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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 Recently, increasing of the use of medical supplies, expensive medical equipments

and related accessories led to decrease in hospital earnings, caused increasing amount of the

total stock. Therefore, most of large hospitals tried to cut costs and minimize their stock through

effective stock management. Adapting to the environmental change, we came to build MIS to do

effective stock management. Through this study, I tried to suggest for effective stock manage-

ment by using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Methods : Previously being mentioned , for this background, National Police Hospital came to

build a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in 2007. Pharmacy department in this hospital

handles about 3,648 kinds of  products like medical supplies, chemical reagents, dental materials

and so on. We categorized 3,648 kinds of products as 11 items and made systematized cords on

each of them. Also, we have changed methods on demand and supply to reduce stocks and keep

the balance of inventories. We introduced the process of making a payment after using on specific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에 의한 효율적 재고관리 방안

- 의료소모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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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병원에는 많은 종류의 의약품, 진료재료가 사용되

고 있다. 사용부서의 요구에 의해 구입되어진 물품은

관리부서를 통해 병동 등으로 불출된다. 하지만 사용

부서로 한번 불출된 물품은 소모실적 파악, 재고수준

파악, 유효기간 확인, 반품처리 등의 업무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사용자의

물품관리에 한 전문 지식의 결여, 물품관리자로서

책임감의 결여, 본래의 업무에 바빠 미쳐 물품관리

업무에 많은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등의 원인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병원 전체로서도 어디에 무엇

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물론 각 사용부

서의 물품담당 직원이 철저히 물품관리를 시행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이러한 업무자체는 의료인력 본

래의 고유업무를 압박하여 환자를 위해서 서비스해야

할 시간을 빼앗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병원에서 사용하는 진료재료 및 고가장비 소모

품의 다양화, 고급화된 신규물품의 사용이 증가됨에

and high priced materials.

Results : First, we can reduce making mistakes and omission of prescribing by categorizing of

products and systematized cords. Secondly, we can keep the optimal stock management by

decreasing  inventory of each department. The manager in pharmacy can find the current state

of using department stocks through MIS. Thirdly, we can make the best use of budget by adapt-

ing new payment method about specific and high priced materials. Finally, we made a new type

written request about equipment supplies. As a result, we can manage them effectively by fully

getting the information of equipment supplies.

Conclusion : We can check the current state of stocks by using MIS in real time. Changing

method of demand and supply led to decreasing of making mistakes and omission of prescribing

about   specific and high priced materials. It contributed to increasing of hospital funds and pro-

tecting against loss. However, bar-code system is not yet being done. If we adapt bar-code sys-

tem to stock management, we can rather manage the term of validity of medical supplies than

before.  

[Key words] medical supplie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stock management, equipment

sup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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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병원에서 사용하는 기존 물품의 재고율이 높아

지고 의료원가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병원의 의료비용 중에서 진료재

료비의 비중은 40%내외에 이르고, 미국의 경우는 물

자비용과 인건비를 포함한 물자관리 비용의 비중은

46%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병원관리에 있어서 물자

관리의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물자관리는 그 손실

이 현금형태의 인식보다 물자형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그 중요성에 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4).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병원 물류관리시스템을 도입

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효과적인 물자관리를 위한 병원 물류관리 시스템의

도입은 병원경 에 향을 줄 뿐 아니라 의료나 간호

의 질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1980년 후반부터 구

미의 병원을 모방하여 국내에서도 공급부문의

SPD(supply Processing Distribution)를 통한 프

로세스 효율화, 병원 물류업무 아웃소싱 등 물자 비

용절감을 실현하는 병원들이 두되기 시작하 다8). 

본원에서도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2007년 새로운 병원 전산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효

율적 재고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인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를구축하게되었다. 

