게 채택하여 업무수행을 하

면 재고금액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다.

불출시 공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 방법 중 물품 특성별로 혼용하여 공급을 

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가. 물품청구 공급방법(requisition and delivery system)

사용단위에서 사용이 끝난 반납물품과 보충수량을 기재한 청구서를 중앙창고

에 송부하면 그 기재수량과 반납물품을 조회하고 그 청구량을 공급하는 방법이

다. 이 방법은 사용단위에서 진료업무 외에 물품청구서의 작성, 결재, 청구서 제

시, 물품의 운반 등에 허비하는 시간이 많아서 사용부서의 불만원인이 되고 부서

간의 불신이 싹틀 우려가 있다.

나. 정량 보충 방법(par level transfer system)

사용단위에서 품목별 표준사용량을 중앙창고에서 조사하여 일정기간(3일 또는 

7일)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사용부서에 미리 배정해 주고 매일 또는 일주일에 

2∼3회 중앙창고 배달요원이 순회하면서 그 동안에 소비된 물량만큼 보충해 주는 

방법으로 소액현금제도(petty cash system)와 비슷한 방법이다.



- 9 -

다. 케이스카트 배당 방법(case cart system)

중앙창고에서 진료재료나 수술기구 등을 공급하기 위해 그날의 스케줄에 의하

여 진료사용별, 수술별로 케이스카트에 사용하는 모든 기재를 세트(set)로 하여 

사용부서에 공급한 후 수술이 끝나면 같은 카트를 기구 회수차로서 이용하는 시

스템이다.

라. 물품차 교환방법(exchange cart system)

사전에 각 병동에 설정한 정량의 멸균기재를 수납한 반송보관창고와 사용하여 

내용물이 줄어든 반송보관고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것이다. 공급받은 측에서는 

단지 사용만 하는 것으로 이는 정량보충방식에서와 같이 사용량을 산출하여 청구

서를 기입할 필요가 없어서 수고가 많이 줄어든다. 

마. 자유선택 상자 활용방법(free box choice system)

당직실에 멸균위생재료 자유선택 상자를 비치해 주고 필요량을 마음대로 가져

가는 방법으로 이 상자의 재고관리는 중앙창고에서 시행한다. 청구서도 없고 한

정량도 없기 때문에 사용량이 증가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언제든지 

사용할 만큼 가져 갈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에 각 간호단위의 재고량뿐만 아니라 

전체 사용량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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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가. 연구대상병원

대한병원협회 회원병원중 전국 276개 종합병원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하 으

며, 연구대상병원의 재고물품관리자에게 설문지를 E-mail과 Fax로 발송하여 자

기기입식으로 응답한 내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2002년 4월12일부터 5월 1일까지

의 기간에 실시하 다. 설문지는 응답거부, 발송실패 및 담당자 연락실패 등의 사

유로 인하여 연락이 안된 29개 병원을 제외한 247개 병원에 발송되었으며, 이중 

128개가 회수되어(51.8%) 연구자료로 활용하 다.

표 2. 지역별 종합병원 수 및 설문지 회수현황 

종합병원 설문지 발송병원 설문 응답병원 응답률(%)

서울특별시 64 59 40 67.8

부산광역시 26 23 13 56.5

대구광역시 12 11 6 54.6

인천광역시 12 10 4 40.0

광주광역시 10 9 3 33.3

대전광역시 8 7 5 71.4

울산광역시 4 3 2 66.7

경 기 도 42 36 20 55.6

강 원 도 16 14 7 50.0

충청북도 10 10 6 60.0

충청남도 10 9 3 33.3

전라북도 8 7 3 42.9

전라남도 18 16 4 25.0

경상북도 16 14 4 28.6

경상남도 14 13 6 46.2

제 주 도 6 6 2 33.3

합      계 276 247 128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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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설문 응답률에서는 대전이 71.43%로 가장 높았고 서울(67.8%), 울산

(66.7%) 및 충북(60.0%)순 이었으며, 전남이 25.0%로 최저의 회수율을 보 으며, 

경북(28.6%)이 다음으로 낮았고 광주ㆍ충남ㆍ대전이 동일하게 33.3% 다(표 2).

연구대상병원 병상수의 중앙값이 406으로 조사되어 연구대상병원을 허가병상 400

병상 미만과 400병상 이상의 두 그룹으로 구분하 는데 400병상 미만이 71개

(55.5%), 400병상 이상이 57개(44.5%) 다. 설립형태는 학교법인이 38개(29.7%)로 

가장 많았고 의료법인이 30개(23.4%), 재단법인이 16개(12.5%)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3).

표 3. 연구대상병원의 일반적 현황

일반적 특성 병원수(n) 백분율(%)

  병상규모

400병상 미만 71 55.5

400병상 이상 57 44.5

  설립형태

학교법인 38 29.7

재단법인 16 12.5

의료법인 30 23.4

국∙공립병원 13 10.2

지방공사 11 8.6

특수법인  7 5.4

개    인 12 9.4

무응답 1 0.8

계 1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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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구대상자

설문조사는 전국 276개 종합병원의 재고물품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 다. 

연구대상자들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71.9%, 여자가 28.1% 으며, 평균 연령은 38

세 다. 이들의 학력은 고졸이 11.7%, 전문대졸이 25.8%, 대졸이 50.8%, 대학원졸 

이상이 11.7% 다. 또한 이들의 현 병원 및 현 부서 근무기간은 각각 평균 10년

과 5년이다. 

연구대상자의 근무 부서명에 대한 설문답변은 관리과가 52명(40.6%)로 제일 

많았으며, 총무과 25명(19.5%), 구매관재과 19명(14.9%)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리

고 연구대상자중 중앙공급실 근무자는 6명(4.7%)이었다. 연구대상자의 담당업무

는 물품관리업무가 72명으로 제일 많았고(56.3%), 다음으로 구매∙계약업무가 47

명(36.7%)이었다. 조사결과 물품관리 전담인원이 있지만 구매업무와 물품관리업

무를 병행하는 병원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물품관리 담당자의 직종별 조사

결과, 사무∙행정직이 101명(78.9%)으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병원에서 물품관리는 

행정직이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호직은 9명(7.0%)에 불과하 다. 직책은 

과장급이상이 32명(25.0%), 계장급이 39명(30.5%) 그리고 담당 혹은 계원이 37명

(28.9%)으로 조사되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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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수(명)   평  균

연령(세)      128     38

근무기간(년)

         현 병원      125     10

         현 부서      119      5

병원수 백분율(%)

근무부서   총  무  과      25   19.5

        중앙공급실        6    4.7    

        관  리  과      52   40.6

        구  매  과      17   13.3

        구매관재과      19   14.9

        기      타       9    7.0

담당업무   물품  관리      72   56.3

       구매∙계약      47   36.7 

       검      수       4    3.1

       기      타           5    3.9   

직종       사무∙행정     101   78.9

       간      호       9           7.0

       기      타       8          6.3

       무  응  답          10          7.8

직책       과장급이상      32   25.0

       계  장  급      39   30.5

       계원∙담당      37   28.9

       무  응  답          20         15.6

성         남      92   71.9

           여      36   28.1

학력      고등학교졸     15   11.7

      전문대학졸     33   25.8  

    대학교졸     65   50.8

        대학원졸이상     15   11.7

계    128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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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및 측정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틀은 재고물품관리의 만족도 및 인식도를 비교 연

구하기 위하여 이수경(2001), 정기호(2001)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와 서 근(1996), 

남재일(1998) 및 이연희(2001)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재고물품관리 상황에 맞도록 

부분적으로 개조․보완하 다.

설문지 내용과 타당성은 재고물품관리 실무자의 조언을 얻은 후 사전조사를 

통해 수정ㆍ보완하 다.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로는 연구대상병

원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사항, 재고물품관리의 일반적 특성, 전산시스템, 외주 및 

재고물품관리 특성을 이용하 다. 재고물품관리 특성은 적정재고량 설정 및 적용, 

재고물품 명칭 표준화, 물품공급방식의 선진화, 물품관리방식의 개선, 재고물품관

리의 외주, 정기 재고조사, 소모부진품목의 처리, 구입서류 결재기간 단축, 검수시

스템 확립, 사용부서 재고관리, 관리부서장의 리더쉽 그리고 경 층의 관심도로 

선정하 다. 종속변수는 재고물품관리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도 이다.

