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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영리법인의료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법적 · 윤리적 평가를 중심으로

 영리법인의료기관을 윤리적으로 바라보면 영리법인의료기관의 도입으로 인해 의

료공급에 있어 평등주의가 깨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바가 있다. 의료공급의 평등

주의를 이유로 의료산업이 강화되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산업의 경

쟁력을 통해 수익의 창출로 공공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다. 이는 요사이 실용정

부의 정책이념에서도 잘 읽을 수 있다. 현실의 모습에서 자유주의냐 평등주의 인

가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변화하는 흐름에 따라 성장하는 모습 속에서 정책

을 펼칠 필요가 있다. 싱가폴, 태국과 같이 국가주도적으로 의료 산업을 육성하고 

국가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연구와 움직임이 보인다. 의료 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생명공학, 의료기기, 의약산업)의 육성과 의료 허브의 모습을 구

상하고 계획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부창출을 이루고 산업

형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고비용, 고급의료 서비스 실현으로 인한 부의 분배효과

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또한 전체 보건의료산업의 수익에 대한 세목과 특별

부담금 형식의 재원조달로 공공의료로의 순환구조도 가능할 것이다.

 의료윤리의 4원칙으로 영리법인의료기관을 바라보면 다음과 같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서 살펴보면 영리법인의료기관 개설에 있어서도 의료인, 환자, 투자자가 자

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의료기관개설 형태에 대한 결정권, 의료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싶어하는 의사아닌 일반인의 직업선

택의 자유가 제약되어 있다. 

 악행금지의 원칙에서 살펴 보면 영리법인의료기관의 허용으로 의료비의 부당한 

징수와 과잉진료, 탈세등의 ‘악행’을 더 조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나 영리법인의료기관의 도입으로 의료기관이 회사의 개념으로 활동하여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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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건전하게 발전됨으로서 세제와 경영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시키고 ‘악행’이 제거되어 악행금지의 원칙에 부합 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의 원칙에서 살펴보면 ‘적극적 선행의 원칙’은 영리법인의료기관제도의 도입

으로 영리법인의료기관 운영과 보건의료산업의 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자원을 늘리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효용원칙’에서 의료에 있어 ‘효용’은 적은 비용으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영리법인의료기관이 도입되면 환자유치를 위하여 환자들

이 원하는 수준의 의료의 질을 유지할 것이나, 이윤추구를 위하여 적정한 비용투

입이 이루어 질 것이므로 ‘효용’이 높아 질 수 있을 것이다.

 영리법인의료기관 도입을 롤즈의 정의의 원칙에서 살펴 보면 ‘차등의 원칙’을 적

용 했을 때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영리법인의료기관 운영과 보건의료산업의 

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자원

을 늘리는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을 통한 국부의 창출, 산업형성에 따른 일자

리 창출, 고비용, 고급의료 서비스 실현으로 인한 부의 분배효과면에서 긍정적으

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영리법인의료기관의 도입으로 상법상 회사로 활동한다면 

시장원리의 공급자의 한축으로 투명성과 그에 따른 경쟁력을 가지고 의료서비스

를 한다면 국민은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낮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기회의 균등에서 균등함 이란 공정함을 의미하고 어떠한 현안이나 문

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차별 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을 말한다. 영

리법인의료기관의 허용으로 기회의 균등함을 바라볼 때 의사에게는 회사형태의 

의료공급자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의사가 아닌 일반인으

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것이다. 의료 소자자인 일반국민

에게는 영리법인의료기관 허용으로 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인 접근성이 떨어 

진다는 우려를 많이 한다. 그러나 현재 영리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의 해외브랜드 수

출을 위한 자금확보의 수단이나, 고비용·고급의료의 시도에서 논의되고 있고 대형

종합병원은 비영리기관으로서 차후에도 건재해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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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적 관점에서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며(헌법 제1조) 자유주의를 

천명하고 있는바 시장을 인정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헌법 제119조 시장경제

와 사적재산권 보장) 의료영역 또한 이러한 자유주의 원리가 적용된다.(헌법 제10

조 행복추구권, 15조 직업의 자유) 그러나 의료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구성원에게 

필수 · 필요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져야 함이 있어 평등주의적 분배개념이 강

조된다. (헌법 제36조 3항 보건권, 31조~36조 사회국가원리) 이러한 의료영역에 

있어 헌법상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의 대립에 대해 헌법재판소 99헌바76, 2000헌

마505(병합)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심판에서 였볼 수 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료인과 법인으로는 비영리법인인만이 개설할 수 있다. 

(의료법 제30조 2항) 또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민법의 재단법인의 내용을 준용한

다. 그러나 세법상 법인세법에서는 의료업 자체를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과세함

으로써 기본적으로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한 과세부과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실

질적으로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법상 영리법인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법인의료기관에 영리법인을 허용하여 회계와 경영을 투명

화 시켜 적합한 세제를 취하고 탈세와 위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또 의료법인으로서 비영리의료법인으로 남는 기관은 공익성을 더욱 강화 시키

고 적합한 세제의 이익을 주는 것이 올바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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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에 영리법인의료기관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의료계에

서는 전문의료기관 등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 위주로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영리의료기관 유치 정부정책에 대한 국내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영리법인의료기관 도입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보건의료 ‘외부’에서 영리법인의료기관 제도 도입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일본은 경제산업성이 비영

리의료기관 운영목적과 내용의 ‘형해화’된 상황으로, 이미 영리의료기관처럼 행동

하고 있는 현상을 인지하고, 의료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영리법인의료기관제도

를 공식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영리법인 병원에 대해 국내 의료서비스 기여도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하

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전세계적으로 볼때는 영리법인의료기관 개설을 법적으로 금지된 국가는 별로 없

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리법인의료기관 개설을 법적으로 금지된 국가는 한국, 일

본, 네덜란드이다.  

 1995년 WTO에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인 교역의 자유를 추구하게 되

면서 우리나라도 개방화의 물결을 타게 되었다. 이미 당시에도 국가 간 자본이동

은 자유로웠지만, 자본 이동의 국제적인 자유화가 외국자본이 국내에서 의료기관

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연결되어지지는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법이 

의료기관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서 의료기관의 운영

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국내 또는 국외 이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것

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5년 WTO의 우리나라에 대한 요구가 의료서비스분

야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2002년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채택되어 선언된 WTO의 “도하개발 아

젠다(DDA)"로 인하여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화의 요구를 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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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고민하게 되었다. 

 한편 2003. 3. 우리나라의 의료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의 의료서비스 시장의 전망을 밝게 보고 우리나라 의료시장에 진출을 위한 시장 

개방요구를 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유치와 관련하여는, 경제자유구역의 

영리의료기관 허용은 경제자유구역 외 지역의 영리의료기관 허용에 대한 우려(영

리법인의료기관 도입 반대론) 및 외국의료기관과의 차별 대우 시정 차원에서 허용 

요구(영리법인의료기관 도입 찬성론)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1977년 의료보험도입이후 12년만인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로 의료이용

의 보편성이 확립됐고, 보건의료 인력 ․ 시설의 양적 확충으로 의료접근성이 개설

되는 등으로 인하여 적은 부담으로 비교적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의료 환경 변화 이외에 국내 의료 환경은 의료전달체계의 비효

율성 및 의료기관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를 개선, 보완하고 국민(환자)에게 양질

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노인의료 수용 급증, 

의료 정보화 등 급격한 변화에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 

새로운 보건의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새로운 정책방향실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에서 의료산업발전과제 등을 도출하는 과정 중에 

영리의료기관 제도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의료도 산업이다’이라는 측면에서 재정

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경제부처에서 시장기능 활성화, 서비스업 발전측면

에서 영리법인의료기관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다. 

 언론매체에서도 싱가포르 등 의료산업화에 성공한 의료기관, 국내 의료기관의 해

외 진출 등을 소개하면서 과도한 국내 의료규제 개선을 요구하며, 영리법인의료기

관 제도 허용 등을 기사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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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절 연구의 방법

 위 연구배경에서 기술하였다 시피 의료에 있어 비영리의료기관의 운영 목적과 

내용이 형해화 되어 있고 의료 전달 체계의 비효율성과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WTO, DDA로 인하여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요구되어 지고 

경제자유구역내 의료특구 사업이 계획・실행되어 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영리법인의료기관 도입을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론적 배경으로 먼저 영리 · 비영리 의료기관의 특성과 설립이론, 해외

영리법인의료기관현황, 미국의 ‘상업적의료행위 금지의 원칙’의 변천, 국내 영리법

인의료기관 제도도입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

 그 후 상기의 내용을 윤리적 측면에서 의료공급의 이념적 대립과 의료윤리의 4

원칙을 통해 알아보고 법적으로는 헌법,민법,상법,세법의 내용에 따라 타당성을 검

토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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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설립이론 및 특성비교

  1. 영리 ․ 비영리 의료기관의 특성 1)

  

  영리법의료기관과 비영리법인의료기관은 설립, 운영, 경영성과의 여러가지 측면

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 중에서 먼저 설립목적, 이윤귀

속, 세제적용, 해산시의 재산처분 등 법의규율을 받는 부분에 관하여 영리법인의

료기관과 비영리법인의료기관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영리법인의료기관은 의료사업의 수행과 이에 대한 영리의 추구에 목적이 

있으나 비영리법인의료기관은 영리가 아닌 다양한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 차이

가 있다. 영리추구의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리법인의료기

관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의료기관은 극대이윤이 아닌 적

정 이윤만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의료기관들은 의료사업의 

수행과 이에 대한 임상교육 ․ 연구, 선교, 사회복지 등 다양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수행한다.

  둘째, 영리법인의료기관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 등 가능한 형태로 이

윤을 투자자인 구성원에게 귀속시킬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의료기관에게는 이러한 

이윤의 분배가 허용되지 않는다. 영리기업의 투자자들은 이익에 대한 배당권이 주

어지므로 투자를 한다. 다시 말하면 비영리법인에 출연할 때 재산은 등기상으로 

법인의 소유가 되지만 그 실질적인 소유자는 정부가 된다. 

  셋째, 영리법인의료기관에게는 원칙적으로 일반영리기업에 적용되는 세제가 적

용되나 비영리법인의료기관에게는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

리법인이 개설 ․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없고, 법인의료기관은 모두 비영리의료기관

에 해당되며 개인의료기관만이 영리의료기관에 해당하므로 개인의료기관과 법인

의료기관의 세제상의 차이를 살펴보면 영리의료기관과 비영리의료기관의 세제 적

1) 황인경. 1998. “영리법인 병원제도 도입의 타당성”. 한국병원경영학회, 98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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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상 차이를 알 수 있다. 

  세제상 개인의료기관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고 의료법인 등 법인의료기관은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개인의료기관의 과세 표준액 산정과정을 보면, 소득금

액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벌어들인 의료수익에서 이를 위하여 소모

된 의료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러한 계산과정은 법인의료기관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지만 법인의료기관에는 세제상 여러 가지 다른 특혜를 주고 있다. 

  넷째, 영리의료기관은 해산 시에 재산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나 비영리의료기관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의 논리는 본질적으로 위 둘째의 이윤귀속의 논리와 

맥을 같이 한다. 영리의료기관은 해산시 청산 등의 절차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

배할 수 있으나 비영리의료기관은 이러한 권리가 없고, 의료기관에 대한 구상권도 

가지지 못한다. 즉 의료기관을 해산할 경우 법인병원은 민법의 규정에 의해 남은 

재산을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하며 재산처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비영리의료기관의 설립이론

  

  의료의 질에 대한 불확실성, 의사와 환자간 정보의 비대칭성, 의료에 대한 접근

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 등에 기인하여 경제내의 많은 다른 부분과 달

리 의료부문은 세계적으로 공공기업과 비영리기업이 영리기업에 비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의료시장에는 건강보험의 보급과 더불어 공공의료기관

과 민간비영리의료기관의 비중이 영리형태에 비해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

다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의료기관의 98%가 

공공의료기관이며, 나머지 2%가 민간의료기관으로 존재한다. 프랑스에서는 65%

가 공공의료기관이며, 16%가 민간비영리의료기, 19%가 영리의료기관이다. 네덜란

드에서는 민간영리의료기관의 설립이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의료

기관(약 60%)이 민간비영리의료기관이다. 스위스에서는 46%가 공공의료기관이며 

32%는 민간비영리의료기관, 22%가 영리의료기관이다. 영국에서는 1991년 신탁

으로 전환되기 이전 거의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공공의료기관이었다.2) 우리나라도 

2) Sloan, F. A. "Not-for-profit Ownership and Hospital Behavior"., Newhouse, J. P. and 



- 6 -

현재 의료법에 의거하여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영리소유 대 비영리소유, 민간소유 대 공적소유에 대한 사회후생적 의미는 수십

년 동안 경제학자들의 관심사가 되어 왔다. 일반적인 산업조직에 대한 미시 경제

이론에서 보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영리조직이 강력한 인센티브에 의해 효율

적인 성과를 낳는다. 그러나 위 내용과 같은 의료부문에 특수성이 존재하여 의료

의 질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환자와 의사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이 때 환자가 의료의 질을 감시하기 어려운 경우 이윤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영

리법인의료기관의 적극적 이윤추구행위에 의해 영리법인의료기관들이 환자가 관

찰할 수 없는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환자를 이용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등 환자

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의료시장에는 의료기관 소유형태에 있어서 비영리기업이 

존재하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영리조직은 주로 기부로부터 수입을 얻어 

자선적인 재화와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개념적으로 정리할 수 있

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비영리조직의 중요한 특징은 잉여를 배분할 수 없는 조

직이라는데 있다. 잉여분에 대한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이타주의에 입각하여 행동

하게 되고 자선적 의료제공을 목적으로 하게 되어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조직과는 

다를 것이라는 점이 의료부문에서 비영리조직존재의 근거로서 제시되어 왔다.  

  보다 구체적으로으로 볼때 의료부문에서 비영리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는 다음과 같은 이론들이 존재한다.3) 

   가. Arrow에 의해 제기되어 Hansmann에 의해 확장된 계약실패이론이다. 

Arrow4)는 의료의 질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비영리조직이 우수할 것임

을 보였다. 의사와 환자간 질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고 환자가 의료의 질

을 감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비영리조직의 근거로 제시했다.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

한 시장실패의 문제에 직면하여 환자에 대한 정보가 우월한 상태에서 의료기관들

A.Culyer. eds, Handbook of Health Economics. 2000 Chapter. 21.

3) 박지연. 2004. "의료기관 소유형태와 성과". 한국산업경제연구소 논문집(16). : 142~143.  

4) Arrow, K. J. 1963. "Uncertainty and the Welfare Economics of Medical Car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3. : 94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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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환자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면서 환자의 이해에 부합하는 완전한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 이윤추구 동기를 약화시킨 비영리기관이 존

재한다는 것이다. 비영리기업은 이윤을 획득할 수는 있으나  그 이윤을 분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윤을 사내에 유보하여 기업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유주가 없는 기업과 같고 따라서 환자들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의사들이 환자들의 이해에 부합하는 대리인으

로서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Hansmann5)은 Arrow의 생각을 확정하여 

산출물의 양이나 질을 관찰하기 어려울 때 발생하는 계약실패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비영리조직이 도움이 됨을 이론화하였다. 이 이론의 핵심은 정보비대칭이 존재

할 때 잉여분에 대한 청구권이 제한되어 있는 비영리조직이 이윤을 덜 추구할 인

센티브에 직면한다는 사고에 기인한다.  

