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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수술실 진료재료는 병원 전체의 진료재료 중 

45~65%를 차지한다. 진료과목 특성상 전문용품이

고 종류 또한 다양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1]. 

이러한 관리의 어려움으로 재고 과잉이나 부족을 초

래하여 진료과정에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재고 과잉으로 인한 고정자산을 증가시

켜 병원의 재무적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2]. 또한 의료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진

료재료 비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들은 여전히 부족

한 상태로 체계적인 재고관리 시스템의 부재는 불필

요한 재고비용 증가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재고자산 관리를 단순한 수요와 공급 간의 연결기능

에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병원 경영의 효과적인 방

법으로 인식하여 재고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진료재료의 관리 개선을 통한 운

영재고 절감을 위해 이 주제를 선정하였다.

Ⅱ. 연구방법

1. 팀 구성 및 운영

 1) 팀 구성

2) 운영 일정 

2. 문제파악 및 분석

 1) 문제파악  

  (1) 진료재료의 관리 개선을 통한 운영재고 절감을 

위한 사전조사

  ① 목적: 진료재료 관리개선의 중요성 및 필요성의

인식정도와 현 진료재료의 관리 현황을 파악

하기 위해 조사한다.

  ② 기간: 2011년 4월 6일 ~ 2011년 4월 8일

  ③ 대상: 수술실 간호사 39명 

  ④ 방법: 자체개발한 설문 7문항으로 4점 척도 

  (2) 수술실 진료재료의 재고 비용 조사 

  ① 목적: 진료재료의 관리 개선 활동을 하기 전 진

료재료의 운영 재고 금액을 조사하여 핵심

지표의 기준점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② 기간: 2011년 3월 31일

  ③ 대상: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진료재료 품목(967개)

  ④ 방법: 수술진료 재료 967개 항목 파일을 재고조

사 담당자를 지정한 후 재고조사 후 QI팀

에 수량입력된 파일을 재전송 하여 진료재

료의 재고 금액을 산출하였다. 

  ⑤ 결과: 3월 수술실 진료재료의 재고 비용은 194,

475,523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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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의 진료재료 사용량을 집계하여 진료과

의 협조를 받아 적정 재고량을 설정한다. 적

정 재고량은 진료재료의 물품명, 처방코드

를 라벨링하여 사용량과 재고량을 쉽게 파

악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량을 정하는데 있

어서 기준을 제공하도록 한다.

 2) 7번 수술방 앞 진료재료 보관장과 멸균 물품 보관실의 

진료재료를 재배치한다.

: 멸균물품 보관실 내 진료재료를 재배치하여 위치파악이 

용이하도록 한다.

  

 3) 각 수술방에 해당과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진료재료

를 멸균실로 재배치하여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고량을 줄인다.

 4) 물품 재소독시 품명과 담당자의 서명을 기입한 후 

소독한다.

: 열었다가 사용하지 않고 재소독된 물품은 포장형태

가 변경되므로 구성물 파악이 어려워 같이 놓여있는 

경우 완제품을 먼저 사용하게 되므로 물품명과 소독

을 담당한 사람의 서명을 기입할 수 있는 라벨을 부착

하여 물품과 함께 포장해서 소독을 넣는다.

 5) 유효기간이 가까운(4주 이내) 진료재료 표식

: 매 달 말일 진료재료 재고조사 시 유효기간 4주 이내의 

물품 우측 상단에 빨간색 테이프를 붙여 앞자리에 배치하

여 먼저 사용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재소독을 방지한다.

 6) 사후 품목 수를 증가 시킨다 

 :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사후 품목으로 전환하여 자산

비용에서 제외시킨다.

5. 질향상 활동 수행

 1) 진료재료의 적정 재고량 설정 

 2) 진료재료의 적정 재고량을 기준으로 라벨 부착 

: 6월 27일부터 진료재료의 적정 재고량을 기준으로 619개

의 진료재료를 물품명, 제품 코드와 함께 재고량을 입력

하여 라벨을 만들었다. 제작된 라벨은 코팅을 해서 멸균

실과 수술실 7번 수술방 앞 보관 장에 붙였다[Figure 1].