설문지는 재고물품관리의 일반적 특성에 관하여 17문항, 전산시스템에 관하여 

3문항, 외주에 관하여 1문항, 만족도 및 인식도 각 12문항과 연구대상자와 연구대

상병원의 특성 8문항으로 총 53문항으로 구성하 다

재고물품관리의 만족도의 수준은 관리실태수준에 대하여 5점척도를 이용하

는데 ‘1점(매우 불만), 2점(불만), 3점(보통), 4점(만족), 5점(매우 만족)’이고, 인식

도의 수준은 ‘1점(필요없음), 2점(중요하지 않음), 3점(보통), 4점(중요), 5점(매우 

중요)’으로 Likert 5점척도법(5 point scale method)을 적용하여 구성하 다(설문

지는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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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분석에 사용된 변수

변     수 측 정 수 준

병원의 일반적 특성

     병상규모 1)400병상 미만          2)400병상 이상  

     설립형태 1)학교법인  2)재단법인  3)의료법인

4)국ㆍ공립병원          5)지방공사

6)특수법인  7)개인      8)기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근무부서, 주요업무, 직종, 직책

현직장 근무기간, 현부서 근무기간

성, 연령, 학력

재고물품관리의 일반적 특성

재고물품 전담부서 1)총무∙서무과 2)중앙공급실 3)관리과

4)구매과       5)구매관재과 6)기타

관리부서 인원

재고물품 수량 1)200개 미만  2)200∼399개

3)400∼599개  4)600∼799개

5)800개 이상

연간 재고조사 회수 1)1회  2)2회  3)3회  4)4회  5)5회이상

물품명칭 통일여부 1)예   2)아니오

물품창고 면적

물품관리방식 1)적정재고관리 2)수탁관리 3)무재고관리

자동발주 실시여부 1)예   2)아니오

물품관리부서와 1)수술실  2)중앙공급실  3)병동

OCS 연계 부서 4)외래    5)검사실

소모부진품목 파악 1)매월 2)3개월 3)6개월 4)1년 5)안한다

주기

물품공급인원

물품 구입요구서 1)당일  2)2∼3일  3)4∼5일  4)6∼7일  

결재기간 5)8일 이상

(계 속)



- 16 -

변    수 측 정 수 준

전산시스템

전산화 정도 1)전혀 안됨   2)별로 안됨  3)보통

4)잘됨        5)매우 잘됨

물품공급방식 1)청구수량 공급방식  2)카트 교환방식

3)정수(정량)보충방식 4)정수(정량)공급방식

전산화에 있어서의 1)물품명의 표준화 및 코드화

중요한 순서 2)창고와 사용부서의 네트워크 연계

3)당일 입출고 재고현황 조회, 출력 

4)OCS와 재고/구매관리 시스템 연계

5)재고자산 전산청구시스템 구축

재고물품관리의 외주

 외주 시행 여부 1)예        2)아니오

외주가 시행되고 있는 1)병원물류관리 전체

분야 2)창고관리 및 수배송  3)수배송만

외주가 가능하다고 생각 1)병원물류관리 전체

되는 분야 2)창고관리 및 수배송  3)수배송만

표 6. 만족도․인식도 측정수준

      변   수
         측 정 수 준        

만족도
*

인식도
§

적정재고량 설정 및 적용 1.매우 불만 1.필요없음

재고물품 명칭 표준화 2.불만 2.중요하지않음

물품공급방식의 선진화 3.보통 3.보통  

물품관리방식의 개선 4.만족 4.중요

재고물품관리의 외주 5.매우 만족 5.매우 중요

정기 재고조사

소모부진품목 처리

구입서류 결재기간 단축

검수시스템 확립

사용부서 재고관리

관리부서장의 리더쉽

경 층의 관심도
* 
관리실태수준에 대하여 5점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함.

§
관리항목별 중요성 인지에 대하여 5점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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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물품 관리실태 파악

병원 및 응답자

의 일반적 특성 

․병상수

․설립형태

․근무부서

․주요업무

․직종

․직책

․근무기간

․성별

․연령

․학력

 재고물품관리의  

  일반적 특성   

․전담부서

․인원/품목수

․재고 분류기준

․재고조사 회수

․명칭통일

․적정재고량

․물품관리방식

․수탁재고품목

․무재고품목

․소모부진품목

전산화

                 

․전산화 정도

․물품공급방식

․전산화 

  우선 순위

 -물품명의 표준화

 -사용부서와 연계

 -재고현황 조회  

 -OCS와의 연계

 -전산창구시스템

외주화

                 

․외주 시행 여부

․외주 시행분야

 -물류관리 전체

 -창고관리, 수배송

 -수배송만

․외주 가능분야

 -물류관리 전체

 -창고관리, 수배송

 -수배송만

재고물품 관리의 만족도․인식도

․적정재고량 설정 및 적용 ․소모부진품목 처리

․재고물품 명칭 표준화 ․구입서류 결재기간 단축

․물품공급방식의 선진화 ․검수시스템 확립

․물품관리방식의 개선 ․사용부서 재고관리

․재고물품관리의 외주 ․관리부서자의 리더쉽

․정기 재고조사 ․경 층의 관심도

재고물품관리에 향을 미치는 요인

그림 2.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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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설문조사결과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을 거친 후 SAS 8.0 통계 팩키지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먼저 빈도분석으로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았고 

재고물품관리 실태 분석을 위하여 병상규모에 따른 전산화 실태 분석과 자동발주 

실시여부에 따른 재고보유량 실태분석은 χ
2
검정을 실시하 다. 외주 시행 여부에 

따른 관리운  실태분석은 ｔ-test를, 전산화 정도에 따른 관리운  실태분석은 분

산분석을 실시하 으며, 병상규모에 따른 물품관리방식 실태분석과 병상규모에 따

른 물품공급방식 실태분석은 χ
2
검정을 실시하 다.  각 변수별로 만족도 및 인식

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ｔ-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시행하

다. 위 분석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와 항목들을 다중회귀분석

의 변수로 활용하 으며, 회귀모형 설정 시 설명변수들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

하여 상관분석을 하고 설명변수들에 대한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후 모형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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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재고물품관리의 일반적 특성

 가. 관리인원 및 창고면적

100병상당 재고물품 관리부서 인원에 있어서 400병상 미만 병원은 3명이고, 

400병상 이상 병원은 6명으로 조사되어 병상수에 따라 관리부서의 인원이 증가되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00병상당 물품보관창고의 면적은 400병상 미만 병원은 

40평이고 400병상 이상 병원은 80평으로 조사되어 병상수가 많을수록 창고면적이 

넓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100병상당 물품공급 인원에 있어서는 400병상 미만 병

원과 400병상 이상 병원이 동일하게 3명으로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표 7). 

이는 물품공급업무의 특성상 1명이 근무하기 어려워 2명내지 3명이 필요하며, 병

상수가 많은 병원에서는 물품공급 인원을 늘리지 않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 하

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표 7. 관리인원 및 창고면적

단위 : 100병상당

일반사항   평  균 응답병원수

재고물품 관리부서의 인원        4.37
*

         400병상 미만 2.97 59

         400병상 이상 5.73 64

물품보관창고의 면적  60.04
*

         400병상 미만 40.02 55

         400병상 이상 79.70 57

물품공급 인원  3.11
*

         400병상 미만 3.18 57

         400병상 이상 3.05 59

   * 
전체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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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고물품관리 현황

재고물품 규격별 수량에 있어서 800개 이상의 품목을 보유하는 병원이 52개 

(42.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0∼399개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이 24개

(19.5%)로 조사되었다. 연간 재고조사 실시회수에 있어서는 5회이상 실시한다는 

병원이 50개(39.1%)이었고 연간 2회 실시하는 병원이 20개(23.4%), 연간 1회 실

시하는 병원이 19개(14.8%)순으로 조사되었다. 

사용부서와 관리부서간의 물품명칭이 통일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87개 병

원(68.0%)이 통일되어 있다고 답변하 고 31개 병원(24.2%)은 물품명칭에 대한통

일이 안되어 있다고 답변하 다.

자동발주 실시여부에 있어서는 56개 병원(43.8%)가 실시하고 있었으며, 72개 

병원(56.2%)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물품관리방식에 있어서는 적정재고 관리

방식을 이용하는 병원이 50개(39.0%)이며, 수탁관리 실시병원은 43개(33.3%)이었

다.  