   나. Weisbord6)는 비영리기업은 공공재에 대한 미충족 의료를 충족시키기 위

해서 존재한다고 본다. 이 이론은 미국 및 여타 국가에서 병원이 자선기관으로서 

출발하였으며 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를 제공하고 주로 기부에 의해서 수입

을 확충하였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선적 측면은 점차로 그 중요

성을 상실하고 있는데, 20세기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의료기관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모두 포괄하는 전체 환자를 치료하는 장소로 변모하였으며, 건강보

험의 적용확대로 말미암아 병원에 대한 기부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Bay7)에 의해 제기된 이해그룹이론(Interest Group Theory)이다. 이 이론

에 따르면 의사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가하기 위한 이해집단으로 역사적으

로 발전하였으며, 의료기관운영에 있어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유리한 조

직으로서 비영리조직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비영리의료기관 존재의 이

유를 미국 병원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찾고 있다. 즉 19세기 미국의 의료기관들

5) Hansmann, Henry B. 1980. "The Role of Nonprofit Enterprise". : 37~42.

6) Weisbrod, B. a. 1977. “The Voluntary Nonprofit Sector”. Lexington. MA. D.C.Health.

7) 박지연. 2004 “의료기관 소유형태와 성과”. 한국산업경제연구소 논문집(16). : 14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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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사들이 자신들의 시간을 기부함으로써 운영되는 자선기관이었다. 이 시기에 

의학기술은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초 인구가 급격히 증가

했고 의료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영리의료기관이 출현했고 의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제 의료기관은 의사들을 위한 작업장으로 변모했을 뿐만 아니라 규모면에

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의료기관운영에 대한 지대한 관심 하에 의사들은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가하기 위한 이해집단으로 발전하였으며, 의료기관운영에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의사들이 비영리조직 내에서 더 많은 경제적 통제를 

할 수 있었고 의사결정에 미치는 그들의 힘은 자신들의 소득을 강화하도록 용인

할 수 있었으므로 의사들은 비영리조직을 선호했다. 이와 더불어 비영리조직에 대

한 호의적인 세제해택조차도 부분적으로 의사들의 정치적 지지를 통해서 만들어

졌던 점을 강조하고 있다.  

   라. Newhouse8)는 의료기관의 목적이 의사결정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라고 가정했다(효용극대화 모델). 즉, 비영리의료기관의 목적을 0의 이윤제약 하에

서 치료의 양과 질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비영리의료기관의 목적을 0의 

이윤 제약 하에서 치료의 양과 질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비영리의료기관

들은 정부가 비영리공급자들에게 세제상의 편익을 제공하고, 건강보험에 의해서 

의료소비자들이 가격에 대하서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향으

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Newhouse 형태의 모델이 시사하는 후생적 의미는 일반적

으로 모호하다. 만일 비영리형태 하에서 치료량이나 치료질의 증가가 그 비용에 

비해 더 많은 가치를 낳는 다면, 비영리병원은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다른 한편, 만일 질의 극대화 행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고 

지출은 매우 큰 한계적인 치료를 야기한다면 비영리형태의 병원은 사회적으로 과

도한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다. 

8) Newhouse, J. P., 1970. "Toward a Theory of Nonprofit Institutions: An Economic Model 

of a Hospital :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0 : 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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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절 영리법인의료기관 현황

   

  1. 미 국9)

  1960년대 말부터 투자자 소유 영리법인의료기관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대부

분 다각도의 의료기관 체계로 운영되는 등 영리의료기관의 집중화 현상이 진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리법인의료기관의 경우 총 의료기관의 15%, 총 병상수의 13%를 차지하고 있

는데 최근 전체 의료기관에서 영리법인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간 증가하

고 있다. 또한 상위 5개 영리법인의료기관 체인이 영리의료기관 중 57% 영리의료

기관 소유병상 71%를 점유하고 있는 등 집중화 현상이 높고, 영리의료기관은 장

기병원보다 단기병원에 많이 진출해 있고, 단기의료기관 중에서도 일반 의료서비

스 병원(12%)보다 특수의료서비스 의료기관(정신병원(72%)), 간호요양원(85%), 

수술센터(90%), 투석센터(79%)등)에 특화 (”94)되어 있는 실정이다. 전체 의료기

관 병상 중 비영리 민간의료기관 병상은 1970년 이후 70%를 유지하고 있으나 영

리 민간의료기관 병상은 1970년 6.2%에서 1995년에 12.1%로 증가하였다.

  영리법인의료기관과 비영리법인의료기관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영리법인의료

기관의 환자당 진료자수는 낮은데 비해 평균입원기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리법인의료기관의 환자당 진료자수는 낮은데 비해 평균입원기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리법인의료기관이 보다 적은 일인당 비용으로 보다 효

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일 본

  일본의 의료기관 수는 1995년도의 9,606개에서 1999년도에는 9,286개로 감소

하였다. 1999년도 총 병원수 9,286개 중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의료기관 68개가 

영리법인의료기관 이고, 의료법인 중 지분을 갖고 있는 약 80%정도의 의료기관이 

9) 전현희. 2005. “영리법인 허용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 의사협회 의료정책 연구소.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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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영리법인의료기관으로 분류 가능하다. 그러나 후생노

동성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을 비영리의료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회사 소유의 병

원의 경우 1945년도 이전에 설립된 의료기관 이고 이후에는 회사소유의 의료기관

은 설립  허가가 안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영리법인의료기관 및 외국 합작 영리법인의료기관이 병원과 의원, 

노인의료서비스기관, 노인사회복지기관, 가정의료서비스기관등의 형태로 의료시장

에 진출할 수 없다. 1985년 의료법 개정 이전에는 기업이 자체 의료기관을 운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법 개정 후 제한되어 있어 오늘날에는 법 개정 이전

에 인가된 극히 소수의 기업자체의료기관이 종업원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2000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장기 요양서비스(노인가

정요양 서비스 포함)부분에서는 점차 영리법인의료기관이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영리법인의료기관과 비영리법인의료기관간의 의료서비스 제공 기능분담은 없으며 

비영리법인의료기관 간에도 공공법인과 비영리민간법인간의 역할분담도 애매한 

형편이다. 또한 의료법인의 대표는 도지사의 별허락이 없는 한 반드시 의사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의료법인이 설립한 병원이 일본 전체 의료기관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분류되고 주주에 대한 이

익배당이 금지되고 있으나 영리법인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의료법인은 의료서비스법인을 자회사 형태로 두고 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 

약국, 병원경영보조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3. 독 일

  독일에서도 영리법인의료기관의 의료기관설립이 허용되어 있으나 공공의 이익

이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전통적으로 의료 및 장기요양서비스를 주

로 제공하고 있다. 영리법인의료기관이 총 의료기관의 19.9%를 운영하고 있어 높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병상기준으로는 7%에 불과하여 영리법인의료기관이 

주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주로 공익단체인 비영리법인의

료기관이 총 의료기관수의 36.3%, 총 병상수의 35.8%를 차지하고 있는 등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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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영리법인의료기관이 

34.9%, 공익법인이 56.6%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또 독일에서는 국가와 계약한 

영리법인의료기관이 공공보험 적용대상인 기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국가와 계약을 맺고 있지 않는 영리법인의료기관은 단지 자유진료서비스만 제공

하고 있다. 독일 의료기관의 운영형태에 따른 경영지수비교에 따르면 영리법인의

료기관의 평균 입원일수가 공공의료기관에 비해 약간 긴 반면 100병상 당 고용자

수는 더 작으나 비영리민간의료기관에 비해서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

기관운영주체별 비용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영리법인의료기관과 비영리법인의

료기관 병원간에 병상수와 기능에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영리법인의료기관의 

비용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서비스와 의료기관경영은 원칙적으로 분

리되어 있지 않으며 장기요양시설의 관리자에 대한 자격요건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4. 프랑스10)

  프랑스에서도 어떤 형태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관이 존재하며 영리법인의료기관 총의료기관수

의 43.5%, 총병상수의 19.9%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비영리민간의료기

관이 공공의료서비스(PSPH)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강한 규제로 인해 실제 참여자

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또 공공의료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국영,공공,비영리민

간병원은 공공보험에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강력한 통제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의료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영리법인의료기관이나 비영리민간의료기

관은 공공보험으로부터 의료비를 수령할 수 없으나 자유진료가 가능하다. 이와 같

이 프랑스에서는 공공의료기관과 비규제의료기관 간의 분명한 기능차이가 존재한

다 또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공공기관이 37%, 비영리법인의료기관이 33%, 영리법

이느이료기관이 3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10) 전형준. 2007. “의료서비스에 대한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제20권 제1호. : 42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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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에서 의료기관경영자가 반드시 의사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의사가 다른 

의사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경영을 다른 의사에게 맡길 수 없도록 되어 있

다.

 

  5. 네덜란드

  개인에게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도가 개인의 자본능력에 따라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는 국가적 평등, 연대, 정의 가치 중시로 영리법인의료기관

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6. 영 국

  영국에서는 영리법인의료기관의 의료기관설립이 가능하자 95% 이상의 의료기

관이 국가 운영 NHS 의료기관이거나 NHS 신탁 의료기관으로 공공의료기관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영국에서는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공공부문이 담당하며 

기타 선택적 서비스는 민간부문이 담당하고 있다. 민간병원의 경우 영리법인의료

기관과 비영리법인의료기관 둘 다 존재하며 영리법인의료기관이 병상수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의료기관은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운영하며 영리법인의료기관에는 미국 HCA와 같은 외국계 회사와의 합

작 형태도 존재한다. 또 영리법인의료기관이 노인가정간호시설의 79.7%를 운영하

고 있다. 의료기관경영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2001년에 발효

된 민간 및 자발적 의료규칙과 의료기준법에 따르면 의료기관경영자는 병원경영

에 적합한 특성을 지녀야하며 재정적으로 부도상태가 아닌 자라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7. 캐나다

  전체 의료기관 중 4.6% 병상수중 1.9%차지하고 있으며, 병상규모는 소규모이



- 13 -

다. 재활, 만성질환 등 특수부문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일반의료기관에서의 

비율은 낮음) 캐나다의 경우 현재 전체 의료기관 중 2%를 영리법인의료기관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유럽 국가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점들과 마찬가지로 대기 시간 

증가에 의한 의료의 질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하였다. 이처럼 영리법인의료기관을 허용하긴 했지만 미국의 경우

와 같은 의료수가에 대한 자율성은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장기요양, 일부 수술, 

MRI, ·CT 검사, 성형 · 미용 등 일부 진료 과목에 한정하여 영리를 추구할 수 있

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영리법인의료기관이 지나치게 수익성만을 추구하지 못

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그 예로 온타리오 주의 경우는 영리법인의료기관 주주들

의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6.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즉 캐나다의 경우 

영리법인의료기관은 미국의 영리법인의료기관과 같이 단순히 높은 수익을 추구하

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공공 의료기관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보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8. 싱가폴11)

  싱가포르는 특징적인 의료제도인 의료저축계정(Medisave)을 통해 의료에 대한 

개인의 부담 감소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불필요한 내원을 최소화하며,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데도 혜택을 주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고 있다. 따라

서 정부는 의료 체계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개인의 건강은 

개인이 책임’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싱가포르 정부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서비스 분야를 

선정하고 보건의료, 금융 · 보험, 물류 등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이를 의료서비스 산업(Health Industry)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국 공립의료기

관과 민간 의료기관의 차별화를 강화하는 작업에 돌입하였다. 민간 대형 의료기관

에게 주식회사형 의료기관을 허용하여 주식 상장, 의료 광고, 프랜차이즈 사업, 건

강기능식품 판매, 해외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11) 고은지. 2007. “해외 사례로 본 영리법인 병원 도입 방안”. LG 경제연구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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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그 결과 10여 년이 지난 현재 싱가포르는 명실공히 아시아의 의료 허

브로 성장하였다. 

  싱가폴의 영리의료기관 사례는 빈약한 수익구조 탈피를 위해 영리의료기관으로

의 전환이 일어난 미국의 사례와는 그 출발점이 다르다. 싱가포르의 영리법인의료

기관들은 공공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

들의 고급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고,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해외 환자를 유치함으

로써 국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인 목적에서 육성되었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대표적 영리법인의료기관인 Mount Elizabeth 의료기관이나 Raffles 

의료기관 등은 세계 수준의 의료기술을 토대로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고 있다.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는 물론 인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대상

으로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글로벌 마케팅에 중점을 둔 결과 외국인 환

자 비율이 전체 환자의 30~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9. 태 국

  싱가폴과 함께 의료서비스 산업을 유망 산업으로 인식하고 집중 육성하고 있는 

나라로 태국을 들 수 있다. 태국 의료기관을 찾는 외국인 환자의 수는 2005년 

128만 명에 이르며, 이들 환자들은 330억 바트(약 8.9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은 전통적으로 공공의료 중심의 정책을 견지해 왔으나, 지난 1967

년 의료기관에 대한 외국 투자 자본 유입을 허용함으로써(전체 지분의 49%까지) 

의료시장을 개방하였다. 그러나 태국의 낮은 의료기술 수준으로 인한 수요 부족으

로 외국인 투자는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1980년대 들어 관광산업과 의료서비스 

산업의 접목을 통해 급성장하였다. 특히 고소득 국가의 고령자 층을 대상으로 한 

간호, 간병 서비스에 특화함으로써 태국은 이른바 전세계 ‘의료 관광(Medical 

Tour)’의 대표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태국의 경우 병원 중 21%가 영리의료기관이며,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다. 2005년 현재 13개의 민간 영리의료기관이 주

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태국 정부는 민간 의료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거의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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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기 때문에, 의료수가에 대해서도 병원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따라

서 태국 영리의료기관의 진료비는 비영리의료기관에 비해 약 3~4배, 개인 의원의 

약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료비 수준은 인근의 싱

가폴이나 유럽 등의 50~70%에 불과한 수준으로, 외국 환자들을 끌어들이는 요인

이 되고 있다. 또한 태국 정부는 생명보험 회사들과 민간 영리의료기관과의 협약

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영리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도 다양한 형태의 

보험상품을 통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태국은 수

출 진흥국, 관광청, 투자위원회 등의 정부기관과 민간 병원협회의 긴 한 협조를 

통해 의료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아시아 의료 시장의 허브로 발돋움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

다. 다만 태국의 경우 영리의료기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의료의 관

점에서 볼 때 싱가포르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공공-민간 간 조화를 이룬 안정적

인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태국 또한 급성 질환의 경우 공공 부

문이 주 역할을 하도록 하고, 영리화는 주로 의원급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민간 

의료 부문의 발전으로 지방 공공의료 부문의 의료 인력이 대도시의 민간 의료기

관으로 유출되면서 지방 공공의료 부문의 질적 저하가 두드러졌다는 점은 의료 

산업화가 불러온 하나의 부작용으로 평가되고 있다. 