본원이 2007년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를 구축하기 이전에는 진료재료의 다양화,

신규물품 사용증가 등으로 기존 물품의 재고율이 상

승하여 의료비용의 증가와 생산성 저하로 병원경

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어느 때 보다 효율적인 물

류체계로 그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

구되었다. 또한 그 당시 우리 병원의 물품청구방식이

발생주의 방식으로 청구부서 단위별로 재고관리가

이루어져 병원전체의 실 재고관리가 어렵고 불투명

한 실정이었다. 또한 부서별 적정재고관리가 소홀하

여 재고가 증가하게 되고 재고물품의 사장, 누수, 불

용 등이 발생하여 의료비 상승요인의 하나로 작용하

게 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 중 하나로

효율적인 재고관리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본원에서는 각 부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

를 실시간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원가절감 및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물품비용의 손실

을 최 한 방지하여 적정재고의 확보는 물론 효율적

인 물품관리체계를 시행하고자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에 의한 재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고관리 시스

템이 정착된 현 시점에서 feed back하여 MIS에 의

한 효율적인 재고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007년 MIS가 구축되면서 이전의 재고관리시스템

과 다르게 관리하게 된 각 물품에 한 마스터 관리,

표준화 된 청구방식, 물품의 특성에 따른 발주 선택,

물품 카테고리의 세분화가 본원 의료소모품의 효율

적 재고관리시스템이 정착되는데 미친 향에 해

조사, 분석하 다.

1.  물품의 특성에 따른 분류 및 물품코드 체계화

2. 일반청구, 정량보충, 처방집계의 표준화된 청구

방식으로 전환

3. 고가의 특정재료 및 의료소모품의 사후정산에

의한 발주

4. 장비소모품에 한 관리

3. 연구결과

재고관리시스템의 마스터관리에 11개(위생재료, 검

사시약, 방사선 재료, 치과재료, 임플란트, 기공, 특

정재료, 동위원소재료, 의료용 가스, 장비소모품 및

의료용소도구, 혈액)의 카테고리로 물품 을 분류

하 으며 각각의 분류에 따른 물품코드를 체계화하

다. 이로 인해 각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품목의 단

가이력, 평균 사용량, 사용 집행현황, 재고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물품코드

가 특징에 따라 체계화되고 기존 재고관리 시스템의

코드와의 연동이 가능하게 됨으로 MIS이전 문제

가 되었던 의료소모품의 처방입력오류 및 누락감소

를 기 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일괄청구방식에서 일반청구, 정량보충,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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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집계에 의한 표준화 된 물품청구방식으로 전환하

여 불출재고관리를 실시하 으며 이로 인해 부서별

과잉재고 감소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MIS실시

이전인 2005년4/4분기 병원재고자산 보유현황과

MIS가 도입된 2007년 1/4분기, MIS에 의한 재고

리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2010년 1/4분기 병원의료

소모품 재고자산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1).

MIS가 실시된 2007년 1/4분기 의료소모품 재고자

산 보유액은 구축 이전인 2005년 1/4분기에 비해

5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MIS에 의한

재고관리로 사용부서가 적정재고를 유지하게 되었으

며 이전 재고관리 시스템에서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물품의 사장, 누수, 불용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었다. 

또한 2010년 현재 의료소모품 1194종 중 452종을

정량보충 품목으로 정하여 부서별 사용한 양을 보충

해주는 정량보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EDI 코드가

부여된 품목과 고가이어서 처방입력이 누락될 경우

병원수익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 115종을 처방

집계품목으로 분류하고 처방전달시스템과 재고관리

시스템이 연계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서 처

방성 물품의 실시간 사용현황을 약제과 의료소모품

담당자가 조회 가능하게 되었으며 부서로 불출된 처

방 품목들의 현장재고 파악이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되었다(Fig.1).