물품관리부서와 OCS가 연계되어 있는 부서는 중앙공급실 이라고 응답한 병

원이 31개(25.4%)로 가장 많았다(중복응답 고려하지 않음). 그리고 소모부진품목 

파악주기에 대한 조사결과, 6개월마다 실시하는 병원이 32개(25.0%)로 가장 많았

고, 매월 실시하는 병원이 그 다음으로 28개(21.9%) 다. 구입요구서 결재기간은 

3일 이상 이라고 응답한 병원이 64개(50.0%) 고 그 다음으로 2일이라고 응답한 

병원이 47개(36.7%)로 조사되었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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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재고물품관리 현황 

병원수 백분율(%)

    재고물품 전담부서

  총무∙서무과 14 10.9

중앙공급실 21 16.4 

관  리  과 56 43.8

구  매  과 16 12.5

구매관재과 16 12.5

기      타  5  3.9

재고물품 규격별 수량

200개 미만 14 11.4

200∼399개 24 19.5

400∼599개 22 17.9

600∼799개 11 8.9

800개 이상 52 42.3

    연간 재고조사 회수

         1회 19 14.8

         2회 30 23.4

         3회 12 9.4

         4회 13 10.2

         5회 이상 50 39.1

         무 응 답 4  3.1

    물품명칭 통일성 여부 

         예 87 68.0

         아 니 오 31 24.2

         무 응 답 10  7.8

    자동발주 실시 여부

         실시한다 56 43.8

         실시하지 않는다 72 56.2

    물품관리방식

         적정재고관리 50 39.0

         수탁관리 43 33.3

         무재고관리 28 22.0

         기    타  7  5.7

   계 128 100.0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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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수 백분율(%)

 물품관리부서와 OCS연계부서

     수  술  실  31 24.4

     중앙공급실  32 25.4 

     병      동  28 22.0

     외      래   6  4.3

     검  사  실  26 20.6

     기      타   5          3.3

 소모부진품목 파악 주기 

     안  한  다 11  8.6

     매      월 28 21.9

     3   개  월 23 18.0

     6   개  월 32 25.0

     1       년          24         18.7

    무  응  답 10 7.8

 구입요구서 결재기간

     당      일 15 11.7

     2       일 47 36.7

     3 일 이 상 64 50.0

    무  응  답  2  1.6

계   128        100.0

 다. 재고물품관리 전산화 및 외주

연구대상병원중 설문에 회신한 전국 128개 종합병원의 재고물품관리에 대한 

전산화와 외주를 조사한 결과 전산화는 보통이상 잘되어 있는 병원이 100개

(78.1%)이었고, 전산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물품명의 표준화 및 코드

화를 꼽은 병원이 43개(33.6%)로 가장 많았다. 외주를 시행중인 병원은 13개

(10.2%) 으며, 만약 시행한다면 시행가능한 분야를 선택해달라는 설문에서는 창

고관리 및 수배송이라고 응답한 병원이 32개(25.0%)로 응답한 병원중에서는 가장 

많았고, 그외 수배송만 가능하다가 31개(24.2%), 병원물류관리 전체가 가능하다는 

병원이 28개(21.9%)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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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재고물품관리의 전산화 및 외주

병원수  백분율(%)

 전산화 정도

    전혀 되어 있지 않다    8   6.2

    별로 되어 있지 않다   10   7.8 

    보통  이다   45  35.2

    잘 되어 있다   45  35.2

    매우 잘 되어 있다   10         7.8

    무  응  답   10   7.8

 전산화 중요항목 

    물품명의 표준화, 코드화          43  33.6

    창고와 사용부서의 연계          20  15.6

    당일 재고현황조회  14  10.9
     OCS와 재고관리시스템의 연계  17  13.3

    재고자산 전산청구 시스템  17  13.3

    무  응  답          17         13.3

 외주 시행 여부

    시  행  중 13  10.2

    미  시  행 89  69.5

    시 행 예 정          6         4.7

    무  응  답         20        15.6

외주 시행예정 혹은 가능한 분야

    병원물류관리  전체         28         21.9

    창고관리 및 수배송         32         25.0

    수  배  송         31         24.2

   무  응  답        37         28.9

           계          1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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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고물품관리 실태 분석

 가. 병상규모에 따른 전산화 실태분석 

병상규모에 따른 재고물품관리의 전산화 실태를 분석해본 결과, 전산화가 잘 

안된 병원은 18개로 이중 병상규모 400병상 미만인 병원이 12개(66.7%)이었고, 

전산화가 잘 된 병원은 54개 으며 이중 병상규모가 400병상 이상인 병원이 36개

(66.7%)이었다. 

두 그룹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400병상 이상의  병원이 

400병상 미만의 병원보다 전산화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0).

 

표 10. 병상규모에 따른 전산화 실태비교 

단위 : 개 병원(%)

전산화정도
잘 안 됨 보  통 잘  됨 합 χ

2
-value

병상규모

400병상 미만 12(66.7) 21(48.8)   18(33.3)   51(44.4) 6.639*

400병상 이상   6(33.3) 22(51.2)   36(66.7)    64(55.6)

계  18(100.0)  43(100.0)  54(100.0) 115(100.0)

   *: P<0.05

 나. 자동발주 실시 여부에 따른 재고보유량 실태분석 

자동발주 실시 여부에 따른 재고보유량 실태분석 결과, 재고량 보유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자동발주를 실시하지 않는 병원

에 있어서 재고량은 3주일분 이상이 38개(59.4%)로 가장 높았고 자동발주를 실시

하는 병원중에서는 2주일 분량 보유가 16개(44.4%)로 가장 높았다.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자동발주를 실시하는 병원은 실시하지 않는 병원

에 비하여 재고 보유량이 적었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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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자동발주 실시 여부에 따른 재고 보유량 실태비교

단위 : 개 병원(%)

재고보유량 
1주일분 2주일분 3주일분 이상 합 χ

2
-value

자동발주

실시함 11(44.0) 16(44.4)  26(40.6)   53(42.4)  0.170

실시하지 않음 14(56.0) 20(55.6)  38(59.4)   72(57.6)

계 25(100.0) 36(28.8) 64(100.0) 125(100.0)

 다. 외주 시행 여부에 따른 관리운  실태분석 

외주 실시여부에 따른 재고물품 관리운  실태분석 결과, 100병상당 재고물품 

관리부서의 인원은 외주를 시행하지 않는 병원이 1.10명이고 시행하는 병원이 

0.88명으로 두 그룹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외주를 시행하지 

않는 병원이 시행하는 병원에 비하여 관리부서의 인원이 많았다. 

100병상당 물품창고 면적은 외주를 시행하지 않는 병원이 17.97평이고 시행하

는 병원이 9.36평으로 두 그룹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외주

를 시행하지 않는 병원이 시행하는 병원에 비하여 창고의 면적이 넓었다.

 그러나 100병상당 물품공급 인원은 외주를 시행하지 않는 병원이 1.08명이고 

시행하는 병원이 0.69명으로 두 그룹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12. 외주 시행 여부에 따른 관리운  실태 비교    

단위 : 평균±표준편차

100병상당
관리부서 인원 물품창고 면적 물품공급 인원

구  분

외주시행 여부     t=2.06
*

   t=2.72
*

  t=1.82

미 시 행 1.10±0.65 17.97±21.69   1.08±1.47

시    행 0.88±0.51    9.36±6.90   0.69±0.53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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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전산화 정도에 따른 관리운  실태분석 

전산화 정도에 따른 재고물품 관리운  실태분석 결과, 100병상당 재고물품 

관리부서의 인원은 전산화가 잘 안된 병원이 1.12명이고 보통이 0.92명, 잘 된 병

원이 0.94명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100병상당 물품창고 면적에 있어서는 전산화가 잘 안된 병원이 이 14.86평이

고 보통인 병원이 17.65평, 전산화가 잘 된 병원이 9.31평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100병상당 물품공급 인원에서는 전산화가 잘 안된 병원이 1.46명이고 

보통인 병원이 0.86명, 잘 된 병원이 0.57명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어다. 즉 전산화가 잘 안된 병원이 잘 된 병원에 비하여 물품공급 인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표 13).