- 16 -

미국

• 총 의료기관의 15%, 총 병상수의 13%차지

• 영리법인의료기관은 장기의료기관보다 단기의료기관에 많이 

진출해 있고, 단기의료기관 중에서도 일반 의료서비스 의료기관

(12%)보다 특수의료서비스 의료기관(정신병원(72%), 간호요양

병원(85%), 수술센터(90%), 투석센터(79%)등)에 특화 (”94)되

어 있는 실정

일본 • 장기요양서비스(노인가정요양 서비스 포함)부분에서는 점차 

영리법인의료기관 허용

프랑스 •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영리법인의료기관 30%를 차지 

캐나다

• 전체 의료기관 중 4.6% 병상수중 1.9% 차지하고 있으며, 병

상규모는 소규모. 재활, 만성질환 등 특수부문비율이 높인 것이 

특징

• 미국의 경우와 같은 의료수가에 대한 자율성은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장기요양, 일부 수술, MRI·CT 검사, 성형·미용 등 일부 

진료 과목에 한정하여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 영리법인의료기관이 지나치게 수익성만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그 예로 온타리오 주의 경우는 영리법인의료

기관 주주들의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6.5%를 넘지 않도록 제한

네덜란드 • 국가적 평등가치의 중시로 영리법인의료기관제도를 허용하지 

않음

영국 • 영리법인의료기관이 노인가정간호시설의 79.7% 운영

캐나다

• 영리법인의료기관을 가급적 허용하지 않는 대신 공공의료 하

에서 나타나는 고급 의료의 공급 부족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

해 고급 의료를 추구하는 환자들에게 높은 진료비 부과하고, 이

의 대가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적 병상(Pay Bed)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싱가폴

•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고급 의료 수요를 충

족시키고,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해외 환자를 유치함으로써 국

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인 목적에서 육성

태국

• 1980년대 들어 관광산업과 의료서비스 산업의 접목을 통해 

급성장 고소득,고령자 층을 대상으로 특화

     <표 1>               해외 영리법인의료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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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절 미국의 상업적 의료행위금지 원칙  12)

  1. 상업적 의료행위금지 원칙의 개념

  상업적 의료행위 금지의 원칙(coporate practice of medicine doctrine)이란 회

사가 의사의 의료행위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계약을 의사와 체결하고 그에 대

한 대가로 의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법인인 회사가 의료

인을 고용하거나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즉 영리추

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의료인을 고용하고 의료행위를 하게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의료인에게 보수를 지불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으로 의료행위가 영리

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억제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2. 상업적 의료행위금지 원칙의 기원

  (1) 미국 의사협회의 윤리규정

  19세기까지만 하더라고 미국에서는 정규의학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인도 의료행

위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일반인들의 의료행위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

을 야기시켰다. 이러한 일반인의 의료행위를 규율하여 일정 수준이상의 의료서비

스가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기위하여 미국의사협회(AMA)는 주 의사협회를 통

하여 의사면허규정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의과대학 교과과정의 전면

적 개혁을 단행하였고 의사윤리규정(ethical code)을 제정하려고 하였다.13)  

 당시의 의료행위는 단독 개업의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여러 명의 전문의가 

합동으로 개원하거나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형태가 나타

나기 시작했다. 회사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계약

에 의한 방법과 회사설립에 의한 방법이다.14) 계약에 의한 방법은 의사를 고용하

12)  박민. 2001. “영리의료법인의 설립가능성”. 한국의료법학회지, 제9권 제2호. : 33.

13) Adam, M. Frieman. 1998. “The Abandonment of the Antiquated Corporate Practice of 

Medicine Doctrine”, 47 Emory L, J, 697, :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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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회사의 직원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형태로 봉급은 미리 정해진 월급을 받거

나 매달 치료한 직원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 월급을 받는 방법이었으며, 회사설립

에 의한 방법은 의료행위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가 의사

를 직접 고용하거나 계약을 통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15) 

 이러한 의료행위행태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먼저 의사당 환자의 수

가 지나치게 증가할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

하되고 의료행위가 상업적 동기에 의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과 

함께 미국 의사협회는 회사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국민보건에 심각한 영향

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금지하려고 하였다.16) 미국 의사협회는 1890

년에 이러한 의료행위형태는 보건의료에 지나치게 많은 상업적 동기가 포함된다

고 경고하며 소속 의사들에게 더 이상 이러한 계약(고용계약을 포함)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고 1912년에는 그러한 행위를 비직업적인 행위로 규정하였다. 

 또한 1934년에 미국의사협회는 계약에 의한 방법이 본질적으로 비도덕적인 것은 

아니나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하나의 조문을 추가하여 다

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회사가 의사들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

하는 행위는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이며, 불공정 거래이고 의료인과 국민 

모두의 복리에 반하는 행위이며 공공정책과도 상반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1970년대까지 미국 의사협회의 의사윤리규정에 존재하였다. 

  (2) 법적인규제 

  미국의사협회의 윤리규정과 더불어 주 법원들은 의사면허에 관한 주법의 해석

을 통하여 상업적 의료행위금지의 원칙을 인정하였다.17) 대부분의 주법은 유효한 

의사면허(valid license)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14) Paul Starr, 1982. “The Social Transformation of Americal Medicine”. : 198. 

15) Id. at 201-205.

16) Note, 1987. “the Corporate Practice of Medicine Doctrine”. An Anachronism in the 

Modern Health Care Inderstry, 40 Vand. L. Rev. 445, : 457-58. 

17) Mark A. Hall, 1998. “Institutional Control of Physician Behavior” Legal Barriers to 

Health Care Cost Containment, 137 U. Pa. L. Rev, 431, : 48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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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사람"의 해석으로, 사람이 자연인만을 의미하는지 

혹은 법인까지도 포함하는지 이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은 Parker v. 

Board of Dental Examiners18)으로, 동 사건에서는 치과의사인 파커는 회사를 설

립하고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치과의료행위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캘리포니

아주 치과의사면허시험협의회는 파커의 치과의사면허를 정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파커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동 사건에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의사면허를 부여

하고 있는 법률에서 상정하고 있는 능력은 오로지 개인만이 보유할 수 있는 것으

로 이를 법인에게까지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법률해석으로 치과의사면허시험협의

회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캐리포니아주 대법원의 판결은 그 후 

많은 판례에 영향을 주었으며 대부분의 다른 주 법원들도 파커사건 법원의 결정

에 동의하였다.

  3. 상업적 의료행위금지 원칙의 근거

  (1) 일반인에 의한 의료행위의 통제

  상업적 의료행위금지의 원칙을 인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근거는 일반인에 의한 

의료행위의 통제(Lay Control)이다.19) 의사가 회사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수행

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아닌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의사 의료행위, 즉 진단에 필요한 일상적인 검사의 종류 · 

입원기간 · 투약할 약품과 시술방법 등을 선택함에 있어 일정한 통제를 하게 된

다. 이러한 간섭은 결국 의사면허가 없는 보통사람인 회사의 경영자가 환자의 치

료를 위한 의사의 의학적 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국민건강이나 보

건정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18) 14 P. 2d 67(Cal. 1932).

19) Sara Mars. 1997. “The Corporate Practice of Medicine Doctrine”. A Call for Action, 7 

Health Matrix. : 2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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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자 이익과 회사 이익 충돌

  상업적 의료행위금지의 원칙을 인정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환자의 이익과 회사

의 이익사이의 충돌(Division of Royalty)이다.20) 회사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행

하는 의사는 자신이 치료하는 환자의 최대 이익과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의 

상업적 이익사이에서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다. 예를 들어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두 가지 의약품의 가격이나 판매마진이 상

이할 경우에 의사는 환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의약품의 가격이 높거나 판매마진이 

높은 의약품을 선택하여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회사에 고용된 의

사는 환자의 이익과 상업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고용주의 이익을 모두 만

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의사가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술방법

이나 의약품 등을 선택한다면 이는 국민건강이나 보건정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3) 의료행위 상업화

  상업적 의료행위금지의 원칙을 인정하는 마지막 근거는 의료행위가 상업화 될 

위험이 있다는 것으로,21) 이는 의료행위의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강조하는 입장에

서 제기되는 것이다. 영업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도록 되어 있는 회사가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한다면 의료행위가 환자의 치료나 건강회복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행위를 통한 이윤을 창출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 또한 국민건강이나 보건정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20) Alanson, W. Willcox. 1960. “Hospitals and the corporate Practice of Medicine Doctrine”, 

45 Cornel L. 432. : 442-443.

21) Note, Supra Note 15. at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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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업적 의료행위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

   

  (1) 비영리 의료기관

   

  대부분의 주에서 비영리의료기관에 대하여 상업적 의료행위금지의 원칙의 적용

을 배제하고 있다. 비영리의료기관은 비과세 비영리법인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 내

국세법 501조(c)(3)의 조직기준과 운영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

영리의료기관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복지국가

에서 행정부가 하여야할 일을 민간단체에서 대신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역사적으로도 비영리의료기관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의료기

관이 부족한 지역에서 자선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함으로서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2) 전문직 법인

  전문직 법인(Professional Corporation)은 법무법인, 회계법인 특허법인 등과 

같이 일정한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들의 결합체로 공익성과 공공성의 색채가 강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된 

영리법인을 말한다. 

  (3) HMO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는 전통적인 의료수가체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비판에 따라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되었다. 연방의회는 

연방법을 제정하여 HMO의 성장을 주도하였으며, 만약 주법에서 HMO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이는 연방법을 위반한 법률이 

된다. 따라서 다수의 주에서는 HMO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몇몇 주에서는 HMO가 파트너쉽이나 전문직 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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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계약을 체결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환자의 이익과 회사이익의 충돌문제와 관련해서도 HMO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HMO 제도하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결정권을 최종적으로 누가 행사하느냐의 문제

는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22)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사가 HMO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미 그 의사는 환자에게 제공할 의료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 자신

의 판단에 많은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는 어

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만약 HMO가 지불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안다면 그러한 

시술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 등의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HMO제도에서 의사가 

환자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어렵다. 또한 의료기관의 

상업화와 관련해서는 보건의료비용을 줄이려고 탄생된 HMO는 기본적으로 효율성

을 증가시키는 경쟁을 통하여 성장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경제문제를 통하여 

HMO가 증가한다면 HMO는 시장지배력을 갖게 되며 이는 HMO가 상업화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4) 학교나 직장의 양호실

  회사나 학교에서 의사를 고용하여 일상적인 의료서비스나 응급환자에게 응급의

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상업적 의료행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된 의사는 일반 대중에게 자신을 의료서비스의 제공자라고 

선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

을 것이기 때문이다.

  (5) 의과대학

  상업적 의료행위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또 하나는 의과대학이 의

사를 교수로 임용하여 연구와 교육이라는 교수 본연의 업무이외에 환자를 치료하

는 것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의과대학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은 그리 많지 

22) Ellyn, E. Spragins., “Beware Your HMO”, Newweek, Oct. 23, 1995, at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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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Los Angeles County v. Ford23) 이다. 이 사건은 

2개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방 행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지방정부는 상업적 의료

행위금지의 원칙에 따라 교수들에게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이유로 보수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의과대학 교수들이 자신

들이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지방행정부가 계약에 따라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비영리인 의과대학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목적

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상업적 의료행위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지방행정부는 교수들에게 원래의 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다.

  (6) 병원행정서비스회사

  병원행정서비스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는 일반적으로 

의업수행에 필요한 첨단 기자재와 병원행정서비스를 의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의사와 병원행정서비스회사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용역계약의 형태를 띤다. 그러나 

병원행정서비스회사는 단순한 병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만이 아니라 병원

의 자회사의 형태를 갖추는 경우도 있다. 

  병원행정서비스회사는 “공통의 행정직원, 재료의 대량구매와 정보전달체계” 등

을 통하여 의사들에게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를 가져다 준다. 따라서 의사는 좀더 

많은 시간을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병원행정서비

스회사는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이나 환자의 질병치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만 아니라 환자와의 접촉이 제한적이며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직업도 아니기 때

문에 상업적 의료행위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3) 263 P. 2d 638 (Cal. Ct. App.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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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현재의 상업적 의료행위금지 원칙

  (1) 미국의사협회의 권리규정

 

  상업적 의료행위를 금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미국 의사협회의 윤리

규정은 연방통상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가 연방 반독점 금지법

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영향력이 상당히 감소하였다. 

American Medical Associaton v. Federal Trade Commission 사건24)에서 연방

통상위원회는 미국 의사협회에서 규정한 윤리규정은 의사가 의사 아닌 다른 사람

들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연방 반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여 미국 의사협회와 두 개의 코네티컷주 전문의협회를 고

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 의사협회는 윤리규정은 단순한 권고 또는 권유조항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시행된 적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연방 고등법원은 

미국 의사협회가 주 의사협회를 통하여 이러한 윤리규정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이

는 미국 의사협회의 행위로 볼 수 있고 선전을 금지하고 상업적 의료행위를 금지

하는 것은 연방 반독점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하고 미국 의사협회

로 하여금 상업적 의료행위와 선전 등을 금지하던 윤리규정을 철폐할 것을 명령

하였다. 이에 대하여 안방대법원도 별다른 의견 없이 연방통상 위원회와 고등법원

이 결정을 받아 들였다. 이에 따라 미국 의사협회는 상업적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던 윤리규정을 개정하여 “의사는 의료서비스를 누구에게, 누구와 동업으로 혹은 

어떠한 환경에서 전달할 것인가를 결정할 자유를 갖는다고” 하였다. 

  (2) 연방통상위원회(FTC)의 독점금지법의 내용

  경쟁법는 미국에서 독점금지법으로 알려져 있다. 경쟁법에서의 핵심은 경쟁시장

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법과 정책은 경쟁의 보호와 경쟁의 절차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 가정된 경쟁자는 가격에 대해 공모하고, 소비자와 시장을 떨

24) 638 F.2d 443 (2nd Cir. 1980), 455 U.S. 676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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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뜨리고, 특정한 조건 이외에는 거래하기를 거부한다.

  경쟁법은 보건의료의 재정과 전달을 통해 공급자의 제품과 제도, 구조조정의 작

용으로 의료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보건의료 시장이 제대로 작동될 때, 경

쟁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가격과, 보건의 재정과 전달을 위한 조직구성, 적

절한 배치, 가격, 질, 서비스의 이용성을 결정할 것이다. 시장의 힘에 의한 우선함

은 경쟁이 의사의 윤리적 성실과 낮은 질의 의료의 결과를 파괴한다는 결과와 함

께 입증되어 졌다. 

  1980년대 전문가의 지배에 의한 이 패턴은 깨지고 보건의료 시장의 경쟁은 강

하게 자리매김 했다. 독점금지법은 보건의료에 있어 경쟁의 출현으로서 힘을 발휘

하는데 엔진으로 작용했다. 연방대법원은 전문가 집단의 행위는 시장의 절차를 방

해하고 판단의 무거운 짐을 지게 하며 본질적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명백히 했다. 

25)

  우리나라에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헌재 판례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에 대해 판

결한적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강제지정제가 의료소비자의 선택

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본다면, 국민은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자유롭

게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보험에 의하여 

보장되는 급여부분 외에 의료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선

택할 수 있는 소위 비급여대상의 의료행위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의

료기관이 요양기관으로서 법이 정한 기준의 보험급여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한은 의료보험의 기능확

보라는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행해지는 것으로서,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선

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하고 있다.

  의료에 있어서 경쟁이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접근을 위한 의료광고의 문제

와, 의료보험으로서의 간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선택, 요양기관제도의 제반조성이 

필요 할 것이다.   