예> (상품명/제품 코드/적정재고량) 

     (ex. Medvac S48JP(VJO0001)⑫)

 3) 진료재료 보관장(수술실 7번 수술방 앞)과 멸균실

의 진료재료 재배치

  (1) 6월 27일~ 28일 시행 내용

  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진료재료와 자체제작 

품목을 분류하여 재배치하고 적정 재고량 라벨을 붙여 

멸균실내의 진료 재료를 찾기 쉽도록 하였다.

  ② 특정과에서만 사용하는 진료재료는 해당과 수술방

으로 재배치하고 적정 재고량 라벨을 붙여 담당 간호사

들이 진료재료의 재고량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멸균실내의 린넨 품목과 함께 비치한 신경외과 

외부기구를 중앙 보관실로 옮김으로써 공간을 확장시키고 

운반카를 이용해 전신포와 가운을 보관하여 좁았던 공간

을 넓게 활용하였다.

  ④ 멸균실에 재배치 된 진료재료를 쉽게 찾을 수 있

도록 진료재료 배치도를 만들어 부착하였다.

 4) 각 수술방에 해당과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진료재

료를 멸균실로 재배치

: 6월 27일부터 각 수술방에 해당하는 과와 관계없는 

진료재료를 멸균실로 배치하여 공통물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수술실 진료재료의 사후처리 품목 수 조사

  ① 사후처리 품목: 물품과 수량을 정하여 수술실에

보유하고 사용 후에 담당회사에 연락을 하여 해

당 물품을 보충을 받고 월말에 사용한 만큼의 

물품을 계산처리 하는 시스템으로 사후처리 품

목의 보유물품은 병원재고로 책정되지 않는다. 

  ② 목적: 진료재료의 관리 개선 활동을 하기 전 진료

재료의 사후처리 품목 수를 조사 하여 핵심

지표의 기준점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③ 기간: 2011년 3월 15일

  ④ 방법: 2010년 9월 ~ 2011년 2월까지 사용한 과별 

사후 품목 수 조사

  ⑤ 결과: 수술실 진료재료의 사후처리 품목 수: 350개

 2) 문제 분석

  문제분석은 간호사, 의사, 시스템, 환경 등 4가지 측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간호사 측면으로는 재고관리 

개선활동 미흡, 재고부족을 염려한 과잉청구, 처방오

류로 인한 진료재료 누락이 있을 수 있으며, 의사측

면 으로는 연수, 안식년 등으로 인한 진료재료의 적

재, 물품 오류 발생 시 사용중단, 잦은 물품 취급회사 

변경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시스템 측면으로는 품목

별 적정재고량 기준의 부재, 관리정책의 부재와 모호

한 절차, 수술일정 변동으로 인한 물품관리의 어려움

이 있고, 환경측면으로는 멸균실내 진료재료의 위치

파악의 어려움, 대부분 수입제품으로 공급차질시 문

제가 생길 수 있다.

3. 질향상 활동 목표 및 핵심 지표 설정 

 1) 개선활동 목표

 2) 핵심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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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의 진료재료 사용량을 집계하여 진료과

의 협조를 받아 적정 재고량을 설정한다. 적

정 재고량은 진료재료의 물품명, 처방코드

를 라벨링하여 사용량과 재고량을 쉽게 파

악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량을 정하는데 있

어서 기준을 제공하도록 한다.

 2) 7번 수술방 앞 진료재료 보관장과 멸균 물품 보관실의 

진료재료를 재배치한다.

: 멸균물품 보관실 내 진료재료를 재배치하여 위치파악이 

용이하도록 한다.

  

 3) 각 수술방에 해당과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진료재료

를 멸균실로 재배치하여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고량을 줄인다.

 4) 물품 재소독시 품명과 담당자의 서명을 기입한 후 

소독한다.

: 열었다가 사용하지 않고 재소독된 물품은 포장형태

가 변경되므로 구성물 파악이 어려워 같이 놓여있는 

경우 완제품을 먼저 사용하게 되므로 물품명과 소독

을 담당한 사람의 서명을 기입할 수 있는 라벨을 부착

하여 물품과 함께 포장해서 소독을 넣는다.