표 13. 전산화 정도에 따른 관리운  실태비교

단위 : 평균±표준편차 

100병상당
관리부서 인원 물품창고 면적 물품공급 인원

구  분

전산화 정도     F=0.81    F=2.86   F=4.66
*

잘 안 됨 1.12±0.64 14.86±14.35   1.46±2.18

보    통 0.92±0.59 17.65±23.22   0.86±0.74

잘    됨 0.94±0.54     9.31±6.39   0.57±0.5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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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병상규모에 따른 물품관리방식 실태분석 

병상규모에 따른 물품관리방식의 실태분석 결과, 적정재고관리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병원은 61개이며, 이중 병상규모 400병상 미만인 병원이 25개(41.0%)이었

고 400병상 이상인 병원이 36개(59.0%)로 400병상 이상인 병원이 적정재고관리를 

실시하는 병원이 많았으나 두 그룹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수탁관리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병원은 52개이며, 이중 병상규모 400병상 미만

인 병원이 15개(28.9%) 고 400병상 이상인 병원이 37개(71.1%) 다. 또한 무재

고관리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병원은 35개이며, 이중 400병상 미만인 병원이 15개

(42.8%) 고 400병상 이상인 병원도 20개(57.2%)로 차이가 없었다. 수탁관리 및 

무재고관리는 400병상 미만인 병원과 400병상 이상인 병원 두 그룹간에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14. 병상규모에 따른 물품관리방식 비교

단위 : 개 병원(%)

 물품관리방식
적정재고 수탁관리 무재고 기  타 합 χ

2
-value

병상규모

400병상 미만 25(41.0) 15(28.9) 15(42.8)  4(50.0)   59(37.8)   2.923

400병상 이상  36(59.0) 37(71.1) 20(57.2)  4(50.0)   97(62.2)

계 61(100.0) 52(100.0) 35(100.0) 64(100.0) 12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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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병상규모에 따른 물품공급방식 실태분석 

병상규모에 따른 물품공급방식의 실태분석결과, 청구수량 공급방식을 실시한

다는 병원이 111개로 이중 병상규모 400병상 미만인 병원이 50개(45.1%)이었고 

400병상 이상인 병원이 61개(54.9%)로 400병상 이상인 병원에서 청구에 의한 물

품공급을 실시하는 병원이 많았으나 두 그룹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카트 교환방식에 있어서는 응답병원 5개중 병상규모 400병상 미만인 병원이 1

개(20.0%) 고 400병상 이상인 병원이 4개(80.0%) 다. 또한 정수(정량) 보충방식

에 있어서는 응답병원 24개중 400병상 미만인 병원이 8개(33.3%) 고 400병상 이

상인 병원이 16개(66.7%) 다.

정수(정량) 공급방식에 있어서는 응답병원 11개중 병상규모 400병상 미만인 

병원이 5개(45.5%) 고 400병상 이상인 병원이 6개(54.5%) 다.  하지만 병상규

모별 두 그룹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15).

표 15. 병상규모에 따른 물품공급방식 비교

단위 : 개 병원(%)

물품공급방식  청구수량

 공급방식

카트교환

방    식

정수(정량)

보충방식

정수(정량)

공급방식
합 χ2 값

병상규모

400병상 미만 50(45.1) 1(20.0) 8(33.3)  5(45.5)  64(42.4)
  

2.195

400병상 이상 61(54.9) 4(80.0) 16(66.7)  6(54.5)  87(57.6)

계 111(100.0) 5(100.0) 24(100.0) 11(100.0) 15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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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고물품관리 특성별 만족도 및 인식도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만족도 및 인식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재고물품관리의 만족도와 인식도에 대한 차이를 비

교하고자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 다(표 16).

만족도 차이분석 결과, 학력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대학원졸업 

이상의 학력자가 3.65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전문대졸 학력자가 3.12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고학력자 일수록 재고물품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인식도 평가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1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 및 인식도   

단위: 평균±표준편차 

특     성  만  족  도  인  식  도 

응답자의 직책       F=2.26         F=0.10

      과장급 이상 3.45±0.59 4.08±0.41

      계장급 3.25±0.56 4.03±0.50

      계원ㆍ담당 3.16±0.56 4.06±0.36

응답자의 직종       F=4.57         F=1.65

      사무ㆍ행정직 3.21±0.58 4.05±0.45

      간호직 3.73±0.54 4.31±0.29

      기타 2.95±0.37 4.00±0.43

응답자의 성       t=-0.88         t=-1.65

      남 3.21±0.55 4.01±0.41

      여 3.31±0.62 4.15±0.49

응답자의 학력       F=3.11
*

        F=1.63

      고    졸 3.12±0.52 3.98±0.72

      전문대졸 3.17±0.49 4.09±0.37

      대    졸 3.21±0.57 4.00±0.36

      대학원졸 이상 3.65±0.67 4.25±0.52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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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구대상병원의 병상규모별 만족도 및 인식도 

연구대상병원의 병상규모를 400병상 미만과 400병상 이상의 두 그룹으로 나누

어 두 그룹간 병상규모별 재고물품관리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도를 t-test로 분

석한 결과, 병상규모별 만족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인식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00병상 미만인 병원의 만족도가 3.11점인데 반하여 400병

상 이상인 병원에서는 만족도 점수가 3.38점으로 조사되었다. 400병상 미만인 병

원보다 400병상 이상인 병원이 재고물품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표 17. 연구대상병원의 병상규모별 만족도 및 인식도 

단위 : 평균±표준편차

특     성        만 족 도          인 식 도  

병상규모       t=-2.66
**

       t=-1.22

   400병상 미만 3.11±0.52 4.01±0.46

   400병상 이상 3.38±0.58 4.10±0.40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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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재고물품관리 일반특성별 만족도 및 인식도

재고물품관리의 일반특성에 따른 응답자의 만족도 및 인식도를 알아보고자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만족도는 구입서류의 결재기간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인식도는 모든항목에서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물품명칭 표준화, 연간 재고조사 실시회수, 소모부진품목 파악주기, 물품관

리방식 및 자동발주 실시여부의 구분에 따라 만족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특히 물품명칭이 표준화되어 있는 병원이 그렇지 않은 병원보다 만족

도가 높았고, 자동발주 실시여부의 경우 자동발주를 실시하지 않는 병원보다 자

동발주를 실시하는 병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연간재고조사 실시회수에서는 

5회인 병원이, 소모부진품목 파악주기에서는 매월 실시하는 병원이, 그리고 물품

관리방식에서는 적정재고관리를 시행하는 병원이 다른 경우보다 만족도가 높았

다.

재고물품관리의 일반특성에 따른 응답자의 인식도 평가에서는 물품명칭 표준

화, 연간 재고조사 실시회수, 자동발주 실시 여부, 소모부진품목 파악주기, 물품관

리방식 및 물품구입요구서 결재기간 등의 모든 항목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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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재고물품관리의 일반특성에 따른 만족도 및 인식도 

단위 : 평균±표준편차

일 반 특 성  만  족  도  인  식  도 

물품명칭 표준화       t=3.72
**`

      t=0.08

      예 3.35±0.56        4.06±0.47

      아니오 2.93±0.48        4.05±0.40

연간 재고조사 실시회수       F=3.09
*`

       F=2.08

      1회 3.10±0.51        4.01±0.33

      2회 3.20±0.40 4.04±0.35

      3회 2.86±0.36 3.85±0.45

      4회 3.19±0.56 3.87±0.72

      5회 3.41±0.63 4.16±0.42

자동발주 실시 여부 t=-3.47
***`

        t=0.32

      안한다 3.05±0.47 4.06±0.48

      한  다 3.38±0.61 4.04±0.41

소모부진품목 파악주기        F=2.50
*

        F=2.50

      안한다  2.98±2.98 3.98±0.49

      매  월   3.51±0.66 4.11±0.47

      3 개월  3.14±0.47 3.90±0.38

      6 개월  3.17±0.50 4.08±0.51

      1  년  3.27±0.59 4.17±0.36

물품관리방식        F=5.31
**

        F=0.44

      적정재고관리  3.43±0.60 4.08±0.40

      수탁관리  3.36±0.56 4.13±0.40

      무재고관리  3.08±0.52 4.06±0.39

      기    타  2.80±0.52 4.01±0.33

물품구입요구서 결재기간        F=2.26         F=0.34

      당  일  3.38±0.67 4.14±0.37

      2∼3일  3.35±0.57 4.04±0.35

      3일 이상  3.14±0.54 4.04±0.5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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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외주 시행 여부에 따른 만족도 및 인식도

재고물품관리의 외주시행에 따른 응답자의 만족도 및 인식도를 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한 결과, 만족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인식

도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만족도에서 외주를 시행하는 병원이 3.76점, 시행하지 않는 병원이 3.19점으로 

외주를 시행하는 병원이 시행하지 않는 병원에 비하여 만족도 점수가 높았다. 