25) Willam, M. Sage., David, A. Human., and Warren Greenberg. 2003 "Why Compitition Law 

Matters To Health Care Quality". HEALTH AFFAIRS - Volume 22, Number 2. : 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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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적 규제

  연방통상위원회의 노력으로 미국 의사협회의 윤리규정을 통하여 상업적 의료행

위를 금지하던 것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주법에서 규정하고 의사면허규정의 해석

을 통한 사법적 규제는 남아 있다. 1996년도 연구결과에 의하면 37개 주가 주법

의 명문규정이나 법원의 해석을 통하여 상업적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 

집행의 예는 그리 많지 않다.26) 또한 나머지 13개주는 명시적으로 상업적 의료행

위금지의 원칙을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없다.27) 따라서 현재의 상

업적 의료행위 금지의 원칙은 강력하게 시행되는 주와 존재하고 있으나 시행되지

는 않는 주, 일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 주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판단이 없었

던 주로 나눌 수 있다.28) 이 중에서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주가 가장 강력하게 

상업적 의료행위 금지의 원칙을 시행하고 있는 주이며 알라바마주와 미시시피주

는 명시적으로 상업적 의료행위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배제시킨 주이다.29) 또한 사

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니시주는 비록 상업적 의료행위금지의 원칙을 법적으로 인

정하고는 있지만 거의 집행되지 않고 있는 주이며,30) 조지아주는 입법부에 의하여 

상업적 의료행위금지의 원칙을 폐지하였지만 사법부가 보통법에 근거한 제한을 

아직까지도 인정하고 있다.31) 

  그러나 상업적 의료행위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에서는 전문

직 법인의 형태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상업적 의료행위금지의 원칙의 예

외로 인정하고 있다. 전문직 법인을 상업적 의료행위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하는 주도 개정된 모델법에 따라 전문직 법인과 관련된 주법을 개정한 경우

26) Edward, S. Kornreich. 1996. "Commercialization of the Medical Industry". Health Care 

M&A. 741 PLI/Comm. 329, 375

27) Id. at 376.

28) Adam, M. Freiman., Supra Note 12, at 713.

29) Alabama Board of Medical Examiners, Declaratory Ruling of the Alabama Board of 

Medical Examiners, October 21, 1992; Mississippi State Board of Medical Licensure. 

Policy as to the Corporate Practice of Medicine in Mississippi, May 16, 1996.

30) McMillan, V. Durant,, 439 S.E.2d 829(S.C.1993); State v. National Optical Store. Co., 225 

S.W 2d 263(Tenn. 1949).

31) Sherrer v. Hale, 285 S.E.2nd 714 (Ga.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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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전문직 법인의 주주나 주용 임직원의 50% 이상이 의사이면 되기 때문에 상

업적 의료행위금지의 원칙의 실질적인 효과는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영리법인의료기관의 허용문제

  최근에 미국에서는 회사형태의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조치까

지 등장하여 의료인의 선택범위를 확장시켜주었다. 이러한 회사형태의 의료기관은 

미국에서도 의료의 공공성이나 공익성에 비추어 찬반 논란이 대두되고 있으며, 미

국 의료계의 오랜 전통인 “상업적 의료행위의 금지”원칙과도 모순된다.

  영리법인에게 병원의 개설, 운영을 허용한다는 것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자본이 의료시장에 진입하여 경쟁적인 시장 환경 하에서 병원의료를 공급하

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리법인의료기관의 도입 주장의 저변에는 영리

법인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다양한 의료수요를 충족

시킴과 동시에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성도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는 가정이 전제되

어 있다. 아물러 만약 의료시장에 진입한 영리자본이 기대한 만큼의 이익을 얻지 

못하면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하고 시장에서 퇴출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의료시장은 의료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나 제도적 요인 때문에 실패가 초래될 수 있고, 의료의 상업화에 따

른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영리법인의료기관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는 사정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

의 경험을 참고로 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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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절 영리법인의료기관 제도도입에 관한 논의

  1. 도입찬성론

  도입 찬성에 대해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병원협회, 경제계(기업), 전

국경제인연합회, 일부 학자, 전문가군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2)33)

   

  (1) 의료분야 민간 자본 투자 촉진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공공부문 재원

이 충분하지 않은 나라에서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은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34) 그리고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투자가 활성화 되어야 하나, 현

재 비영리법인 규정은 수익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의료사업에 재투자하도록 강

제하는 효과는 있으나, 투자 자체를 키우지는 못한다. 특히 비영리법인 규정은 선

진 의료서비스산업의 국내 진출과 투자를 막는 효과적인 진입장벽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비영리법인 규정의 한계를 지적한다.35)

 

32) 정기택. 2006. "의료산업화론의 이론적 배경 연구". 재경부. : 70.

33) 박윤형. 2004. "의료의 프로페셔널리즘과 영리병원-전문가주의와 상업주의 중 밑그림 선택부터 

해야". 의료정책포럼. : 27~30.

    위논문에서 찬반양측 논리의 다양성을 지적하면서 찬반 논리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영리법인

의 의료업진출을 찬성하는 측은 의료사회주의를 타파하는 거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념형, 어차

피 국가의 노예가 되느니 자본의 노예가 되는 편이 낫다는 자포자기형, 프랜차이즈 등 경험을 통

해 자본을 활용한 의료기관 운영에 자신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형, 국면전환을 할 수 있는 방안으

로 생각하는 막연한 기대형, 외부의 자본을 투입 받아 병원 시설장비의 현대화를 이루겠다는 중소

병원장들, 현재 개인소득세를 법인세로 전환하면서 각종 경비를 법인에서 부담할 수 있어 절세 하

면서 운영이 자유로워진다는 구체적 실리형 등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반대하는 측은 공공의료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 등의 공공위

주 정책파, 의료가 영리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다는 명분파, 영리법인의 의료업 진입을 허용하면 

우후죽순으로 병의원이 생길 수 있어 의료업에서 경쟁자만 늘어나므로 의사의 개설독점권을 지켜

야한다는 개설독점지속파, 의료가 영리수단이 되면 의료윤리부터 바꾸어야 한다는 윤리파 등이 있

다고 구분하였다. 

34) 정형선. 2003. " 리법인병의원에 한 고찰을 통한 국내 의료법인제도의 재구성방안". 보건행정

학회지. : 52

35) 경련산업조사실. 2003. "의료서비스산업 황과 제도개선 과". 국경제인연합회. : 2003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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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료계의 혁신 유도 

  영리자본의 의료기관 운영이 의료계의 혁신을 유도하고 의료기관의 효율성을 

재고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36) 의료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의 제거는 의료시장의 

경쟁을 촉친하여 의료산업을 효율화할 여지를 키운다. 영리자본이 기존의 부실 병

원을 인수함으로써, 경쟁력이 없는 의료기관이 도태되고  의료산업의 구조 건실화

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기업적 마인드를 가진 영리법인의 개입을 통

해 경쟁원리, 혁신 ․ 변화의 사고 방식이 도입되리라는 기대이다. 의료법인의 영리

행위를 부정하는 현행 의료법의 규제는 사업자의 윤리성에만 너무 의존하고 경쟁 

메카니즘이 충분하지 않다는 반성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효율성 제고를 영리법인의료기관제도 허용이라는 하나의 제도 도입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즉 영리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임으로써 산업구조의 효

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은 의료 지불제도의 변화, 보험비급여부문의 축소 등 적절

한 의료환경의 조성이 선행됨으로써 달성되고 극대화할 수 있다.

  (3) 의료의 선택 폭 확대 

  고급의료와 아메니티(amenity)를 추구하는 부유층의 욕구와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선택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주장한다.37)

  (4) 영리법인의료기관 도입에 의한 파급효과 및 경쟁효과

  Duggan38)은 많은 비영리의료기관들이 실제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영리의료

기관들과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과 최근의 연구에서 시장에 하나 이상의 영리의료

기관이 존재할 때 민간비영리공급자들의 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고 

36) 이상호. 2002. " 리법인(주식회사) 병원 도입의 필요성". 한병원 회지. : 25-33.

37) 이해종. 2004. " 리법인의 의료기  설립허용에 한 의견". 방의학회지. 99-103.

38) Duggan, M.G., 2002. "Hospital Market Structure and the Bevavior of 

not-for-Profitnhospital". RAND Journal of Economics, vol 33. : 43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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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실제로 그렇다면, 이를 반영하지 않는 연구는 진정한 영

향을 과소평가 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그는 인근 영리의료기관이 존재하는 곳에서

의 비영리의료기관의 행위를 연구하기 위해 금전적 인센티브에서의 외생적 변화

를 사용하였다. 즉, 인근 경쟁의료기관의 소유형태가 비영리의료기관의 행위변화

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영리의료기관의 

수가 많은 지역의 비영리의료기관들이 다른 지역의 비영리의료기관보다 정책변화

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간 반응 차이는 금전적 제약

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리의료기관이 있는 지역에서의 시장경쟁의 정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리의료기관의 도증가가 비영리시설들을 좀더 

이윤지향적으로 만든다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즉, 이는 경쟁적인 시장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간비영리의료기관들이 이윤극대화 기업을 모방하고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2. 도입반대론

  

  도입반대에 대해 시민단체, 대한의사협회,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집단이 반대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9)

  

  (1) 자금조달의 문제

  의료기관의 자금조달은 현재 금융기관 대출에 의한 간접금융에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영리법인의료기관을 인정한다고 해서 주식 등 직접 금융에 의한 국내의 

신규 자본이 대거 유입할 가능성은 미지수다. 실제로 “실적이 저위 안정형이면 투

자대상이 되기 어렵다”라는 투자 전문가들의 지적을 참고로 할 때 주식회사의 의

료기관사업 참가가 의료기관 사업 자금조달의 다양화로 연결되리라는 것은 안이

한 추론으로 보인다. 

  현재의 건강보험수가 하에서는 의료기관 경영을 통한 이익 배당을 노릴 정도의 

39) 정기택. 2006. “의료산업화론의 이론적 배경 연구”. 재경부.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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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창출은 힘들기 때문에 국외의 자본이 유입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국내외 

자본의 유입은 건강보험 수가 적용이 선택 사항이 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러한  미래의 상황을 기대하고 투자된 의료기관은 그러한 상황이 이루

어지기까지는 비영리 의료기관에 비해 더 노골적으로 비급여서비스와 비필수적의

료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 

  (2) 경쟁성 및 효율화40)   

  의료에서 경쟁이란 1980년대 대부분의 국가들이 폭등하는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공보험시스템 내에 경쟁의 원리를 수단의 하나로 공보험시스

템 내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되면서다. 그러나 경쟁원리가 의료

에서 적용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공보험체계내’의 제한적인 방식

이었다. 이른바 내부시장(Internal Market)원리가 그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는 영리의료기관과 비영리의료기관간 경쟁을 상정하고 있다. 의료제공에서의 경쟁

관계로 유럽국가에서와 같은 보완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바

람직한 경쟁은 의료기관간 의료의 질과 가격을 대상으로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소비자인 환자가 의료의 질 차이를 판단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고, 의료비는 수가에 의해 규제되고 있어 어떤 경우든 다른 일반재가 시장에서 

의루어지는 경쟁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서비

스 차별화를 통한 경쟁인데 이는 환자 유인으로 연결된다. 유럽의 경험에서 볼 

때, 이론적으로는 선택과 경쟁은 건강보험시장을 더욱 효율적이게 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경쟁기전이 실제로 작동 될 수 있는 지는 별개라는 사실임을 간과해

서는 안 됨을 보여주고 있다.  

  의료가 갖는 특성상 영리법인의료기관은 어디까지나 보완적, 보충적 기능에 한

정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모든 국가에서 입증되고 있다. 물론 미국도 예외가 아

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영리법인의료기관의 규모가 극소수에 달한다는 점에

서, 특히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영리법인의료기관을 허용

40) 전창배. 2005. “영리법인의료기관:신화와 실체”. 건강보험연구센터.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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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어디까지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보충성 역할만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능 설정은 의료가 갖는 특성인 정보의 불확정성에서 필

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영리법인의료기관을 공공의료기관과 경쟁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모든 치료에 대한 선택권을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간 허용하는 것은 잘

못된 정책이다. 경쟁과 선택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장

에 맡길 수는 없을 것이다. 

  (3) 의료기관의 선택

  선택원리와 관련하여 1980년대를 기점으로 소비자 선택권 강화차원에서 일부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험자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건강보험체계하에서의 선택이 가능한 요소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로, 보험자를 선택하거나 혹은 공보험에서 제외되게 하는 것(독일, 네덜란드), 

공보험자 혹은 민간보험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것(독일), 그리고 

1차 의료기관 선택권을 부여 하는 것(덴마크,프랑스,독일 등)등을 들수 있다. 위와 

같이 다양한 선택의 양태가 존재하고, 실제로 국가마다 다른 형태의 선택권을 부

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영리법인의료기관을 허용함으로써 영리의 의

료기관과 비영리의료기관간의 틀 속에서 환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환자가 의료기관의 질과 가격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

서 경쟁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리법인의료기관이 허용으

로 환자의 선택권이 늘었다고는 주장할 있을지 모르지만 환자의 후생이 증가하였

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환자들이 관

할 지역내에서 개설된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자신의 단골의사를 선택하게 하면

서, 반드시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할 때도 단골의사의 의뢰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환자에게 선택권을 준다

하더라고 소비자는 이것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덴마크의 

사례에서 보여 주듯 1차 의료기관 의사 선택권을 환자에게 부여한 결과, 관할 지

역외 의사를 선택한 비율이 1.2%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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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에서 환자에게 선택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없

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또한 의료에서 영리의료법인을 통해 환자에게 선택권을 소

비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경험적이지 않은 면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의료시장에서 경쟁과 선택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은 의료가 갖는 특성에서 기인한다. 아래 인용은 이를 잘 지적하고 있다. “소비자

들은 종종 치명적으로 정보의 불확정 속에 놓여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아

프게 되며, 질병에 걸릴 경우 종종 진단은 복잡하고 매우 기술적이어서 사람들은 

정보가 없다. 따라서 어떠한 종류의 치료가 이용될 수 있는지 모르며, 다양한 종

류의 치료방법의 효과에 대해서도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종종 환자들은 질병의 

중한 경우에는 여러 병원을 찾아다닐 시간이 없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차 수리의 경우와 대조) 그렇다고 정보의 불확정이 개선이 가능할

까? 응급조치와 같은 정보는 적은 비용으로 개선가능하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치

료를 요하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의학전문가와의 개별적인 진료를 

통해야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시말해, 의료는 개인별로 맞춤복과 같아, 대량생

산된 형태로 표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성복과는 다르다. 그럼, 환자들이 의학적 

정보를 이해할 수 있나? 많은 의료정보는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하여 어떤 경우에

는 환자 자신이 의사가 되지 않는 이상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잘못 선택된 결

과는 그 비용이 매우 비싸다. 다른 재화와 달리 거의 되돌릴 수 없이 치명적이다. 

  (4) 의료의 공공성과 탈규제

  의료재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시장에 있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불완전 경쟁적 측면, 의료재의 가치재적인 성격, 그리고 

이로 인해 만들어진 제3자 지분에 의한 진료보수, 단일 공정사격의 수가 등 사회

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제도 등등을 이유로 공공의 관여가 확대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필수의료’의 경우는 전체 국민이 향유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국가나 정

부는 이러한 소비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가치재’적 성격이 크며,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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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대 사회에서 의료분야에 대한 정부개입의 큰 논거가 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

서 ‘필수의료’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재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임을 주지해야 한다. 

  영리법인은 그 특성상 소유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고 주주는 의결권을 통해 

회사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이익 창

출을  최대의 목표로 삼게 된다. 반면에 필수 의료는 대체로 수익성이 낮기 때문

에 이익 창출을 추구하는 영리법인의료기관은 필수의료의 제공보다는 비급여의 

고급 의료에 더 관심을 보이게 될 것이다. 정보의 비대칭성 내지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해서 의료기관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경향도 나타날 것이다. 미국의 투자자소

유의료기관의 경우 높은 요금, 채산성 낮은 의료의 억제, 비불능력 낮은 환자의 

기피등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기관의 주 고객은 건강보험 외

의 개인적인 의료비 지급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 될 것이다.  