 5) 유효기간이 가까운(4주 이내) 진료재료 표식

: 매 달 말일 진료재료 재고조사 시 유효기간 4주 이내의 

물품 우측 상단에 빨간색 테이프를 붙여 앞자리에 배치하

여 먼저 사용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재소독을 방지한다.

 6) 사후 품목 수를 증가 시킨다 

 :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사후 품목으로 전환하여 자산

비용에서 제외시킨다.

5. 질향상 활동 수행

 1) 진료재료의 적정 재고량 설정 

 2) 진료재료의 적정 재고량을 기준으로 라벨 부착 

: 6월 27일부터 진료재료의 적정 재고량을 기준으로 619개

의 진료재료를 물품명, 제품 코드와 함께 재고량을 입력

하여 라벨을 만들었다. 제작된 라벨은 코팅을 해서 멸균

실과 수술실 7번 수술방 앞 보관 장에 붙였다[Figure 1].

예> (상품명/제품 코드/적정재고량) 

     (ex. Medvac S48JP(VJO0001)⑫)

 3) 진료재료 보관장(수술실 7번 수술방 앞)과 멸균실

의 진료재료 재배치

  (1) 6월 27일~ 28일 시행 내용

  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진료재료와 자체제작 

품목을 분류하여 재배치하고 적정 재고량 라벨을 붙여 

멸균실내의 진료 재료를 찾기 쉽도록 하였다.

  ② 특정과에서만 사용하는 진료재료는 해당과 수술방

으로 재배치하고 적정 재고량 라벨을 붙여 담당 간호사

들이 진료재료의 재고량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멸균실내의 린넨 품목과 함께 비치한 신경외과 

외부기구를 중앙 보관실로 옮김으로써 공간을 확장시키고 

운반카를 이용해 전신포와 가운을 보관하여 좁았던 공간

을 넓게 활용하였다.

  ④ 멸균실에 재배치 된 진료재료를 쉽게 찾을 수 있

도록 진료재료 배치도를 만들어 부착하였다.

 4) 각 수술방에 해당과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진료재

료를 멸균실로 재배치

: 6월 27일부터 각 수술방에 해당하는 과와 관계없는 

진료재료를 멸균실로 배치하여 공통물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수술실 진료재료의 사후처리 품목 수 조사

  ① 사후처리 품목: 물품과 수량을 정하여 수술실에

보유하고 사용 후에 담당회사에 연락을 하여 해

당 물품을 보충을 받고 월말에 사용한 만큼의 

물품을 계산처리 하는 시스템으로 사후처리 품

목의 보유물품은 병원재고로 책정되지 않는다. 

  ② 목적: 진료재료의 관리 개선 활동을 하기 전 진료

재료의 사후처리 품목 수를 조사 하여 핵심

지표의 기준점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③ 기간: 2011년 3월 15일

  ④ 방법: 2010년 9월 ~ 2011년 2월까지 사용한 과별 

사후 품목 수 조사

  ⑤ 결과: 수술실 진료재료의 사후처리 품목 수: 350개

 2) 문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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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로 인한 진료재료 누락이 있을 수 있으며, 의사측

면 으로는 연수, 안식년 등으로 인한 진료재료의 적

재, 물품 오류 발생 시 사용중단, 잦은 물품 취급회사 

변경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시스템 측면으로는 품목

별 적정재고량 기준의 부재, 관리정책의 부재와 모호

한 절차, 수술일정 변동으로 인한 물품관리의 어려움

이 있고, 환경측면으로는 멸균실내 진료재료의 위치

파악의 어려움, 대부분 수입제품으로 공급차질시 문

제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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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선활동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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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진료재료의 관리 개선을 통한 운영재고 비용을 

15% 절감한다.

4. 질향상 활동 대책 수립 

1) 진료재료의 적정 재고량을 설정하고 물품명, 처방

코드를 라벨링한다.