표 19. 외주 시행 여부에 따른 응답자의 만족도 및 인식도 

단위 : 평균±표준편차

외  주  화  만  족  도  인  식  도 

외주시행여부       F=6.48**        F=1.55

       시 행 중 3.76±0.60 4.26±0.38

       미 시 행 3.19±0.52 4.05±0.39

       시행예정 3.15±0.48 4.09±0.4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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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전산화 정도에 따른 만족도 및 인식도

재고물품관리의 전산화 정도에 따른 응답자의 만족도 및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만족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나 인식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산화가 잘 안된 병원 만족도 점수가 2.83점, 보통인 병원이 3.06점이며 잘 

된 병원의 점수는 3.59점으로 전산화 정도에 따라 만족도에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20).

표 20. 전산화 정도에 따른 응답자의 만족도 및 인식도 

단위 : 평균±표준편차

전  산  화  만  족  도  인  식  도 

전산화 정도  F=23.92
***

        F=0.39

안  됨 2.83±0.45 4.00±0.45

보  통 3.06±0.45 4.03±0.52

잘  됨 3.59±0.52 4.09±0.37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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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고물품관리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도

재고물품관리에 대한 응답자의 만족도의 전체 평균은 3.24이며, 이중에서 물품

공급방식의 선진화(2.94)와 재고물품관리의 외주(1.94)항목은 만족도가 낮은 편이

었다. 

그러나 인식도의 경우 전체 평균이 4.05로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특히 사

용부서 재고관리(4.40)와 경 층의 관심도(4.34) 및 물품명칭 표준화, 코드화(4.28) 

는 인식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재고물품관리에 대한 인식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나 이중에서 재고물품의 외주는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3.01)되었다. 인식도가 

낮게 조사된 주요 원인은 재고물품의 외주에 대한 정보부족과 재고관리를 외주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표 21. 재고물품관리에 대한 응답자의 만족도 및 인식도   

                                                  단위 : 평균±표준편차  

항    목      만 족 도          인 식 도  

 적정재고량 설정 및 적용 3.38 ± 0.82 4.16 ± 0.65

 물품명칭 표준화, 코드화 3.45 ± 0.89 4.28 ± 0.64

 물품공급방식의 선진화 2.94 ± 0.93 4.08 ± 0.74

 물품관리방식의 개선 3.12 ± 0.82 4.05 ± 0.69

 물품관리 외주 1.94 ±  1.11 3.01 ± 1.06

 정기재고조사 3.76 ± 0.77 4.16 ± 0.64

 소모부진품목 처리 3.27 ± 0.95 4.17 ± 0.68

 서류 결재기간 3.38 ± 0.84 3.86 ± 0.71

 검수시스템 3.39 ± 0.89 4.02 ± 0.70

 사용부서 재고관리 3.10 ± 0.87 4.40 ± 0.58

 관리부서장의 리더쉽 3.57 ± 0.72 4.27 ± 0.64

 경 층의 관심도 3.48 ± 0.80 4.34 ± 0.66

 평       균   3.24 ± 0.57 4.05 ±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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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고물품관리 특성과 만족도 및 인식도의 상관분석

재고물품관리 특성과 만족도 및 인식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령과 만

족도 간에는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한 선형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또한 100병상

당 물품공급인원과 만족도 간에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선형적인 관련성이 있었

으나, 나머지의 재고물품관리 특성과 만족도 및 인식도와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선형적인 관련성은 없었다. 

표 22. 재고물품관리 특성과 만족도 및 인식도 간의 상관관계

                                               단위 : 상관계수(P-value)

연 령 100병상당 병원근무 부서근무

관리부서 창고면적 공급인원 기    간 기    간

인    원

만족도  0.196
***

-0.040 -0.040 -0.189
*

0.147 0.114

(0.000) (0.664) (0.677) (0.042) (0.100) (0.216)

인식도  0.019 0.001 0.092 -0.104 0.032 -0.033

 (0.832) (0.991) (0.334) (0.268) (0.717) (0.724)

*: P<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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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고물품관리 만족도 및 인식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재고물품관리 특성별로 만족도 및 인식도에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병원 특성 및 재고물품관리 특성 항

목을 독립변수로 하고 만족도와 인식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 다(표 23).  재고물품관리특성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R-square값이 0.52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에 의해 52%가 설명됨을 알 수 

있었다. 독립변수들 중 재고물품관리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주는 변수들은 성

(性)과 물품명칭 통일여부, 서류 결재기간, 외주 및 전산화 정도이었다. 서류결재

기간은 당일결재에 비해 2∼3일의 결재기간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는 -0.19배

이고, 당일결재에 비해 4일이상의 결재기간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는 -0.46배이

다. 즉 결재기간이 증가될수록 재고물품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외주화에서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외주를 실시하는 병원에 비해 실시

하지 않는 병원의 만족도 평균점수는 0.58배 이다. 즉 외주를 실시하지 않는 병원

보다 실시하는 병원의 만족도 분포가 유의하게 높다.

재고물품관리 특성에 따른 인식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100병상당 물품

창고면적이 유의한 변수 고, R-square값이 0.20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에 

의해 20%가 설명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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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재고물품관리 만족도 및 인식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단위 : 회귀계수(표준오차)

변  수 만 족 도 인 식 도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연령 0.02(0.01)     0.01(0.01)

   성(기준: 남자) 0.00(0.12)
*

    0.17(0.11)

병원의 일반적 특성

   병상규모(기준: 400병상 미만)   -0.02(0.11)     0.10(0.11)

   100병상당 관리부서인원   -0.01(0.11)    -0.04(0.11)

   100병상당 물품창고면적    0.00(0.00)     0.01(0.00)
*

   100병상당 물품공급인원    0.02(0.05)    -0.02(0.05)

   자동발주 여부(기준: 실시)    0.20(0.11)    -0.07(0.11)

   물품명칭 통일여부(기준: 실시)   -0.30(0.13)
*

    0.02(0.12)

   결재기간(기준: 당일)   

      2∼3일   -0.19(0.18)    -0.03(0.17)

      4일 이상   -0.46(0.18)
*

   -0.07(0.17)

외주화(기준: 실시)

   미시행    0.58(0.16)
***

    0.29(0.15)

   시행예정    0.03(0.20)    -0.02(0.18)

전산화(기준: 안됨) 

   보  통   -0.02(0.15)     0.02(0.14)

   잘  됨    0.40(0.16)
*

    0.03(0.15)

F값    5.00***     1.13

R-square    0.52     0.20

*: P<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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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종합병원 재고물품관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재고물품관리특

성에 따라 재고물품관리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

고 2002년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전국 종합병원 재고물품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재고물품관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병원의 

일반적 특성, 재고물품관리의 일반적 특성 및 재고물품관리 특성별 만족도와 인

식도를 조사하 으며, 전국 128개 종합병원에서 설문에 응답하 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병원의 일반적 특성에서 병상규모에 대한 중앙값을 

기준으로 하여 400병상 미만과 400병상 이상의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조사하

다. 설문에 응답한 128개 종합병원중 400병상 미만이 71개이고 400병상 이상이 

57개로 조사되었다. 이연희(2001)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달리 병상규모가 150병상

이상인 2차 진료기관과 3차 진료기관을 대상으로 200병상 이하, 2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및 500병상 이상의 네 그룹으로 나누

어 설문내용을 분석하 고, 응답병원수는 88개 다. 홍권희(1999)의 연구에서는  

3차 진료기관 24개 병원을 대상으로 구매부문과 관리부분을 비교하 는데 의료비

용 구성비가 평균(35.6%) 이하의 병원을 우수성이 입증되는 A그룹의 병원, 그리

고 평균(35.6%) 이상의 나머지 병원을 B그룹으로 구분하 다. 또한 중앙공급실 

의료소모품 관리실태에 관해서 연구한 이기순(1990)은 전국 103개 병원 및 종합

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는데 병상규모에 따라 여섯개 그룹으로 구

분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설문지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이연희(2001)연구에서는 연구대상 병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병원의 진료재료 재고관리 실태 분석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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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일반적 특성 및 재고물품관리의 일반적 특성과 비슷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이기순(1990)의 연구에서는 재고물품의 청구, 보관 및 불출 등 재고관리에 대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중앙공급실에 한정하여 설문지가 작성되었다. 본 연

구에서는 병원의 일반적특성이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일치하나 종합병원의 재고