  일부 계층의 아메니티 의료의 추구에는 계층간의 위화감에 대한 우려가 따른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의 차별화는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에서 발생하며 의료에서

만 생기는 문제는 아니다. 의료재의 경우 특수성이 있다면 그것은 필수의료는 누

구나 지불능력에 관계없이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따라서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만 확보된다면 아메니티 부분에 대한 일부 계층의 차별적 수요 자체를 

문제시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 사회원의 다수 시민은 이제 그 정도는 수요할 

수 있게 성숙해 있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이러한 영리법인 병의원의 존재가 일반 국민의 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을 

제약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둘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는 크지 않지만 민간에 절대

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 의료공급체계의 구조상 대다수 의료기관이 영리의료

기관 내지 영리법인의료기관화 하거나 영리 위주의 행태가 일반화하게 될 때 장

기적으로 필수의료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리라는 점을 배재하기 힘들다. 건강

보험을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영리의료기관이나 민간보험이 

공보험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의료제도의 그간을 흔들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와 

끊임없는 건전성 감시를 계속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다양성과 융통성도 

동시에 넓혀가는 제도적 모색을 하는 것이 보다 발전적 접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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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규제(counter-regulation)에 관해 최근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

을 높이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설득력이 있고,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이 경쟁적으로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 결과 급기아는 규제완화가 미덕이라는 믿음을 보건

의료에서 적용하려고 한다. 민간 비영리의료기관에 대한 수가규제, 의료기관 당연

지정제를 전형적인 규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의료계는 보건의료부분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마저 못마땅 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영리법인의

료기관이 출현한 것이라고 보면 우려스럽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반에 

탈규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그 세력을 강화하고 있고, 그 위력이 계속 커지

고 있다.  문제는 법적으로 영리법인의료기관이 허용될 경우 형식적으로 규제를 

푼다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사회적 비효율 초래에 대한 문제인식이 빈약한 상

황이라는 점이다.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의 영리의료기관이 의료의 질, 의료비용, 

고용창출 등의 측면에서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

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5) 의료이용의 빈부 격차 확대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부정적인 효과로 지적 받고 있는 의료이용의 격차 확대는 

두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직접적 의료이용과 관련되어 저소득계층 환

자 진료가 기피될 가능성 ② 간접적, 심리적 측면으로 고급진료와 쾌적함을 추구

하는 부유층에 대한 의료이용 선택권 확대로 인한 위화감 조성이다.

  주주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제 1목표로 하여 수익성이 떨

어지는 필수 의료나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저소득 계층 환자의 진료가 기피

(Cream Skimming)되게 될 가능성 있다.41)

  의료시장 개방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게 될 수 있다. 주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의료기관 유치에 대한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요인으로 고소득층에게는 의료이

용 선택의 다양성을 주지만, 민간의료보험 분야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함으로

써 작동될 것이다. 두 종류의 의료보험(사회보험과 사보험)과 두 종류의 환자(사회

41) 감신. 2004. " 리법인 의료기  설립 허용의 문제 ". 방의학회지. : 1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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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자와 사보험 가입자)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주로 사회보험 가입자

를 진료하는 의료기관과 사보험 가입자가 주 고객인 의료기관 등 두 종류의 의료

기관이 생겨나면서 명실상부하게 이원화된 보건의료 체계가 될 것이고 한 쪽은 

질이 낮고 비효율적이며 낙후된 것이고, 다른 한 쪽은 질이 높고 효율적이며 현대

적인 것이다.42)

  (6) 의료비 상승

 

  비영리의료기관에 비해 영리추구 의료기관은 진료비용이 비싸서 의료비 상승을 

초래한다. 영리법인의료기관은 이윤을 내기 위해 비보험분야 진료에 더 많은 노력

을 가져올 것이며, 추가적 의료이용을 통해 의료비 상승 초래 가능성이 있다.

  (7) 병원의 영속성 문제 

   

  영리법인의료기관이 단기적 수익성에 편승해 진료과목의 진토나 병원 기능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지역의료공급체계에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보다 휴폐업이 손

쉽게 가능해지고 심지어 인수합병(M&A)의 대상이 되며 자본철수가 언제나 가능

한 형태가 된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병원에서 처럼 수익을 창출할 수 없으면 곧

바로 철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43)

  

  3. 소 결

  (1) 자금유입문제

  

  민간자본 투자 유입의 확대는 영리법인의료기관에서 투자자 모집, 주식공개

(IPO) 등을 통해서 현재 간접금융(금융기관 차입)의 수단을 통한 자금조달에 비해

42) 박주 . 2004. "최용 . 임박한 의료시장 개방 성격과 망“. 진보평론. : 17.

43) 우석균. 2004. “의료개방, 의료기  리법인화와 한국의 보건의료”.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민 의 

건강 :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에 반 하는 항의행동을 한 공개토론회 발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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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느 정도 확대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투자자

의 투자의사결정에는 현재 및 향후의 투자수익률이 의사결정 요인으로 작용되는

데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의 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대규모의 자본 유입

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의 효과는 1차적으로 의료기관의 자금조달 협상력이 제

고된다는 점일 것이다. 즉 기존 간접금융만으로 한정된 자본 조달 방식으로는 간

접금융의 상대자인 금융기관에 대한 협상력이 취약하게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현

재와 같이 낮은 수익구조 및 의료기관 신용평가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협상력이 

취약하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의료기관의 자금조달이 금융기관 차

입(간접금융)과 함께 민간자본 투자 유치(직접금융)가 가능하다면 자금조달 방안

이 다양해져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에 대한 효과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민간 자본의 유입이 수익성, 성장성이 높은 특정 의료기관 및 의료시설 유

형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같이 낮은 수익구조 상황인 미국 의료기관계

에서도 영리법인의료기관인 HCA, Telnet 등 영리법인의료기관 체인의 수익성, 주

식시장의 평가가 높은 상황이 이를 반영하다고 볼 수 있다)

  (2) 효율성과 선택   

  효율성 제고, 의료의 선택의 폭 확대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에 따라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효율성이나 선택의 폭 확대가 개별 영리법인에 해당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후생 감소(‘거시적 비효율성’)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일반 

산업계에서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독점 및 공정거래 제도가 필요하듯이, 영리법인

이 개별 기관 단위 효율성과 거시적 효율성을 동시에 유지하려면, 순수한 자유 경

쟁이 아닌 적절한 규제가 가미된 경쟁 상황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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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접근성 문제

  의료이용의 형평성 악화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의 가장 중요한 반대 논거

중의 하나이다. 영리의료기관의 유형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는 의료의 질과 반응

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이용을 포함한 접근성의 문

제는 재원조달체계(Financing Arrangement) 측면에서 논의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측면에서 우리나라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하다. 

대형민간의료기관(예를 들어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    들의 이용 

가능성은 현재 낮은 편이다. 그 주요 이유는 진료비 수준의 문    제라고 생각이 

된다.(보장성 문제와 직접 연관됨)

  민간의료기관은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율이 매우 낮은 편인데, 이 현상을 민간의

료기관 특유의 문제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주요 이유는 보상체계(수가)의 문

제라고 생각되고 민간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정신병원은 의료급여환자 입원 구

성이 높은 것이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리법인의료기관의 접근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맥락이 차이가 

난다. 미국의 영리법인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사회적 스캔들처럼 응급실(ER) 폐쇄, 

필수 진료과목 감소 등이 기사화되고 있고 실제 실증연구 결과 이외에도, 미국 국

민들의 영리법인의료기관에 대한 의식조사에서도 영리법인의료기관은 차별적으로 

진료하며 휴머니즘의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리적 여건, 의료관련 규제 요인에 의해 접근성 문제가 미국처럼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인구 도가 높아서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의료 접근

성이 취약한 지역은 거의 없고(의료기관내의 의사 확보 문제는 별도) 의료기관의 

개설과목 및 응급실 확보 등은 의료기관 설립조항이 아닌, 일반적인 의료기관 설

립요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 영리법인의료기관 제도를 허용할 경우에도 의료기관 개설의 준거

가 되는 의료 등의 적용을 받을 것이며, 영리법인 허용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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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법의료기관 설립이 의료 접근성 악화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를 경

로상 2가지 사건(수익추구 위주 운영, 수익성 낮은 진료분야 축소)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재 비영리의료기관이나 개인의료기관과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날 만

큼  경로상의 사건 발생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수익 추구 위주 운영에 대해

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진료분야 축소의 문제는 설립주체의 문제이기 보다는 의

료기관에 대한 규제(의료법 등) 적용의 문제이다. 미국의 경우 응급실 개설의무 

등 의료기관에 대한 특정 규제가 없는 주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관종

별 허가기준과 응급의료시설(야간진료시설) 구비는 연계되어 있다. 즉 영리법인의

료기관이라고 해서 미국에서처럼 응급실 폐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며, 그런 

문제가 발생 시 범법행위로 처벌대상이다.

  (4) 필수 다양성과 영리병원

  생물학 이론에 따르면, 자연의 진화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적용 메카니즘을 가

진 종(種)이 새로운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생존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원칙을 ‘필수 다양성의 법칙’(Requisite Variety)이라고 일컫는다. 조직이론 중 하

나인 조직군 생태학 이론 에서 한 산업내 조직형태 및 활동의 다양성을 발견하고, 

해당 산업 및 산업내 특정 기업이 발전하는 것은 이런 다양성 요인 때문에 발생

한다고 이론화하였다.44)

  영속적이고 탁월한 기업은 형태와 활동이 전형적이지 않은(Extremely 

Atypical) 조직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검토한다면 우리나라의 민간비

영리병원, 개인병원 등은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직형태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체계가 발전하는데 다른 형태와 활동을 하는 

의료기관 유형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44) Hannan MT. 2005. “Ecologies of Organizations”. Diversity and Identity,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9(1). : 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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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정리

민간
자본
투자
유입
촉진

·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투자가 활성화 
되어야 하나, 비영리법인 
규정은 투자를 막는 진입
장벽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

· 영리법인의료기관을 인정한
다고 해서 주식 등 직접 금
융에 의한 국내의 신규 자본
이 대거 유입할 가능성은 미
지수

 · 영리법인의료기관 허용
의효과는 의료기관의 자금조
달 협상력이 제고된다는 점
일것이다.  (Negotiating 
Power)

효율성 
증대

· 기업적 마인드를 가진 
영리법인의 개입을 통해 
경쟁원리, 혁신 ․ 변화의 
사고 방식이 도입되리라는 
기대

· 의료소비자인 환자가 의료
의 질 차이를 판단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의료
비는 수가에 의해 규제되고 
있어 어떤 경우든 다른 일반
재가 시장에서 의루어지는 
경쟁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의료의 선택의 폭 확대
는 영리법인의료기관 허용에 
따라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효율성이나 선택의 
폭 확대가 개별 영리법인에 
해당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는 후생 감소(‘거시적 비효
율성’)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 개별 기관단위와 거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순수한 자유 경쟁이 
아닌 적절한 규제가 가미된 
경쟁 상황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선택의 
폭 확
대

 · 고급의료와 아메니티
(amenity)를 추구하는 부유
층의 욕구와 다양한 서비스
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선택
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주장

· 환자가 의료기관의 질과 가
격을 판단할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보건의료에
서 환자에게 선택권을 행사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실효
성이 없다고 한다.

영 리 
병 원 
도입으
로 인
한 파
급효과 

· 영리법인의료기관의 도
증가가 비영리시설들을 좀
더 이윤지향적으로 만든 다
는 가설을 지지 · 경쟁적 시
장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간비영리병원들이 이윤극
대화 기업을 모방하고 있음
을 시사

의료의 
접근성

․ 영리법인의료기관의 존재가 
일반 국민의 필수의료에 대
한 접근을 제약할 것인가 하
는 문제에서 둘 사이의 직접
적인 관계는 크지 않지만 민
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 의료공급체계의 
구조상 대다수 의료기관이 
영리병원 내지 영리법인 병
원화 하거나 영리 위주의 행
태가 일반화하게 될 때 장기
적으로 필수의료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리라는 점을 
배재하기 힘들다.

・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이
용을 포함한 접근성의문제는
재원조달체계(Financ ing 
Arrangement) 측면에서 논
의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 한국의 경우 지리적 여건,
의료관련 규제 요인에 의해 
접근성 문제가 미국처럼 발
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인구 도가 높아서 실
질적으로 기본적인 의료 접
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거의 
없고(의료기관내의 의사 확
보 문제는 별도)
-의료기관의 개설과목 및 응
급실 확보 등은 의료기관 설
립조항이 아닌, 일반적인 의
료기관 설립요건에 해당
-우리나라에서 영리법인 제
도를 허용할 경우에도 의료
기관 개설의 준거가 되는 의
료등의 적용을 받을 것이며, 
영리법인 허용의 문제가 아
닌,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
의문제로 고려해야 

병원의 
영속성 
해체

․ 단기적 수익성에 현재보다 
휴폐업이 손쉽게 가능해지고 
심지어 인수합병(M&A)의 대
상이 되며 자본철수가 언제
나 가능한 형태가 되어 지역
의료공급체계에 문제가 발생

 <표 2>                    영리법인의료기관 도입 찬·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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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장 영리법인의료기관의 윤리적 타당성 검토

 제 1절 의료공급의 이념적 대립으로 본 영리법인의료기관

  1. 개 관 

  

  보건의료 공급에 관한 이념논쟁은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경제학적, 사

회학적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지만 뭐니뭐니 해도 보건의료공급의 이념대

립의 일차적인 원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배분에 관한 것이고 보건의료서비스의 

배분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이념은 효율과 형평에 관한 논쟁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2. 평등과 형평의 개념

  불평등 개념 규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철학이나 사회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개념을 분배에서의 정의(distributional justice)라는 개념으

로 다투어 왔다. 즉 어떠한 것이 바람직한 분배인가를 정의함으로써 바람직한 사

회로서의 정의로운 분배를 강조해 왔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배분적 정의에 관련된 개념들 중에서 특히 중요하게 구분되어

야 할 것이 평등과 형평의 개념이다. 성과의 배분에서 평등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은 기본적으로 사실의 차원에서 논의되지만, 공정 (또는 형평)하게 분배되어 있다

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른 인식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개념이다. 즉 평

등이란 모든 이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지만 형평이란 필요도 내지는 기여도에 

비례하여 차별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배분적 정의론

  분배적 정의는 두가지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넓은 의미로서 사

회적으로 의미 있는 모든 편익과 부담이 사회의 구성원 사이에서 배분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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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다. 다른 하나는 좁은 의미의 정의로서 경제적인 측면에 국한된 편익과 부

담의 분배와 연관되어 있다.45) 이 글에서는 주로 후자에 국한하여 그 개념을 다루

고자 한다.  

  배분적 정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생각은 모두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원칙적

으로 분배에 있어서 정의란 권리, 공평성, 그리고 받을 만한 자격이란 요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어

떤 부분에 큰 비중을 두어 정의를 규정해야 하는가라는 선택의 문제가 중요한 과

제로 부각된다. 또한 동시에 고려해야 할 주요한 점은 우리의 관심인 정의라는 도

덕적 가치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거나 유일한 가치는 아니기 때문에, 파생되

는 다른 가치와 상충할 경우 유독 정의에 대해서만 다른 것에 우선하는 절대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정당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파생되는 선택의 문제 때문에 배분적 정의에 대한 

자유주의 와 평등주의, 공리주의, 그리고 현대적 사조인 롤즈의 정의관으로 구분

해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나 자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침

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다른 이유로 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주장의 요체는 모든 사람이 정당하게 가질 수 있는 것들만을 소유하는 분배의 

형태가 정의로운 것이라는 데 있다. 즉 정의의 여러 요소 가운데 권리가 가장 우

선해야 하고, 또한 정의라는 이름 아래에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46) 그러나 사람들이 자유주의적인 정의관에 대해 갖는 가장 큰 불만은 

그것이 절차상의 형식적인 타당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분배의 실질적인 측면을 무

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주의에서 묻는 것은 오직 정당한 방법으로 물건을 소

유하게 되었느냐 하는 점이며, 이 정당성만 보장된다면 누가 무엇을 갖든, 혹은 

45) 한상수. 2001. “아리스토텔리스의 정의론”. 공법연구 제30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 277.