  (1) 목적: 직납의 경우 배송기간, 스케줄 변화 등을 고

 려한 품목별 적정 재고량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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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상품화된 진료재료를 재소독 시 내용물을 알 수 

있도록 라벨 작성

: 6월 9일부터 재소독 라벨을 만들어 준비실에 비치하

여 재소독 넣을 때 작성하여 소독물품과 함께 소독함으

로써 진료재료의 구성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6)유효기간이 가까운(4주 이내)  진료재료의 우측 상

단에 빨간 색 테이프 부착[Figure 1]

 : 5월 31일부터 매 달 말일 물품 우측 상단에 빨간색 

테이프를 부착하여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고가의 진료재료를 사후처리 품목으로 전환

: 6월 1일 부터 새로 입고되는 10 만원 이상의 진료재

료들은 사후품목으로 청구하고 수술에 사용 시 해당 

간호사가 사용분을 회사 담당자에게 FAX와 전화연

락을 하여 보충 받아 관리하도록 하였다. 

6. 질향상 활동 결과분석 

 1) 진료재료의 관리개선을 위한 사후조사

  2011년 9월19~20일에 사전조사와 동일한 설문지 7

문항을 수술실 간호사 39명을 대상으로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진료재료 관

리의 중요성이 평균 2.8점에서 3.2점으로 상승하였

고, 관리개선의 필요성 평균점수는 3점에서 3.3점으

로 상승하였다. 이 결과는 진료재료 관리의 중요성과 

관리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진료재료의 운영재고 절감을 위한 개선 

활동을 하면서 더불어 인식이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보관실 내의 물품 찾기의 어려움에 대한 답변으로

는 평균 3점에서 1.7점으로 감소하여 나타났으며, 해

당과와 관계없는 물품을 수술방에 보관되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은 평균 3점에서 2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재소독 물품의 내용 파악이 어려워 완제품을 

먼저 사용하는 경향에 대한 답변은 평균 3.1점에서 1

점으로 감소되었으며, 유효기간이 가까운 진료재료

를 구분하기 어려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

로는 평균 3.1점에서 2점으로 감소하여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수술실 팀에서 질향상 활동을 통해 구체

적인 개선 방안들을 실천함으로써 진료재료의 관리가 

효과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ure 2]. 

 2) 진료재료의 유효기간 (4주 이내) 표식화에 대한 효과

  개선활동 전 4주 이내의 물품이 25개에서 사용한 물

품 수가 2개로 사용률이 8%였으나 개선활동 후 4주 

이내의 물품이 12개에서 사용한 물품 수가 11개로 사

용률이 92%로 개선활동 전 대비 사용률을 84% 증가

시켰다[Figure 3].

 3) 수술실 진료재료 재고비용

  수술실 진료재료의 운영재고 비용은 개선 활동 전(3월) 

194,475,523원에서 개선 활동 후인 10월 152,669,604

원으로 41,805,919원감소를 하였고 약 21%가 절감 되

었다. 이는 적정 재고량을 설정함으로써 진료재료를 청

구하게 되고 물품 부족으로 인한 불안함으로 인해 과잉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되어 재고비용이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술실 간호사들의 진료재

료 관리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

아짐에 따라 광범위한 종류의 진료재료들을 주로 사용

하는 수술방에 배치하고 진료재료 보관실을 물품 코드

별로 재배치함으로써 순환 간호사들이 진료재료를 원

활하게 공급 할 수 있게 된 결과다[Table 1]

 4) 진료재료 사후처리 품목 수

  신규 물품 중 10만원 이상 고가의 진료재료들을 담당

회사와 관리팀에 의뢰하여 사후품목으로 처리했다. 