물품관리에 중점을 두어 관리특성과 전산화 및 외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분석방법에 있어서 의료소모품을 중심으로한 병원 재고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연구한 남신우(1987)는 시행하고 있는 의료소모품의 재고관리방법과 계량

적 재고관리 방법을 비교 분석하 는데 의료소모품의 구성비를 분석하고 실제사

용량과 재고량 등의 분석, 재고관리 모형에 의한 경제적 발주량 등의 산출 및 실

적치와 계산치를 비교분석하 다. 병원 구매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구매 및 재

고관리 시스템 구현을 연구한 허명원(1998)은 품목별 안전재고량, 재주문점 및 경

제적 주문량을 분석하 다. 의료소모품의 공급방식에 관해서 연구한 주홍순(1992)

은 병동의 재고량의 변화가 있었는가는 변경전 재고수량과 변경후 재고수량을 비

교하여 검토하 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적 특성과 그 특

성별 차이를 알아보았으며, 각 변수별로 만족도와 인식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

정하 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설문지상의 재고물품관리 요인선정은 전문가 

및 실무자의 조언을 토대로 하 으나 모든 병원에 일반화하는데는 무리가 따른다

는 점이다. 병상규모가 다양하고 병원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설문에 대

한 답변내용중 일부 중복응답이 있어 통계처리시 중복응답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셋째, 재고물품관리에 대한 실태조사시 병상규모에 따라서 세분화하지 못 

하 으며, 마지막으로 재고물품관리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진하여 본 연구결과와

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웠다. 

그러나 연구대상병원이 2차, 3차 진료기관 혹은 중앙공급실에 국한된 종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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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비교하여 볼 때 연구대상 및 자료나 연구방법에서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극

복한 연구로 이해된다.

특히 본 연구는 전국 종합병원의 재고물품관리실태에 관한 현황을 기술적으로 

조사하여 공통적인 현상을 찾아내고 재고물품관리자의 재고물품관리에 대한 만족

도 및 인식도를 조사하여 재고물품관리에 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종합병원 재고물품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도록 하 다.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병원경 환경의 어려움과 효율적인 병원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적정재고량을 설정 및 적용하여 비용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재고물품관리가 절실하다. 종합병원의 직원들은 재고물품의 중요성에 대해서 크

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고물품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효율

적인 재고물품관리가 되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

다. 

전국 3차 진료기관 41개 병원에 대하여 진료재료의 관리 및 구매행태에 관한 

연구(홍권희, 1999)에 의하면 대부분의 주요병원들이 자동구매시스템과 선진화된 

물품공급방식을 체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었다. 홍권희의 연구는 

구매행태 측면에서 조사되었지만 정량(정수)보충방식 혹은 정량(정수)공급방식을 

사용하는 병원이 많지 않았음은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물품공급방식의 정량보충방식에 있어서 주홍순(199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병

동에서 보유하는 물품의 재고금액을 기준으로한 일평균 재고일수가 변경전 13.6

일에서 변경후 7.0일로 짧아진 것으로 조사되어 물품공급방식을 개선하기를 제언

하 다. 또한 중앙공급실 의료소모품 관리실태에 관한 연구(이기순, 1990)에서는 

전통적인 물품청구방식보다 선진화된 정수보충제도 혹은 물품차 교환방식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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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방안을 제시하 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물품공급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2.94점으로 전체 평균 3.24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물품공급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수(정량)보충방식 혹은 정수(정

량)공급방식과 같은 공급방식에 있어서 선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동발주 실시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43.8%가 실시한다고 

조사되었으나, 시행중인 병원이 21.8%로 조사된 이연희(2001)의 연구결과와는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이연희의 연구는 전국 150병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하

으며, 응답병원의 77%가 2차 진료기관으로 3차 진료기관 보다는 자동발주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병원재고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연구한 남신우(1987)에 의하면, 효

율적인 재고관리를 위해서는 자동구매제도 및 컴퓨터에 이한 재고관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제언하 다. 본 연구에서도 전산화가 잘 안된 병원은 만족도의 점수

가 2.83점, 보통인 병원이 3.06점이며 잘된 병원의 점수가 3.59점으로 전산화 정도

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주화에 대한 선행연구중 남재일(1998)에 의하면, 조사대상 36개 병원중 4개 

병원만이 정기소모품 공급과 세탁의뢰 등에서 외주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 으며, 

외주 시행 가능분야도 수배송만 실시하는 것이 가장 많은 응답내용이었다. 이는 

병원 물류 전체나 창고관리 등의 직접적인 업무는 외주화를 꺼려 하고 있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외주를 실시하는 병원은 연구대상 128개중 13

개로 10.2%에 불과하 다. 그러나 만족도에 있어서는 외주를 시행하는 병원이 

3.76점, 시행하지 않는 병원이 3.19점으로 외주를 시행하는 병원이 시행하지 않는 

병원에 비하여 만족도 점수가 높았다. 이와 같이 재고물품관리 외주실시여부가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재고물품관리의 외주를 시행

하는 병원은 많지 않은데 그 이유는 외주에 대한 정보부족, 외주업체의 계속성 

불안(부도, 파산 등) 및 관리의 질 저하 우려 등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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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종합병원의 재고물품관리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고물품관리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재고물품관리자의 만족도 및 인식

도를 조사하 다. 

설문지에 대한 사전조사는 조사내용을 확정한 후 2002년 4월 8일부터 11일까

지 경인지역 종합병원 재고물품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 으며, 본 조사는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실시하 다. 이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구성은 연구대상

병원 및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재고물품관리 일반적 특성, 외주, 전산화 정도 및 

재고물품관리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도 문항이며, 전체 7개 부문 총 53개의 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각 설문지의 문항은 재고물품관리에 관한 관련 책자와 기존 발

표된 연구논문을 참고로 하여 개발하 으며 설문지 내용의 타당도는 실무담당자

와 전문가의 조언을 얻은 후 사전조사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하 다.

총 표본의 크기는 전국 종합병원 276개 으며, 이중 247개 병원에 설문지를 

발송하 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설문지를 발송한 후 전화로 별도의 부탁을 하

여 이중 128명이 응답하 고 51.8%의 회수율을 보 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종합병원 재고물품관리 실태를 보면, 400병상 미만의 병원보다 400병상 이

상의 병원이 전산화가 잘되어 있었으며, 외주를 시행하지 않는 병원이 시행하는 

병원에 비하여 100병상당 관리부서 인원이 많았고 창고의 면적도 넓었다. 그리고 

전산화가 잘 안된 병원이 잘 된 병원에 비하여 100병상당 물품공급 인원이 많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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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고물품관리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도 분석결과, 응답자의 만족도 전체 평

균은 3.24이며, 이중에서 물품공급방식의 선진화(2.94)와 재고물품관리의 외주

(1.94)항목은 만족도가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인식도의 경우 전체 평균이 4.05로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보면, 이는 고학력자 일수록 

재고물품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병상규모별 만족도 

및 인식도 분석에서는 400병상 미만 그룹의 만족도가 3.11점인데 반하여 400병상 

이상인 그룹에서는 만족도 점수가 3.38이었다. 이는 400병상 미만의 병원보다 400

병상 이상의 병원이 재고물품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다. 물품명칭이 표준화되어 있는 병원이 그렇지 않은 병원보다 만족도가 높았고, 

자동발주를 실시하는 병원이 실시하지 않는 병원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연간재고

조사 실시회수에서는 5회인 병원이, 소모부진품목 파악주기에서는 매월 실시하는 

병원이 그리고 물품관리방식에서는 적정재고관리를 실시하는 병원에서 다른 경우

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외주를 시행하는 병원이 시행하지 않는 병원보다 만족도

가 높았으며, 전산화가 잘 안된 병원보다 잘 된 병원의 만족도가 높았다.

3. 재고물품관리 특성과 만족도 및 인식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령과 

만족도 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선형적인 관련성이 있었으며, 100병상당 물

품공급인원과 만족도 간에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선형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재

고물품관리 특성별 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R-square값이 0.52로 모형

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에 의해 52%가 설명됨을 알 수 있었다. 독립변수들 중 재

고물품관리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주는 변수들은 성(性)과 물품명칭 통일여부, 

서류 결재기간, 외주 및 전산화 정도이었다.  서류결재기간이 증가될수록 재고물

품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외주를 실시하지 않는 병원보다

실시하는 병원의 만족도 분포가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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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몇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자동발주를 포함한 재고물품관리의 전산화 구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동발주는 적정재고량 설정 및 적용과 접한 관계가 있으며, 병상규모에 

상관없이 재고물품관리의 전산시스템 구축은 병원경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

항으로 판단된다.