46) 이준구. 1989.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다산출판사.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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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얼마나 많이 갖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유주의자에 대해 ‘독선적이며 가진 

자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또한 이

러한 자유주의자가 말하는 정당한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것도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47) 

   (2) 평등주의

  

  평등주의는 정의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평등성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 다는 사실

을 강조한다. 이 이론의 핵심은 인간은 출생 때부터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점을 역

설하고, 따라서 평등이라는 개념이 제일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음을 인정한다고 해서 바로 그 사실을 분배적 정의의 핵심에 놓

아야 할 당위까지 자동적으로 승인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평등주의에 대한 가장 큰 비판 가운데 하나가 평등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다른 정의의 요소를 무시한다는 점이다 평등주의자가 갖는 또 하나의 문

제는 앞의 정의의 요체가 평등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의와 자유의 두 도덕적인 가

치 사이에서 정의가 우선해야 하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평등주의자는 이

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자유라는 개념을 보다 넓게 해석하면 이러한 문제는 없다

고 강조한다. 즉 자유주의자가 이야기하는 자유는 소극적인 개념으로 남에 의하여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결국 자유란 단순히 강제가 없는 것 이

상으로 적극적인 의미를 내용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48) 

  이처럼 평등주의의 배분적 정의관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평등하게 태어난 

이상 모든 물질적 가치 역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현실적

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득력도 없다. 따라서 이를 탄력적으로 해석할 필요

가 있다.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한 가지는, 각각의 물질적인 가치에 대해 누리고 

있는 후생이 같으면 평등하다고 간주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경제적 

47) 문옥륜. 2000. “의료보장론”. 신광출판사. : 19.

48) 이준구. 전게서. :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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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이라는 것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다른 한 가지

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수준’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물론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정의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점이 문제이

다. 

   (3) 공리주의

  공리주의 정의관은 밴담의 유명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잘 나타나 있는데 

공리주의의 경우는 평등성, 권리, 혹은 자유와 같은 개인의 문제는 뒷전에 둔 채 

사회 전체의 후생이라는 척도로 정의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바람직한 분배란 

그 사회의 총체적인 후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분배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리주의

자들에게 있어서는 사회 전체의 후생의 증감에 입각한 공리의 원칙이 유일한 도

덕적인 기준이 된다.

  제도적 공리주의(Institutional utilitarianism)에 자유주의적 해석을 가미하는 입

장에서는, 사회전체의 복지 증가가 도덕적 이상의 가장 근본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공리주의와, 그것의 실현은 안정된 사회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회제도에 

대한 강조가 결합된 것이 핵심적 요소인데 여기에다가 안정된 사회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가능한 보장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자유주의적 해석을 가미한 것이다. 

  자유주의를 공리주의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두가지 입장이 있다. 한가지 입장은 

개인의 자유의 허용이 없이는 개인의 복지를 알아 낼 길이 없다고 하는 입장이다.

  다른 입장은 경험적으로 보아서, 개인의 자유의 엄격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

는 도덕적 입장은 대체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전체 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자유권의 행사는 분명히 제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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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료 서비스의 배분적 정의에 대한 자유주의 ․ 평등주의 ․ 공리주의

  (1) 자유주의 관점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는 의료에 대한 접근은 사회보상체계의 하나로 파악하여 

개인은 주변 사람보다 더 나은 의료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을 더 

많이 사용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평등을 제도나 법 앞에서의 평등으로 인식하고, 평등의 실질

적인 성취보다는 평등에 대한 잠재력을 더 강조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사

람들의 자유가 유지된다면 소수의 불평등은 감수해야 한다고 한다. 자유는 그 자

체로 최고의 선이므로 평등과 자유, 평등과 개인적인 성취는 갈등관계가 존재한다

고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주의는 의료서비스의 획득을 위한 개인

의 책임은 매우 중요하고 만약 사람들에게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보상체계

를 갖게 한다면 개인의 책임은 약화되고 더 나아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얻은 

보상은 경제적인 안녕을 보장하는 동기부여를 약화시킨다고 하여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2) 평등주의 관점

  평등주의자는 의료에 대한 접근은 개인 권리의 하나로 파악하여 개인의 소득이

나 재산의 과다에 의하여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의료서비스는 사회구성원이 모두 

향유해야 할 권리의 하나라고 본다. 따라서 평등은 구성원을 위한 기회균등의 개

념으로 인식하므로 보건의료는 성취를 위한 기본조건으로 인식하게 된다. 즉 의료 

서비스의 획득을 위한 개인적인 인센티브는 바람직하지만, 경제적인 실패로 인하

여 의료를 획득치 못하는 것과 도덕적인 악행이나 사회적 무가치가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등과 개인적 성취 사이에 갈등이 적게 되고 자유를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거나 평등을 소수가 누리는 자유를 다수에게 확대하는 것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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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 공리주의 관점

  자유주의적 공리주의 입장에서 시장경제는 분배정의 실현의 필요조건은 될지언

정,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이라 하고, 분배정의의 필요조건은 효율

성의 재고라 한다. 효율성이 상승하지 못하면, 분배정의의 실현이유가 없어지고, 

형평에 맞는 분배가 보다 높은 효율성 재고에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공리주의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효율성의 재고는 반드시 분배정의의 

실현을 요구한다. 전체파이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몫이 지속적으로 줄어

든다고 하면, 더 이상 협동적 생산체제에 자발적으로 협조할 동인이 없어지고 마

는 것이다.  

  5. 우리나라 의료의 자유주의 ․  평등주의

  의료서비스의 배분과 관련하여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가운데 어느 것이 타당하

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주어지는 가치체계와  결부되기 때문

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체계가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경쟁을 강조하는 점, 

그리고 의료보험을 시작하면서 정부에 의한 의료기관 구축보다는 민간이 진료비 

수입으로 시설기반을 구축케 한점, 건강보험에서 재정위기의 타개책으로 경제적인 

원리를 원용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유주의적인 이념에 더욱 가깝다고 하겠다.

 이상의 두 가지 서로 다른 현실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자유주의와 평등주의가 

혼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정책기

조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평등주의에 서 있다고 판단된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유주의적 평등주의가 그 법적 이념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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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념적 대립으로 본 영리법인의료기관의 타당성 검토

  의료에 있어 치료의 불확실성, 환자와 의사의 정보 비대칭성 같은 특수성과, 의

료의 필요성으로 인해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국민들에게 건강

보험과 같은 제도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리법인의료기관의 도입으로 인해 의료공급에 있어 평등주의가 깨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바가 있다. 영리법인의료기관이 도입 될 경우 공공의료 부분은 필수 의

료를 영리법인의료기관은 선택진료, 부가가치창출서비스를 담당할 것이다. 또한 

영리법인의료기관을 허용하는 만큼,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료기관은 세제의 적

합성과 함께 공익성을 더욱 띠게 될 것이다. 

  의료공급의 평등주의를 이유로 의료산업이 강화되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산업의 경쟁력을 통해 수익의 창출로 공공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다.

 이는 요사이 실용정부의 정책이념에서도 잘 읽을 수 있다. 현실의 모습에서 자유

주의냐 평등주의 인가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변화하는 흐름에 따라 

성장하는 모습 속에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물론 과거에도 성장을 외쳤지만 

분배의 방법이나 결과가 잘 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광복후의 자본주

의 시장과 민주주의 정치체계는 안정되고 발전되었다. 타협과 대화로 이룰 수 있

는 문제들이 많이 생겼다. 

  평등을 기치로 했던 사회주의는 비효율이라는 결과적 산물을 남기며 역사속으

로 사라져 갔다. 사회는 이기심에 의해 움직여 졌다. 자신의 소유를 중시했던 것

이다. 어쩌면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인지도 모른다. 사회주의의 창시자인 맑스

는 일 자체내에서의 보람과 평등의 공동체를 이야기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성

원들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사회는 발전하지 못했다. 어느 쪽이 옭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이기심과 효율, 성장의 개념인 것 같

다. 그러나 의료는 그 중요성때문에 의사로서 높은 격을 요구했고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의 높은 격을 요구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이타심만의 강조만으로 저성

장과 침체의 그늘에서 머물러 있을 수 만은 없다. 최선의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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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폴, 태국과 같이 국가주도적으로 의료 산업을 육성하고 국가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연구와 움직임이 보인다. 의료 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생

명공학, 의료기기, 의약산업)의 육성과 의료 허브의 모습을 구상하고 계획되고 있

는 것이다. 

  의료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부창출을 이루고 산업형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고비

용, 고급의료 서비스 실현으로 인한 부의 분배효과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또한 전체 보건의료산업의 수익에 대한 세목과 특별부담금 형식의 재원조달로 공

공의료면의로의 순환구조도 가능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에 있어 환자를 대하는 태도는 확연히 다르

다고 한다. 이기심과 효율, 성장의 이면에 이타심과 인간미 넘치는 사회 형성의 

문제는 또 하나의 고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절 의료윤리 4원칙으로 본 영리법인의료기관

  1. 자율성 존중의 원칙   

          

  개인은 누구나 자신의 일을 결정할 자율권을 지니며,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그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된다는 원리가 내재해 있다.  

  개인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데, 그 개인 마다의 자율적인 행위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행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서 살펴보면 영리법인의료기관 개설에 있어서도 의료인, 

환자, 투자자가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의료기관개설 형태에 

대한 결정권, 의료소비자의 선택의 자유,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싶어하는 의사아닌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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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악행금지의 원칙          

 악행금지의 원칙은 피해를 주지 말고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을 만들지 말라는 

의무이다. 영리법인의료기관의 허용으로 의료비의 부당한 징수와 과잉진료, 탈세

등의 위법한 행위로 ‘위험’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나 영리법인의료기관의 도입으로 의료기관이 회사의 개념으로 활동하여 투

명하고 건전하게 발전됨으로서 세제와 경영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

성시키고 ‘악행’이 제거되어 악행금지의 원칙에 부합 될 수 있을 것이다. 

  3. 선행의 원칙

 

  선행의 원칙은 크게 두 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적극적인 선행의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효용원칙’이다. 전자는 이득의 제공을 요구하고, 후자는 

이득과 손실의 균형을 요구한다. 

  선행의 원칙에서 살펴보면 ‘적극적 선행의 원칙’은 영리법인의료기관제도의 도

입으로 영리법인의료기관 운영과 보건의료산업의 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공공의료

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자원을 늘리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

을 것이다.

  ‘효용원칙’에서는 의료에 있어 ‘효용’은 적은 비용으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으로서 영리법인의료기관이 도입되면 높은 질은 유지하되 저비용의 “효

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4. 정의의 원칙

  정의는 철학에서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주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전통

인 정의론이 분배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다음의 네가지 이다. (1) 능력에 따른 

분배 (2) 성과에 따른 분배 (3) 투여된 노력에 따른 분배 (4) 필요에 따른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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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즈의 정의관은 사회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에게 거의 모든 사회적 관심을 부

여해야 한다는 최소극대화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롤즈의 정의관의 방법론적 특징은 이른바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다. 그는 정의

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직접 대답하기보다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 합의된 것이면 

정의로운 것이라는 소위 순수한 절차적 정의를 내세운다. 

  롤즈가 주장한 정의의 제 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모든 사람은 평등한 기본

적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 양심, 언론, 집회의 자유, 보통 선

거의 자유, 공직 및 개인 재산을 소지할 자유 등 자유주의가 내세우는 가장 기본

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우선성을 두고 있다. 

  롤즈 정의관의 제 2원칙은 두 부분(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어야 하며,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어야 한다)으로 이루어진다. 가장 유명한 첫 번째 부분은 차

등의 원칙으로, 최소 수혜 시민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줄 사회적, 경제적 불

평등을 정당화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평등 분배를 내세우고 있다. 두 번째 부분

은 모든 이에게 공정한 기회의 균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단지 직업이나 직책의 

기회만이 아니라 삶의 기회들까지 평등화하지는 원리이다. 다시 말하면 유사한 능

력과 기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들이 태어난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유

사한 삶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49) 

  영리법인의료기관을 정의관의 제 2원칙중 ‘차등의 원칙’ 으로 바라보면 최소 수

혜자에게 최대이득이 되어야 함에 대하여 영리법인의료기관제도의 도입으로 국민

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확장 된 보건의료산업의 수익에 대한 세목과 특별부단금 형식의 재원조달

로 공공의료면의로의 순환구조가 가능할 것이고, 그에 따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을 통한 국부의 창출, 산업형성에 따른 일자리 창

출, 고비용, 고급의료 서비스 실현으로 인한 부의 분배효과면에서 긍정적으로 생

각할 수 있다. 또한 영리법인의료기관의 도입으로 상법상 회사로 활동한다면 시장

49) 이정우. 1997.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 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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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의 공급자의 한축으로 투명성과 그에 따른 경쟁력을 가지고 의료서비스를 한

다면 국민은 보다 낳은 의료서비스를 낮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기회의 균등에서 균등함 이란 공정함을 의미하고 어떠한 현안이나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차별 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을 말한다. 

영리법인의료기관의 허용으로 기회의 균등함을 바라볼 때 의사에게는 회사형태의 

의료공급자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의사가 아닌 일반인으

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것이다. 의료 소자자인 일반국민

에게는 영리법인의료기관 허용으로 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인 접근성이 떨어 

진다는 우려를 많이 한다. 하지만 현재 영리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의 해외브랜드 수

출을 위한 자금확보의 수단이나, 고비용·고급의료의 시도에서 논의되고 있고 대형

종합병원은 비영리기관으로서 차후에도 건재해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 3절 영리법인의료기관 윤리적 평가 소결

 의료에 있어 치료의 불확실성, 환자와 의사의 정보 비대칭성 같은 특수성과, 의

료의 필요성으로 인해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국민들에게 건강

보험과 같은 제도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리법인의료기관의 도입으로 인해 의료공급에 있어 평등주의가 깨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바가 있다. 영리법인의료기관이 도입 될 경우 공공의료 부분은 필수 의

료를 영리법인의료기관은 선택진료, 부가가치창출서비스를 담당할 것이다. 또한 

영리법인의료기관을 허용하는 만큼,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료기관은 세제의 적

합성과 함께 공익성을 더욱 띠게 될 것이다. 

 의료공급의 평등주의를 이유로 의료산업이 강화되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 산업의 경쟁력을 통해 수익의 창출로 공공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다.

 이는 요사이 실용정부의 정책이념에서도 잘 읽을 수 있다. 현실의 모습에서 자유

주의냐 평등주의 인가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변화하는 흐름에 따라 

성장하는 모습 속에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물론 과거에도 성장을 외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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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의 방법이나 결과가 잘 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광복후의 자본주

의 시장과 민주주의 정치체계는 안정되고 발전되었다. 타협과 대화로 이룰 수 있

는 문제들이 많이 생겼다. 

 평등을 기치로 했던 사회주의는 비효율이라는 결과적 산물을 남기며 역사속으로 

사라져 갔다. 사회는 이기심에 의해 움직여 졌다. 자신의 소유를 중시했던 것이다. 