고가이거나 재고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환자의

특성상 수술이후 사용한 재료에 해 정산을 실시하

년도

2005년 4/4분기

2007년 1/4분기

2010년 1/4분기

의료소모품 재고자산 보유현황(원)

981,540,453

418,774,616

417,494,956

Table 1. The present possession of medical supplies

Fig. 1 Supplying management by counting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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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형외과, 일반외과, 이비인후과, 신경외과, 안

과, 치과 등에서 사용하는 특정재료 541종의 물품명

을 (선)+품명”으로 발생시켜 사후 발주하는 사후정

산제(Fig.2)적용범위를 확 하여 재고보유금액 및

재고자산 점유율을 최소화 하고자 하 다. 이로 인해

특정재료 연간예산인 연간 약 4억 정도의 부동자금

을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위생재료에 포함되어 관리가 소홀했던 의료장비

및 수술기구의 소모품이 부분 고가이며, 비급여

품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용량과 금액

이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번 MIS로 전환

시“장비 소모품 및 의료용 소도구”의 category

로 새롭게 분류하여 의료장비 및 기구가 비치된

장소 및 용도, 월사용량 등을 기입하여 관리하기

로 하 다. 이로서 구매 요구한 소모품과 관련된

장비가 어느 부서에 있으며 어떤 수술과 관련하여

소모품을 사용하는 지 등을 의료소모품 담당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 다(Table.2).

4. 고찰

1. 인력문제

새로운 전산재고관리시스템인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에 의한 재고관리 시작과 함

께 효율적인 업무 flow를 정립하고자 기존에 약제과

에서 중앙공급실을 거쳐 각 병동으로 불출되었던 1

회용, 멸균소독 완제품 80여종을 약제과에서 직접

병동으로 불출하게 되었다.  또한 병원감염의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따라 기존에 재

소독하여 여러 번 쓰던 물품(예: nebulizer mask

등)을 1회만 쓰고 폐기하는 등 disposable(1회용) 물

Fig. 2 Management by making a payment after using on specific and high price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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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의료소모품 수시구매요구설명(의견)서



품의 사용이 량 증가하게 되었다. 기존의 구입량보

다 압도적으로 많은 물량의 입고 및 불출 업무를 현

재의 약사 1명과 사무원 1명의 인력으로는 업무 과부

하와 함께 체력적으로도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타 병원 물류관리팀의 인원확보 사례를 보면 905

병상, 외래환자 596,340명, 입원환자 29,329명 인

경우 팀장 1명, 고정자산 담당자 5명, 재고자산 담당

자 4명, 중앙창고 담당자 5명 등으로 모두 15명으로

조사되었으나 본원의 경우 2009년 현재 522병상,

외래환자 294,766명, 입원환자 135,034명으로 의

료소모품 3,648종(Table.3)의 의료소모품 관리와

구매의 일부분을 2명(약사 1인, 사무원 1인)이 감당

하기엔 턱없이 인력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재고관리

를 위해서는 충분한 증원이 요구된다 하겠다.  

2. 물류체계

현재는 의료소모품이 바코드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입∙출고 시 서류에 의해 전산으로 입력하고 있으나

입∙출고관리를 바코드로 실시한다면 실시간 재고파

악이 가능하며 효율적인 물류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바코드에 의한 의료소모품 관리를 추

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검수∙입고 지불방법 중 일부 선(先)사용 후

(後)지불 방식의 사후 정산제를 적용하는 의료소모품

의 범위를 좀 더 확 할 경우 과다재고를 미연에 방

지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물품의 표준화

특정재료를 제외한 진료재료나 의료소모품은 한 품

목에 여러 상품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표

준화하고 거래명세서를 규격화하는 것이 시급한 해

결 과제이며 최근 타 병원들이 공동구매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의해 구매와 발주가 점차 증가하

고 있는 추세여서 상품명의 표준화와 규격화된 거래

명세서의 사용은 이에 또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발

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3. 진료재료 심의위원회의 활성화

진료재료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가격,

품질, 내구성, 안전성 등 여러 가지 항목을 면 히 비

교ㆍ분석하는 진료재료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

다. 하지만 본원에서는 진료재료 심의위윈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약사위원회 규정 제5조 1항의“구입

약품 및 의료소모품의 선정 및 소모에 관한 사항”과

2항의“의약품 및 의료소모품의 소요상황 분석의 평

가에 관한 사항”에 의거 진료재료 운 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 심의하고 있다.