둘째, 재고물품관리에 대한 외주실시이다. 연구대상 128개 병원중 외주를 시행

하고 있는 병원은 13개(10.2%)에 불과하나 만족도에 있어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인다. 외주를 시행하는 병원은 많지 않지만, 만족도 점수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실시방법과 범위에 있어서 병원실정에 맞게 접근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셋째, 물품관리부서와 사용부서 간의 물품명칭 통일이다. 연구대상 128개 병원

중 31개(24.2%)는 아직도 물품명칭이 통일되지 않았다. 물품공급부서와 사용부서

간의 명칭이 통일되지 않으면 물품공급 및 사용에 있어 혼선을 빚으므로 공식적

으로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여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막아야 할 것이다.

넷째, 물품공급시스템을 보면 사용부서의 청구로 인한 물품공급이 일반적인 형

태인데 병원의 특성에 따라 결재기간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자주 

사용하는 재고물품의 경우에는 결재기간을 최소화하여 물품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물품관리방식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적정재고 관리방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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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재고(사후 정산제도) 및 무재고(납품업체에서 물품관리부서를 거치지 않고 사

용부서로 배송) 관리방식이 그것이다. 각 병원에서는 병원의 사정에 맞는 관리방

식을 체택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물품공급방식의 선진화 또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종전의 방법이 청

구에 의한 물품공급이었다면 선진 물품공급방식은 정수(정량) 공급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물품을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청구업무가 감소하여 진료에 주력할 수 있

으며, 관리부서에서는 사용부서의 재고관리까지 수행하므로 좀더 효율적인 재고관

리가 되는 것이다. 

일곱째, 마지막으로 경 층의 관심도를 들 수 있다. 앞서 언급된 연구결과와 같

이 다양한 방법의 재고물품관리 효율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경 층의 실행의지

가 미약할 경우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종합병원의 재고물품관리 선진화를 이루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병원경 진의 의지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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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종합병원의 재고물품관리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과중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의료원에 근무하며,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병

원행정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종합병원의 재고물품관리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여 재고

물품 관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고안되었습니다.

  설문지 내용은 옳고 틀린 답이 없으며 오직 선생님의 경험이나 지식

을 바탕으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컴퓨터로 처리

되어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뿐 어떤 다른 목적에도 이용되지 않음

을 약속 드리며 질문의 내용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내용이 있더

라도 성의껏 응답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지는 FAX, 동봉된 봉투 혹은 E-mail상의 “ 보낸사람에게 회신” 을 

이용하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병원의 발전과 귀하의 가정에 번영을 기원합니다.

                            2002.   4.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병 원 행 정 학  전 공

                         차      상        준  드림 

   ※ 본 설문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다음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의료원 세브란스병원 물품관리과 물품관리계장 차 상 준

  TEL 02) 361-6411,    FAX 02) 364-2617,    HP 011-9431-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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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 병원의 재고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해당

내용을 (  )에 기입하시거나 해당항목에 √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설문조사에서 재고물품이라함은 병원사용물품중 약품과 린넨(직물)

을 제외한 의료소모품(주사기류ㆍ검사용소모품ㆍ위생재료ㆍ봉합사류ㆍ심

장수술용 특수진료재료ㆍ심도자실 재료), 인쇄물, 전산소모품 및 일반소

모품을 의미합니다.   

 1. 귀 병원의 재고물품관리는 어느부서가 전담하고 있습니까?

                                                                      

  

 2. 귀 병원 재고물품 관리부서의 인원은 몇 명입니까?              명 

 3. 귀 병원의 재고물품 분류기준은 무엇입니까?

    ( ) 여러부서(5개이상)가 공통으로 필요한 물품

    ( ) 매월 정기적으로 청구가 발생하는 품목

    ( ) 사용부서에서 요청하는 품목 

    ( ) 기타                                                         

 4. 귀 병원의 재고물품은 규격별로 몇개품목입니까?

    ( ) 200개 미만   ( ) 200～399개  ( ) 400～599개  ( ) 600～799개

    ( ) 800개 이상  

 5. 재고조사는 1년에 몇회를 실시합니까? 

    ( ) 1회  ( ) 2회(상,하반기) ( ) 3회(분기별)  ( ) 4회  ( ) 5회이상

   

 6. 사용부서와 관리부서간의 물품에 대한 명칭은 통일되어 있습니까?

    ( ) 예(☞ 7로 가십시오)            ( ) 아니오(☞ 6-1로 가십시오)

    6-1. 만약 통일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품목입니까?(복수표기 가능)

    ( ) 의료소모품      ( ) 주사기류     ( ) 검사용소모품

    ( ) 위생재료        ( ) 봉합사류     ( ) 심장수술용 특수진료재료

    ( ) 심도자실 재료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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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귀 병원의 물품 적정재고량은 어느정도 입니까?

    

    7-1. 국산물품일 경우 ( ) 1주일분미만   ( ) 1주일분  ( ) 2주일분

                          ( ) 3주일분   ( ) 1달분  ( ) 1달 보름분이상 

    7-2. 수입물품일 경우 ( ) 1주일분미만  ( ) 1주일분  ( ) 2주일분

                          ( ) 3주일분   ( ) 1달분  ( ) 1달 보름분이상 

 8. 귀 병원의 물품 적정재고량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설정되고 있습니까?

    ( ) 발주자의 경험  ( ) 경영자의 지침  ( ) 물품의 조달기간을 고려함

    ( ) 기타                                                           

 

 9. 귀 병원의 물품창고 면적은 몇평입니까?                           평

10. 귀 병원에서 시행중인 물품관리방식은 무엇입니까?(복수표기 가능)

    ( ) 적정재고관리(☞ 10-1로 가십시오)

    ( ) 수탁관리(☞ 10-2로 가십시오)

    ( ) 무재고관리(☞ 10-3로 가십시오)

    ( ) 기타                                                          

 

    10-1. 귀 병원은 품목별 자동발주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 예               ( ) 아니오      

    10-2. 수탁재고품목은 어떤 종류입니까?
        (※수탁재고: 병원재고가 아니고 납품업체 재고로서 사용하는 만큼 

                     정산하는 제도)
                      
    ( ) 의료소모품      ( ) 주사기류     ( ) 검사용소모품

    ( ) 위생재료        ( ) 봉합사류     ( ) 심장수술용 특수진료재료

    ( ) 심도자실 재료   ( ) 기타                                      

    10-3. 무재고품목은 어떤 종류입니까?
        (※무재고: 재고물품이지만 물품창고로 입고되지 않고 사용부서로

                   납품하는 제도)
                      
    ( ) 의료소모품      ( ) 주사기류     ( ) 검사용소모품

    ( ) 위생재료        ( ) 봉합사류     ( ) 심장수술용 특수진료재료

    ( ) 심도자실 재료   ( ) 기타                                     



- 53 -

11. 귀병원의 거래업체로 물품을 발주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 전화와 FAX를 이용    ( ) E-mail을 이용    ( ) 인터넷을 이용

    ( ) 기타                                                         

  

12. 귀병원 물품관리부서와 OCS(처방전달시스템)가 연계되어 있는 부서는?

    ( ) 수술실   ( ) 중앙공급실   ( ) 병동   ( ) 외래  ( ) 검사실

    ( ) 기타                                                         

13. 귀 병원에서 소모부진품목 파악은 얼마만에 실시합니까?
    (※ 본 설문조사에서 소모부진 이라함은 6개월이상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품목을 의미함)  
    ( ) 매월   ( ) 3개월    ( ) 6개월   ( ) 1년    ( ) 안한다

14. 귀 병원에서 소모부진품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복수표기 가능)

    ( ) 사용부서에 통보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 보고후 폐기처분한다

    ( ) 납품업체로 반품한다   ( ) 기타                                 

15. 귀 병원에서 물품 검수업무는 어느부서에서 담당합니까?

    ( ) 감사부서   ( ) 물품관리부서   ( ) 사용부서   ( ) 안한다   

16. 귀 병원의 물품 공급인원은 몇 명입니까?                          명  

17. 귀 병원의 물품 구입요구서 결재기간은 며칠입니까?