어쩌면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인지도 모른다. 사회주의의 창시자인 맑스는 일 

자체내에서의 보람과 평등의 공동체를 이야기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성원들에

게 적용되지 못하고 사회는 발전하지 못했다. 어느 쪽이 옭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이기심과 효율, 성장의 개념인 것 같다. 그러

나 의료는 그 중요성때문에 의사로서 높은 격을 요구했고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

의 높은 격을 요구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이타심만의 강조만으로 저성장과 

침체의 그늘에서 머물러 있을 수 만은 없다. 최선의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것

이다.  

 싱가폴, 태국과 같이 국가주도적으로 의료 산업을 육성하고 국가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연구와 움직임이 보인다. 의료 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생

명공학, 의료기기, 의약산업)의 육성과 의료 허브의 모습을 구상하고 계획되고 있

는 것이다. 

 의료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부창출을 이루고 산업형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고비

용, 고급의료 서비스 실현으로 인한 부의 분배효과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또한 전체 보건의료산업의 수익에 대한 세목과 특별부담금 형식의 재원조달로 공

공의료면의로의 순환구조도 가능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에 있어 환자를 대하는 태도는 확연히 다르다

고 한다. 이기심과 효율, 성장의 이면에 이타심과 인간미 넘치는 사회 형성의 문

제는 또 하나의 고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윤리의 4원칙으로 영리법인의료기관을 바라보면 다음과 같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서 살펴보면 영리법인의료기관 개설에 있어서도 의료인, 환자, 투자자가 자

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의료기관개설 형태에 대한 결정권, 의료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싶어하는 의사아닌 일반인의 직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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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의 자유가 제약되어 있다. 

 악행금지의 원칙에서 살펴 보면 영리법인의료기관의 허용으로 의료비의 부당한 

징수와 과잉진료, 탈세등의 ‘악행’을 더 조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나 영리법인의료기관의 도입으로 의료기관이 회사의 개념으로 활동하여 투명

하고 건전하게 발전됨으로서 세제와 경영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시키고 ‘악행’이 제거되어 악행금지의 원칙에 부합 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의 원칙에서 살펴보면 ‘적극적 선행의 원칙’은 영리법인의료기관제도의 도입

으로 영리법인의료기관 운영과 보건의료산업의 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자원을 늘리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효용원칙’에서 의료에 있어 ‘효용’은 적은 비용으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영리법인의료기관이 도입되면 환자유치를 위하여 환자들

이 원하는 수준의 의료의 질을 유지할 것이나, 이윤추구를 위하여 적정한 비용투

입이 이루어 질 것이므로 ‘효용’이 높아 질 수 있을 것이다.

 영리법인의료기관 도입을 롤즈의 정의의 원칙에서 살펴 보면 ‘차등의 원칙’을 적

용 했을 때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영리법인의료기관 운영과 보건의료산업의 

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자원

을 늘리는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을 통한 국부의 창출, 산업형성에 따른 일자

리 창출, 고비용, 고급의료 서비스 실현으로 인한 부의 분배효과면에서 긍정적으

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영리법인의료기관의 도입으로 상법상 회사로 활동한다면 

시장원리의 공급자의 한축으로 투명성과 그에 따른 경쟁력을 가지고 의료서비스

를 한다면 국민은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낮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기회의 균등에서 균등함 이란 공정함을 의미하고 어떠한 현안이나 문

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차별 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을 말한다. 영

리법인의료기관의 허용으로 기회의 균등함을 바라볼 때 의사에게는 회사형태의 

의료공급자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의사가 아닌 일반인으

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것이다. 의료 소자자인 일반국민

에게는 영리법인의료기관 허용으로 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인 접근성이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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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는 우려를 많이 한다. 그러나 현재 영리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의 해외브랜드 수

출을 위한 자금확보의 수단이나, 고비용·고급의료의 시도에서 논의되고 있고 대형

종합병원은 비영리기관으로서 차후에도 건재해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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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장 영리법인의료기관의 법적 타당성 검토

 제 1절 영리법인의료기관과 헌법적 규정

 우리 헌법은 제36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

는다.”라고 규정하여 일차적으로 보건의료공급에 대한 헌법상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민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것으로 사회국가원리 및 사회적 기본권

의 보장, 직업의 자유, 경제질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원리나 기본권이 보건 

의료공급에 대한 이념을 제시해 주지는 않아 사실상의 이념과 실정법의 규정과 

태도와의 괴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1. 보건권

  (1) 보건권의 의의

  헌법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규

정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보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는 형식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보건에 관하여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문언에 의하여 국민 보건

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라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50) 

  (2) 보권권의 성격 및 본질

  보건권은 국민이 스스로의 건강을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받지 아니할 것을 요

구하는 방어적 · 소극적 성격의 권리인 동시에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

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책무를 국가에 대하여 청구하는 주관적 공권으로서

의 성격이 있다. 전자는 자유권적 성격의 기본권이고 후자는 사회권적 성격의 기

50) 강경근. 2001. “헌법과 보건의료법”.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의료와 법 고위자과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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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권이다.51) 다만 보건권은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

와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이 보다 강하다

고 할 것이다.52) 

 

  2. 사회국가원리

 우리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회국가원리의 근거로는 보통 헌법전문, 헌제 

제11조의 평등조항,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 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사회적 기본권과 헌법 제9장 경제조항 등을 들고 있다.53) 

 사회국가란 대체로 사회적 · 경제적 약자와 소외계층, 특히 산업사회가 성립하면

서 대량으로 발생한 무산근로대중의 생존을 보호하고 정의로운 사회 · 경제질서를 

확립하려는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그 생활

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54) 

  (1) 사회국가와 보충성의 원리

  사회국가원리에도 사회국가를 실현할 의무는 일차적으로 국가가 지지만, 개개의 

시민이 사회국가의 이념내용들을 자신의 노력과 자조와 자기책임하에 이루려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사회국가원리는 개인과 사회의 노력이 기능하지 

않을 때에만 국가는 부차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배려하며 조정한다는 기본적 사

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그러한 범위에서 사회국가는 보충성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55) 

51) 강경근. 전게논문. : 4.

52) 계희열. 2001. “헌법학”. 박영사. : 762.

53) 김상겸. 2001. “사회국가원리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 제7집 제1호. 한국헌법학회. : 

125-126.

54) 권영성. 2000. “헌법학원론”. 법문사. : 140.

55) 홍성방. 2002. “헌법재판소와 사회적 기본권”. 헌법실무연습.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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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국가원리의 보건의료 공급에서의 모습

  사회국가는 국가가 종래와 같은 개인의 자유방임 · 불간섭의 원칙과 결별하고 

사회형성의 적극적인 목적을 부여받고 이를 위하여 행위하는 인권보장의 임무를 

가진 국가이다.56) 이러한 사회국가원리는 현대국가가 지향하는 사회국가 · 정의국

가의 과제이며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이념적 기초로서 작용한다. 그

러므로 국민의 건강의 유지 · 증진시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공급은 인

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물질적 토대의 기초를 형성하며 이념적으로는 사회국가

원리가 이를 뒷받침한다. 즉 사회국가는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배려해야 하는 근

거규정이 되며 그러한 생활배려와 한 가운데에 보건의료 공급이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3. 경제질서

  재산권에 대한 헌법적 입장은 두말할 것 없이  그 경제적 기능 때문에 우리 헌

법이 설정하는 경제질서와 연관된다. 보건의료공급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므로 이는 필연적으로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와 

상관성을 가지게 된다. 

  우리 헌법은 제119조 제1항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국가원리, 사회정의의 원리에 따라 동조 제2항이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

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

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순수한 시장기구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의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가능하도록 한 소위 ‘사회적 시장

경제질서’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57)   

56) 이달휴. 2000. “헌법상의 사회보장법의 이념”. 헌법학연구 제6집 제2호. 한국헌법학회. : 203.

57) 허영. 2002. “한국헌법론”. 박영사. :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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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공공보건의료 공급은 국가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영

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의 보건의료를 시장기구에 방치하여 국민에 

대한 건강보호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에서 시작된 의료보장의 시작으로 현재까지 사회국가원리가 강하게 

자리잡고 시장원리의 적용이 배태되는 영역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주의에 따

른 병폐를 지적하고 시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되 

환자(소비자), 의사(공급자), 기업인(투자자)의 자율성을 더 존중하고 시장원리를 

강화시켜 이에 따른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그 공급의 출발점으

로 영리법인의료기관을 든다.

  

  4.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더불어 행복추구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자기의 능력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물질적인 

반대급부를 받는 것은 자기의 자아실현과도 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의 실현형태에 해당한다. 즉 행복추구권은 의료인의 보건의료공

급의 헌법적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환자의 측면에서는 만족스러운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행복추구권이 있을 것

이다. 최근에는 고급의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환자의 선호를 포함하여 ‘소비자 선

택권’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각각의 의료를 구성하는 주체등의 자율성을 바탕으

로한 ‘시장원리’ 작동이 ‘소비자 선택권’에 기여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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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직업의 자유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개인의 사회

적 · 경제적 생활의 기초가 되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생활의 터전인 직

업을 개인의 창의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선택케 함으로써 자유로운 인격의 발

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한편 자유주의적 경제 · 사회질서의 요소가 되는 기본적 인

권이다.  의료인도 자기의 직업활동을 통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추구권을 향유하며, 이를 통하여 자기의 생활을 영위하며 이것이 모여 우리나

라의 경제질서를 형성한다. 이러한 활동은 보건의료공급의 단면이기도 하며 또한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는 보건의료공급의 헌법적 근거가 된다. 

  영리법인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을 확장하여 운영할 수 있는 

직업의 자유를 실현시키고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사아닌 일반인에게는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직업의 자유를 실현시킬 것이다. 

  6. 영리법인의료기관의 헌법적 타당성 검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자유주의를 천명하고 있는바 

시장을 인정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헌법 제119조 시장경제와 사적재산권 보

장). 의료영역 또한 이러한 자유주의 원리가 적용된다(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15조 직업의 자유). 그러나 의료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구성원에게 필수 · 필요적

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져야 함이 있어 평등주의적 분배개념이 강조된다(헌법 제

36조 3항 보건권, 31조~36조 사회국가원리). 이러한 의료영역에 있어 헌법상 자

유주의와 평등주의의 대립에 대해 헌법재판소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요

양기관 강제지정제 심판에서 였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중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가 아

닌 '직업행사의 자유'이다 라고 하면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과 개

성신장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그 제한은 개인의 개성신장의 길을 처음부터 막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써 개인의 핵심적 자유영역에 대한 침해를 의미하지만,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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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직업의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개성신장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상

대적으로 적어 핵심적 자유영역에 대한 침해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헌법 제

15조 직업의 자유), 또 ‘의료인은 의료공급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의료소

비자인 전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의 실질적 보장이 의료기관의 의료행위에 의존

하고 있으므로, '의료행위'의 사회적 기능이나 사회적 연관성의 비중은 매우 크다

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며 합헌으로 판시하고 있다(헌법 제36조 3항 보건권, 31

조~36조 사회주의국가원리). 

  또 하나의 논거로 우리나라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 기관이 약 10%에 불과하고 

국가가 1977년 계약지정제를 일시적으로 도입하였을 당시 지역적· 진료 부분별 

의료공백이 크게 발생하였음을 이야기하며 국민의 의료의 접근성 저하를 큰 논거

로 들었다. 즉 의료의 자율성 보다는 국민의 공공의료의 확립이 더 중요한 법익이

라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류의 합헌의견과는 달리 반대되는 헌법재판관 2인의 의견이 더욱 이

목을 끈다. 첫 번째 반대의견은 ‘합헌의견에서 충분한 숫자의 공공의료시설이 확

보되면 그때 가서 계약 지정제를 채택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일의 

순서가 잘 못된 것이다. 먼저 공공의료 시설의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하고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그 정도에 맞추어 의료보험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한

다. 

  영리법인의료 기관의 문제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영리법인의료기관의 반대논

리의 최대논거인 접근성 하락에 대해 공공성이 갖추어 지면 시행해야 할 것이 아

니라 공공의료 시설의 확충에 힘을 쏟으면서 단계적으로 제도의 범위를 넓혀 나

가야 한다.

  평등을 이유로 의료영역의 하향평준화를 이룰 필요는 없다. 상향평준화를 시키

면서 공공의료 시설의 확충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두 번째 반대의견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이로써 문

화의 발전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그 제도의 장기적 성과가 상대

적으로 의심되는 수단이라 할 것이다.’ 라고 쓰고 있다.

  이 또한 영리법인의료기관의 문제와 맥을 같이 한다. 평등을 기치로 했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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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는 평등을 위한 획일적 통제제도의 비효율성으로 저성장과 함께 사라져 갔다. 

사회는 이기심에 의해 소유와 효율을 추구하며 성장하고 발전되어 진 것이다.

  의료는 그 중요성 때문에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을 주요시 했는지 모른다.그러나 

이 이타심만의 강조만으로 저성장과 침체의 그늘에 머물로 있을 수 만은 없다. 최

선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상기한 바와 같이 의료의 공공성, 평등주의, 접근성을 이유로 성장을 터

부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성장을 위해 경쟁과 효율, 시장원리가 필요

하다. 물론 의료의 특성상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경쟁으로 인해 가격과 서비스가 형성되어 효율이 생기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나 의료광고 등의 형식으로 의료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

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지불형식으로서 민간보험제도 도입으로 선택의 

다양함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급자로서 영리법인의료기관이 도입되게 되

면 상법상의 회사로서 자본의 유입의 활성화로 경쟁력이 강화되고, 경영과 세제의 

투명성으로 경쟁력 있는 기관과 산업으로 나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원

리가 확장되어 적용 될 때 국가 통제 주도의 비영리의료기관 이외에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 의료산업의 육성과 확장

하여 생명공학, 의료기기, 의약산업 같은 보건의료 산업의 활성화로 의료허브를 

실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해외 영리법인 의료기관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특수 의료서비스와 노인요양 서

비스에 많은 비중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영리법인의료기

관이 도입되면 부가가치 창출 서비스, 비규제 의료서비스등을 담당하게 될 것이

다. 

  영리법인 도입과 함께 의료 정보제공을 위한 의료광고와 지불방식의 다양성을 

위한 민간의료보험도입, 요양기관지정제와 같은 제도적 여건도 함께 조성되야하고 

공공의료시설의 확충과 함께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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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절 영리법인의료기관과 민법 · 상법 ․ 세법적 규정

  1. 영리의료법인 제도의 의의

  (1) 영리의 의의

  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 뿐만 아니

라 영리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한다는 것까지를 그 목적

으로 하여야 한다. 이익의 분배라 함은 이익배당, 지분증가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의 방법에 의해서 법인이 얻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

보험회사 ․ 중소기업협동조합 ․ 마을금고 등은 일종의 사단법인이나,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비록 잉여금의 분배 또는 배당이 있다 하더라도 영리법

인이 아니다 반면에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재단법인 등이 상행위 기타 영리행위

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들은 이익의 분배를 그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영리법

인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2) 법 인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적 주체를 말한다. 민법은 단체

에 대하여 그 구성원인 개인과 구별된 독립된 개별의 법인격을 부여하고 법인 소

유의 고유한 재산과 그 활동을 인정함으로써 단체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처리한

다.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주어져 있는 법인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몇 가지의 유형이 있다. 먼저 구성요소가 무엇이냐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모인 사람의 모임을, 재

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실체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법

인설립의 주체에 따라 사법인과 공법인으로 분류된다. 셋째로는 영리추구의 여부

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외에도 내국법인과 외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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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민사법인과 상사법인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3) 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영리법인이라고 한다. 주로 구성원의 사익을 

꾀하고, 법인의 기업이익을 구성원 개인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일반적인 영리법인의 모습으로는 상법상의 ‘회사’가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식회사가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

으로 비영리법인이 민법과 그와 관계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데 비해, 영리법인의 

경우는 상법과 그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영리법인은 영리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개인이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

에 비하여 비교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간섭이 적고, 법인이 취득한 이익을 구

성원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중요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분의 

취득이나 양도 등의 문제가 중요한 법률문제인 것이다.