기존의 사후 품목이 아니었던 10만 원 이상의 진료재

료들은 먼저 사용한 후에 외과의 각 집도의의 협조를 

받아 앞으로 청구 할 고가의 진료재료들을 사후처리 

품목으로 전환하여 수술실 자산 재고비용에서 제외시

켜 진료재료를 적재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감소

시켰다. 또한 집도의의 장기간의 부재나 변심으로 인한 

진료재료 변경을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진료재료의 재

고량이 증가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결과 

사후처리 품목 수가 사전 350개에서 개선 활동 후 377

개로 27개 증가되었고 백분율로 환산했을 때 8% 증가

됨에 따라서 진료재료의 사후처리 품목 수 5% 증가에 

대한 개선목표를 달성하였다[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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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ock costs in operating room medical supplies 

 월 재고비용(원)

3월(개선활동 전) 194,475,523

6월(개선활동 중) 180,809,907

7월(개선활동 중) 186,474,302

8월(개선활동 중) 170,960,695

9월(개선활동 중) 168,720,175

10월(개선활동 후) 152,669,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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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상품화된 진료재료를 재소독 시 내용물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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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가의 진료재료를 사후처리 품목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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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처리 품목 수가 사전 350개에서 개선 활동 후 377

개로 27개 증가되었고 백분율로 환산했을 때 8% 증가

됨에 따라서 진료재료의 사후처리 품목 수 5% 증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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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Improvement In Health Care VoL 19, Number 1, 2013

물품명 

가지고 나온 사람

소독 넣은 사람

A,	B C D

라벨형태 및 표준수량 재소독물품 라벨부착 유효기간 표식

Figure 1. Labelling the materials  

A B

C D

Figure 2. Pre- and post survey

Figure 3. Effect of labeling medical materials with 
a 4-week expiry date

Table 1. Stock costs in operating room medical supplies 

 월 재고비용(원)

3월(개선활동 전) 194,475,523

6월(개선활동 중) 180,809,907

7월(개선활동 중) 186,474,302

8월(개선활동 중) 170,960,695

9월(개선활동 중) 168,720,175

10월(개선활동 후) 152,669,604

79 80



Ⅲ. 결론 및 제언

  수술실에는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 각 수술방, 

준비실, 물품보관실, 기재보관실 등 여러 곳에 있고 각 

방은 물품을 사용하고 제자리에 다시 돌려놓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방치되고 있을 수 있다. 관리팀

을 통해 입고되는 물품 외에 업체로부터 직접납품 받

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 박스단위로 입고되기 때문

에 재고의 과잉이 유발된다. 물품 청구시 창고만 확인

하고 신청하면 각 방에서 잉여물건이 나오는 등 물품

의 위치명, 표준량 등에 대한 확인이 요구되었다. 그래

서 한 달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날에 동시에 물품 수량

을 확인하여 집계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필요하지 않

은 곳에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지, 줄여도 되는 물품이 

있는지를 보면서 보유금액을 줄이려고 시도하였다. 또

한 고가의 진료재료를 각 진료과와 관리팀, 물품 회사

의 협조로 사후처리 품목으로 전환시켜 수술실 보유 진

료재료의 금액을 감소시키고, 사용량을 바탕으로 적정 

재고량을 설정하고 이를 물품별로 구분하여 재배치와 

라벨작업을 전면 실시하였다. 부족한 진료재료는 수술 

통계를 바탕으로 늘리고 과잉 진료재료는 줄여 재고 운

영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 

  개선 방법 중에 무엇보다 수술실 간호사 전체가 각자 

맡은 담당구역을 책임감 있게 매달 말일에 일괄적인 진

료재료의 재고 조사와 유효기간 조사로  잉여 재고를 

줄이고 재소독율을 크게 감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렇게 진료재료 관리방법의 개선을 강화하여 사후처리 

품목 수를 8% 증가시키고  진료재료의 운영재고를 15% 

감소시켜 이번 질향상 활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향후에도 진료재료의 운영재고 감소를 위한 개선 방

안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점을 찾아 진료재료의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적정 진료재료 재고량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용한 처치 재료가 같은 품목이더라도 사용

한 진료과별로 정확히 분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

술에 사용한 진료재료가 진료과별, 수술방별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OCS 전산 시스템을 보완하여 질향상 활

동에서 진행했던 품목별 적정 재고량과 더불어 진료과

별 적정 재고량이 설정되어 진료재료를 해당과의 수술

방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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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hange in the amount in stock of pay-after use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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