   ( ) 당일     ( ) 2～3일    ( ) 4～5일    ( ) 6～7일   ( )8일 이상

 

재고물품관리에 있어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중인 경우에 답하여 

주십시오.  해당하는 곳에 해당내용을 (  )에 기입하시거나 해당항목에 

√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귀 병원의 재고물품관리 전산화는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전혀되어       별로되어     보통이다      잘되어       매우잘되

    있지않다       있지않다                   있  다        어있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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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귀 병원의 물품공급방식은 무엇입니까?(복수표기 가능)

   ( ) 청구수량 공급방식  ( ) 카트 교환방식 ( ) 정수(정량) 보충방식

  ( ) 정수(정량) 공급방식   ( ) 기타                                 

20. 아래항목을 보시고 재고물품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중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ｏ(    ) 물품명의 표준화 및 코드화 

 ｏ(    ) 주창고와 중간창고(중앙공급실) 및 사용부서와의 네트워크 연계      

ｏ(    ) 당일 입출고에 따른 재고현황 조회 및 출력

 ｏ(    ) OCS와 재고관리/구매관리 시스템의 연계         

 ｏ(    ) 재고자산 전산청구시스템 구축        

                

재고물품관리의 외주화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기재해 주십시오. 

해당하는 곳에 해당내용을 (  )에 기입하시거나 해당항목에 √ 표시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재고물품관리의 외주화

  ( ) 시행(☞ 21-1로 가십시오)    ( ) 미시행(☞ 21-2로 가십시오)

  ( ) 시행예정(☞ 21-2로 가십시오)

 

  21-1. 시행되고 있다면 어느 분야입니까?

  ( ) 병원물류관리 전체(구매,재고관리,전산관리 및 수배송 등)

  ( ) 창고관리 및 수배송     

  ( ) 수배송만(병동물품 운반 등 단순업무)

  ( ) 기타                                                              

                                                                    

  21-2. 현재 예정이거나 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어디입니까?

  ( ) 병원물류관리 전체(구매,재고관리,전산관리 및 수배송 등)

  ( ) 창고관리 및 수배송     

  ( ) 수배송만(병동물품 운반 등 단순업무)

  ( ) 기타                                                              



- 55 -

재고물품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 병원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해당 항목에 √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매  우

 불만족
 불만족   보 통   만 족

  매 우

  만 족

                                  

22 적정재고량 설정 및 적용 ( ) ( ) ( ) ( ) ( )

23 재고물품 명칭 표준화 ( ) ( ) ( ) ( ) ( )

24 물품공급방식의 선진화 ( ) ( ) ( ) ( ) ( )

25 물품관리방식의 개선 ( ) ( ) ( ) ( ) ( )

26 재고물품관리의 외주 ( ) ( ) ( ) ( ) ( )

27 정기 재고조사 ( ) ( ) ( ) ( ) ( )

28 소모부진품목 처리 ( ) ( ) ( ) ( ) ( )

29 구입서류 결재기간 단축 ( ) ( ) ( ) ( ) ( )

30 검수시스템 확립 ( ) ( ) ( ) ( ) ( )

31 사용부서 재고관리 ( ) ( ) ( ) ( ) ( )

32 관리부서장의 리더쉽 ( ) ( ) ( ) ( ) ( )

33 경영층의 관심도 ( ) ( ) ( ) ( ) ( )

 

       

             

재고물품관리에 있어서 어느항목이 어느정도 중요한지에 대한 선생님

의 의견을 기재해 주십시오. 해당 항목에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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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요

없 음

중요하  

지않음
 보 통  중 요

 매 우 

 중 요

                         

   34 적정재고량 설정 및 적용 ( ) ( ) ( ) ( ) ( )

   35 재고물품 명칭 표준화 ( ) ( ) ( ) ( ) ( )

   36 물품공급방식의 선진화 ( ) ( ) ( ) ( ) ( )

   37 물품관리방식의 개선 ( ) ( ) ( ) ( ) ( ) 

   38 재고물품관리의 외주 ( ) ( ) ( ) ( ) ( )

   39 정기재고조사 ( ) ( ) ( ) ( ) ( )

   40 소모부진품목 처리 ( ) ( ) ( ) ( ) ( )

   41 구입서류 결재기간 단축 ( ) ( ) ( ) ( ) ( )

   42 검수시스템 확립 ( ) ( ) ( ) ( ) ( )

   43 사용부서 재고관리 ( ) ( ) ( ) ( ) ( )

   44 관리부서장의 리더쉽 ( ) ( ) ( ) ( ) ( )

   45 경영층의 관심도 ( ) ( ) ( ) ( ) ( )

다음은 귀하와 귀병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해당 내용을 (  )에 기입하시거나 해당항목에 √ 표시를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46. 귀 병원의 병상수는?                                          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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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귀 병원의 설립형태는?

     ( ) 학교법인  ( ) 재단법인  ( ) 의료법인  ( ) 국ㆍ공립병원

     ( ) 지방공사  ( ) 특수법인  ( ) 개인      ( ) 기타

 48. 귀하의 근무부서와 주요 업무는?

    (                    )과(팀)/ 주요업무 (                          )

 49. 귀하의 직종과 직책은?

    (                     ) (                        )

 50. 귀하께서 현 직장에 근무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현 직장에 (        )년          재고관리부서에 (        )년

 51. 귀하의 성(性)은?  ( ) 남     ( ) 여

 52. 귀하의 나이는? 만                  세  

 53. 귀하의 학력은?  ( ) 고졸  ( ) 전문대졸 ( ) 대졸 ( )대학원졸 이상

  ♥ 지금까지 성의껏 답변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본 연구결과에 대해서 회신을 원하시는 분은 받으실 주소와 성명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결과를 8월중으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받을 주소>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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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evel of Satisfaction and Awareness 
on Inventory Management in General Hospitals  

              Sang-Jun Cha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eung-Hum Yu, M.D., Ph.D.)

The level of satisfaction and level of awareness were investigated 

in people in charge of inventory management at general hospitals 

throughout Korea in order to determine factors affecting on inventory 

management for the purpose of securing basic data for effective 

inventory management in general hospitals. A structured survey to be 

filled out by the individual surveyed was distributed to people in 

charge of inventory management at 276 general hospitals in Korea 

from April 12 to May 1, 2002. The present study was done with the 

returned survey from 128 hospitals. 

We first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inventory management in 

general hospitals and then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ventory, computer networking and outsourcing) 



- 59 -

and dependent variables (level of awareness and level of satisfaction 

on inventory management). SAS Program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in which each variable was analyzed using the analysis of 

frequenc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was analyzed using 

t-test, ANOVA, χ2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As for the current status of inventory management in general 

hospitals, computer networking was established better in hospitals 

with more than 400 beds compared with hospitals with less than 400 

beds. The number of people in supply per 100 beds was more and 

storage area per 100 beds was larger in hospitals that did not use 

outsourcing compared with those that used outsourcing. The number 

of people in supply per 100 beds was more in hospitals with a not 

well established computer networking system compared with those 

with a well established computer networking system. 

 

2.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satisfaction and awareness on 

inventory management showed that the overall level of satisfaction by 

respondents was 3.24 points in a 5-point scale (1 point-extremely 

unsatisfied, 2 point-not satisfied, 3 point-tolerable, 4 point-satisfied, 

and 5 point-totally satisfied). The scores of satisfaction on the 

advanced method of supply distribution (average: 2.94 poin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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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outsourcing of inventory management (average: 1.94 points) were 

low. However, the overall score of awareness on the importance of 

inventory management was high at 4.05 point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atisfaction on inventory management 

was high in people with high level of education. According to the 

number of beds, satisfaction on inventory management was high at 

hospitals with more than 400 beds. 

3.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inventory management 

characteristics, satisfaction and awareness was analys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inear relationship was determined between age 

and satisfaction, and between the number of people in supply per 

100 beds and satisfac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satisfaction 

according to inventory management characteristics showed the 

R-square value of 0.52, indicating that th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d in the study model could account for 52% of satisfac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awareness according to inventory 

management characteristics showed the R-square value of 0.20, 

indicating that th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d in the study model 

could account for 20% of awareness. 

From these results, the effective management of inventory in 

general hospitals would need computerization of 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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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including computer-generated ordering, improvement of 

management method including outsourcing, advancement of supply 

distribution methods, and increased interest on inventory management 

by the management. Each specific subject in the present study 

needs to be examined in-depth in future studies. 

Key words : Inventory management, Level of awareness, Level of     

            satisfa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