특히 요즈음 수가코드를 발생시킬 수 없는 장비소

모품이나 의료 기구, 수술 시 사용하는 소모품 등은

부분 수가를 받을 수 없는 품목이어서 수술료나 처

치료에 포함되거나 또는 양질의 치료 및 환자서비스

를 위한 소모품이어서 병원재정 손실에 많은 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런 품목들을 타 병원에서

는 어떻게 관리∙통제하고 있으며 병원수익 창출을

위해 어떻게 반 하고 있는지에 한 적극적인 벤치

마킹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의료보험 재정 확충을 위한 진료재료의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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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소모품의 분류

위생재료

검사시약

치과재료

기공

특정재료

장비소모품

동위원소

혈액

계

종류(개)

1,194

938

574

12

541

316

55

189

3,648

Table 3. Classifying of medical supplies



가격이 외부 환경에 의한 통제로 인해 점점 더 강화

될 것 이라고 판단되므로 구매보다는 관리 및 병원

수익에 비중을 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장비소모품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관리체계

수술재료 중 특정재료는 환자 특성상 사용하는 재

료의 종류와 품질, 규격이 매우 다양하며 가격이 상

적으로 매우 고가로‘고가의 다품종 소량 소비형

태’의 재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모든 특정

재료를 창고에 구입해 놓고 관리하기에는 재고비용

과 창고의 규모가 과다하게 소모되어 본원에서는 재

고부담이 없는 사후 정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재고비

용 절감의 효과만을 기 하여 사후정산제를 진료재

료 전 품목에 확 적용 시 담당자의 업무처리 복잡,

사용량 확인 시 수량차이에 한 문제와 거래처의 재

고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협조사항 등 선결과제에

한 해결과 함께 각 병원의 실정에 맞는 사후정산제도

의 확 적용실시와 관련하여 병원과 공급자 모두에

게 유익한 방안이 되도록 향후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

의료장비나 구적 의료기구 도입 시 장비소모품

은 주로 sample로 처리되어 장비와 함께 도입된 이

후 진료과에서 사용이 진행되어 sample이 모두 소

진된 후에야 약제과에 구입요구로 신청하게 되고 이

시점에서 약제과는 장비나 기구가 원내에 도입된 사

실을 알게 된다. 따라서 이전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소모품의 재고는 사실 상 사장되는 재고관리의 문제

점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약제과의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소비될 수 밖에 없다.  또

한 도입된 새로운 장비를 가동시키기 위한 고가의

소모품 구입에 한 정보, 소요예산 확보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가의 장비소모품을 구입해야

하므로 예산집행과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 관리실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 발

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장비나 기구 구입과 관

련된 정보 즉 신청과, 소모품의 사용예정량, 단가,

체장비에 사용하던 소모품의 명칭, 단가, 재고수량

등에 한 정보를 구매 관리부서인 약제과와 충분히

공유해야 한다. 

5. 결론

2007년 MIS에 의한 재고관리를 실시한 이후 본원

에서 사용하고 있는 3,700여종의 의료소모품을 11개

의 큰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특성에 따른 코드체계화

로 구매, 청구, 출고, 현장재고, 평균사용량, 불출된

물품의 소모실적 파악, 반품처리 등의 과정을 의료소

모품 담당자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본원의 의료소모품 재고자산 보유액도 전산시

스템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불출재고관리에 있어서도 일반청구, 정량청구, 처

방집계 등의 표준화된 청구방식을 채택하여 관리함

으로서 특히 고가의 소모품이나 관리가 필요한 소모

품은 처방집계품목으로 선정하여 처방입력 오류 및

누락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바코드에 의한 입고와 검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전산에 의한 유효기간 관리가 어려운 실

정이다. 향후 바코드를 사용하여 물품 마스터관리

에 각 물품의 유효기간까지 연계된다면 보다 안전

하고 효율적인 재고관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시술료에 비해 소모품의 원가가 너무 높아 병

원경 수지에 마이너스 향을 미치고 있는 산정불

가 소모품이나 장비소모품 등은 우선 구매보다는 관

리 및 병원수익에 비중을 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장

비소모품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심의하기 위한 진료

재료 심의위원회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나아

가 이를 통한 장비와 소모품간의 경제성 평가 등도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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