  영리법인인 회사에 관한 입법주의에 자유설립주의, 특허주의, 면허주의 또는 허

가주의, 준칙주의 등이 있다.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허가주의 또는 준칙주의에 

의하여 회사가 설립되고 있는데, 면허주의 또는 허가주의란 회사에 관한 일반법률

을 미리 제정하고 이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회사의 성립을 인정하는 입법

주의이다. 현재는 공익기업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이 입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준칙주의란, 회사에 관한 일반법률(상법)에 의하여 회사의 실체형성에 관한 대내

적 요건과 거래안정에 관한 대외적 요건을 놓고, 이것에 준거하여 설립한 것에 대

하여 당연히 회사의 성립을 인정하는 입법주의이다.

  회사의 설립절차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실체형성절차와 설립등기 절차로 나뉘는

데, 정관작성 ‧ 사원확정절차 ‧ 출자이행절차 ‧ 기관구성절차 등이 회사의 실체형성

절차를, 등기사항 ‧ 등기기간 ‧ 등기사항의 변경 ‧  설립등기의 효력 등을 정하는 

것을 설립등기절차라 한다. 



- 64 -

  (4)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은 학술 ‧ 종교 ‧ 자선 ‧ 기예 ‧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므로 영리 

및 비영리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된다. 비영리 법인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다. 

  비영리법인은 다시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나뉜다. 비영리사당법

인이 2인이상이 정관작성을 통해 설립행위를 해야함에 반해, 비영리재단법인은 재

산출연과 정관작성이 설립행위로서 다루어진다. 비영리사단법인의 법적 성질을 보

는 견해로는 현재 다수설은 합동행위로 소수설은 특수계약으로 보는데 반해, 비영

리재단법인의 경우 다수설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보고 일부는 합동행위로 보

고 있다. 양자가 동일하게 설립목적 ‧ 명칭 ‧ 사무소 ‧ 자산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고,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는 

이에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비영리사단법인의 존립시간 갱신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5) 비영리법인의 재산

  비영리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이루어진다. 기본재산은 설립시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부동산 및 기타재산을 말하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으로 정하지 아니한 재산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의 재산 등의 취득 및 매각은 엄격

히 재한하고 있어 각 법인이 해당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게 하고 있으며, 일부는 

매도 또는 담보제공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많은 비영리법인이 자산 운영를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강조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법인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법인의 목

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

여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법인의 재정 확보 및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있는 



- 65 -

경우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영리법인의료기관 관련 정책대안

    

  상법상 회사라고 함은 ‘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   법

인’을 말한다.(상법 169조, 171조 1항). 회사의 경우 영리성, 사단성, 법   인성 

등 3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상법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4가지 종류의 회사만을 인정

하고 있다.(상법 170조) 따라서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인 유형을 정의하더

라도, 현재 회사법 규정과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4가지 유형의 회사 인정 

여부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법상의 회사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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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상법상의 회사 종류별 특징

設立 機構 解散

합명

회사

․2인 이상

․사원의 직 ․연 ․무한책임
․업무집행기 은 ‘각 사원’

․존립기간 만료, 정 으로 정

한 사유, 총사원의 동의, 사원

이 1인으로 된 때, 합병, 산, 

법원 명령

합자

회사

․2인 이상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

로 구성

․무한책임사원(합명회사의 사원 책

임과 동일), 유한책임사원(직 ․

연 ․유한책임)

․업무집행기 은 ‘각 무한책임

사원’

․합명회사의 사유 + 무한책임

사원 는 유한책임사원의  

원이 퇴사할 경우

주식

회사

․1인 설립 인정 : 1인 이상

․최 자본 : 5,000만원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로 책

임(간 ․유한 책임)

․발기설립, 모집설립 가능

․주주총회 존재

․업무집행 : 이사회

․감사

․합명회사와 다른 은 사원이 

1인이 될 때는 해산사유가 아

님

유한

회사

․1인 이상(최고 50인)

․최  자본 : 1,000만원

․간 ․유한책임

․일정한 경우 자본에 한 보책임 

부담(주식회사주주 책임과 구별)

․발기설립만 가능

․사원총회 존재

․업무집행 : 이사

․합명회사와 다른 은 사원이 

1인이 될 때는 해산사유가 아

님

  상법상의 회사 허용을 검토할 경우, 어느 범위(수준)까지 허용할 것인가는 영리

법인 병원 허용 정책의 주요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

  3. 조세제도

  조세제도는 자원의 목적한 바를 이루도록 유도하는 기전이다. 의료기관 관련 세

목은 병원의 수익사업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의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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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를 수익사업으로 규정하여 과세함으로서 기본적으로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한 

과세 부과원칙에 적용된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형태의 의료기관은 이익을 ‘고유목적사업적립금’으로 적립(세

법용어로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 점이 차이가 난다. 고유목적사업적립금 제도는 

실질적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혜택이지만 이는 조세 납부의 시간적 이연효과

로 볼 수 있으며, 실질적 세금 감면혜택이라고 볼 수 없다. 동일한 비영리 법인격

을 가지는 의료기관이라더도 설립근거 법률, 병원의 성격, 법인 운영 형태에 따라 

세제상 취급의 차이가 존재한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의료기 의 형태별 련 세목

국  세 지방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양도

소득세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
세

개인병원 ○ ○ ○ ○ ○ ○ ○ ○ ○

사단법인 ○ × ○ ○ ○ ○ ○ ○ ○

재단법인 ○ × ○ ○ ○ ○ ○ ○ ○

의료법인 ○ × ○ × × × × △ ○

사회복지법인 ○ × × × × × × △ ○

학교법인 ○ × × × × × × △ ×

공공의료법인 ○ × × × × × × × ×

  (1) 국세(법인세율/소득세율)

  개인병원의 경우는 공익성은 있으나 비영리성은 없기 때문에 일반영리사 업자

와 동일하게 누진소득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법인형태의 의료기관은 의료업이 법

인세 비과세 수익사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일반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15% 내지 27%(2005년부터는 13%, 25%)의 법인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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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병원의 형태별 세율 비교

목 세율 근거

개인병원 리

과세표 이

1천만원 이하 : 9%

4천만원 이하 : 18%

8천만원 이하 : 27%

8천만원 과 : 36%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

 (소득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

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2002년 1월 1일 이후 용

법인

(사단법인,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공공의료법인)

비 리

과세표 이

1억원 이하: 15%

1억원 과: 27%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상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

도의 세율 인하 : 13%, 25%

 (2004 조세편람. 조세통람사(주). 2004. )

  (2)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기부금 ․ 지방세 

 

  먼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경우, 의료법인은 의료기기 등의 고정자산 취득금액

에 대해 5년 동안 수익사업소득의 50% 범위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허용 한도와 관련하여 사회복지법

인, 학교법인, 공공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산입이 허용(조세특례제한법 제

74조)되나, 사단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은 수익사업소득의 50%만이 고유목

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되고 있다.

  기부금의 손금산입 허용 범위의 경우 법인이 사립학교, 국립대병원 및 서울대병

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을 차감한 금액)의 50%가 손금으로 인정된다. 이에 비해 의료법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이월결손금과 법정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5%만을 손금

으로 인정하고 있다.58) 지방세 면제와 관련하여 현행 지방세법시행령은 수익사업

58) 손원익. 2004. “의료기  련 조세정책의 황과 정책방향”. 의료서비스시장개방 논의에 한 시사

.  재정포럼. : 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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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 예외조항(지방세법시행령 제72조의 2 제2항)에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

원이 경영하는 의료업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 그리고 1972년 이전에 설립된 재단병원에 대해서만 지방세 비과세 혜택

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의과대학 부속병원 및 사회복지법인인 의료기관을 제외

한 보건 및 의료 관련 사업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 규정된 비영리사업자

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지방세법상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의료기 별 조세혜택 차이 비교

개인병원
사단․재단법인 

병원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국립 학교병원

서울 병원

고유목 사업

립
해당 없음

이자소득 등 100% ＋

수익사업소득 50%
수익사업소득 100%

기부

손 산입
해당 없음

(당해사업연도 소득 액 - 법정기부 손 용인액 - 이

월결손 )×5%

당해사업연도소득

액 - 이월결손

지방세

비과세 혜택
해당 없음

의료업을 직  사

용하는 부동산은 

취득․등록세면제

취득․등록․재산․종합토지세 

등 용도구분에 의한 세 면제 혜택

 (자료원 : 손원익. 의료기관 관련 조세정책의 현황 및 정책 방향. 대한병원협회지)

  고유목적사업적립금의 의료기관 입장에서 실익을 분석하도록 한다. 고유목적사

업적립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

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100이란 고유목적사업적립금을 경제적 활동(Economic 

Transaction)한 내용은 세무 처리하면 다음과 같다.

  1차년도 고유목적사업적금액을 이용하여 2차년초에 자산을 구입할 경우,당기(2

차년도)의 감가상각이 발생한다.

  만일 고유목적사업적립금이 아닌 일반 자금으로 자산을 구입할 경우에는 당기

에 20만큼의 감가상각비 계상으로 비용처리가 된다.m 그러나 고유목적사업적립금

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손금)만큼 의료발전준비금환입(익금) 처리되므

로 손금 20-익금 20이 상계되어 2차년도에 비용처리는 ‘0’이 된다. 상기 예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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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듯이 고유목적사업적립금은 감세가 아닌, 세금부과의 시간적 이연 효과를 내

는 것으로서, 의료기관 차원에서는 이익발생 시점에서의 세금 납부 감면으로 인한 

현금(Cash) 유보의 효과이며, 해당 현금은 투자하더라도 비용처리(감가상각비 등)

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고유목적사업적립금 제도는 비영리의

료기관에 대한 세금혜택으로서 의미가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4. 영리법인의료기관의 민법 · 상법 ․ 세법적 타당성 검토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료인과 법인으로는 비영리법인인만이 개설할 수 있다. 

(의료법 제30조 2항) 또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민법의 재단법인의 내용을 준용한

다. 그러나 세법상 법인세법에서는 의료업 자체를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과세함

으로써 기본적으로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한 과세부과 원칙이 적용된다.

  개인병원의 경우는 공익성은 있으나 비영리성은 없기 때문에 일반 영리사업자

와 동일하게 누진소득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법인형태의 의료기관은 의료업이 법

인세 비과세 수익사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15% 

내지 27%의 법인세가 과세된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은 공익성을 중시하고 비영리

기관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질상 사업자로 세법상 취급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상으로 영리법인처

럼 행위를 하는 바에 대하여, 법인의료기관에 영리법인을 허용하여 회계와 경영을 

투명화 시켜 적합한 세제를 취하고 탈세와 위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의료법인으로서 비영리의료법인으로 남는 기관은 공익성을 더욱 강화 

시키고 적합한 세제의 이익을 주는 것이 올바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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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절 보건의료관련 규정59)

 의료법 제30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로서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

산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

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

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

훈복지의료공단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중 국가 및 공공단체를 제외한 사인중에서

는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할 수 있다. 그 중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관 개설주체로서 의료법인의 의미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18

조에서는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료법인의 법적 

성질은 비영리법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인은 의료사업 외에서 의료인 ․ 
의료관계자의 양성, 보수교육, 의료 ․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부대사업을 시행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료업의 주된 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는 점에서만 

비영리법인과 다를 뿐이다. 따라서 의료법인의 본질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상법상의 

영리법인과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결국 현행법상으로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

설 ․ 운영할 수 는 없다고 할 것이다. 

  (1) 의료법 

  제 30조 ②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

만, 제1호의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 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 ․ 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59) 전현희. 2005. “영리법인 허용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 연구소. :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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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다.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의료법인”이라 한다)

  라.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마.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법시행령

  제18조 (의료법인등의 사명) 의료법인 및 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법인이 행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행함에 있어서 공증위생에 기여하여야 하

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민법

  제44조 (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외국인투자촉진법

  ①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대금, 제

2조 제1항 제 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

수료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 ‧ 기술도입

계약의 허가내용 또는 신고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②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 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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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경제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가. 정의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란 외국자본을 유인하거나 외국기업을 유치

하기 위하여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세제상의 혜택을 제

공하는 특별지역을 의미한다. 의료특구는 의료관련일반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의료

기관, 의과대학, 의료관계 연구기관이 집적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고도 선진의

료의 추진을 꾀하거나,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

리나라에서는 당분간 의료특구라는 새로운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 대신 경제특구 

내에서 의료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 ․ 적용하는 새로운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나. 한국 내 외국병원 형태 분석

   지금까지 검색한 논문이나 신문기사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순수외국병원보다 

국내병원과 합작한 형태의 외국병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외

국투자기업 또는 외국 의료기관이 우리나라 의료시장에 합작투자해서 병원을 설

립할 경우, 국내 의료산업에 선진 의료기술 및 경영 노하우의 이전을 도모하여 병

원 유치가 보다 용이해 질 수 있고 국내의료기관의 경영개선 및 전문 경영인의 

양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60) 따라서 해외의료기관의 국내 진

입 시 단독투자보다는 자본제휴나 사업제휴 등 국내 의료기관과 다양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할가능성이 높다.

   다. 경제특구에서의 외국병원 운영방침

 

   외국병원의 우리나라 의료시장 진입은 기업의료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의료

시장 진입 기업은 단독 설립, 진출하는 국가 또는 투자자와의 합작회사, 경영계약, 

60) 우희식. 2003. “의료서비스 시장개방과 의료 경쟁력 향상방안 -고객만족도 조사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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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싱, 또는 지역 파트너십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에 

관한 우리나라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제약 및 생명공학 산업의 경우, 어느 정도의 자본투자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의료기술 인프라를 이용하여 인접한 중국의 

거대한 제약 및 생명공학산업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라. 경제특구에서 제공될 의료서비스

  

   입법목적이 외국인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서비스 수준이 최고급형을 추

구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최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많은 자본투입이 필요한 반면, 

대상 환자 수가 적어 심각한 수지 불균형이 예상되므로 현실성이 없을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외국인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최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도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때에는 대상환자 수 확보가 어려워 외국인 투자 의지

가 매우 작을 것으로 예측하여 현실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최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마. 소비자 

   특구병원에서 제공하는 최고급 수준의 의료서비스는 소비자로 하여금 높은 비

용부담을 발생시켜 특히, 중하층 소득계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력에 의한 의료서비스 이용여부 결정이 이루

어지는 것이 제도권내에 인정되어 서비스에 대해 고급과 비고급의 차별이 생길 

경우, 이를 의료 소비자가 정서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가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이들 계층에 기본형(보편적)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하여 제공되고, 최고

급 서비스는 한정된 의료서비스 범위에서 제공될 것이 예상되어 이들 계층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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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보편적) 의료서비스 이용에는 장애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건강보험은 

적용치 않기로 했다.

   바. 의료보험자 : 민간보험과 국민건강보험에서61)

   

   자율 의료수가를 상환하는 보험자로서 현행 국민건강보험자는 부적절할 것으

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경우, 의료서비스 수가는 국민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여비용에 준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의

료 보험자로서 유일한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역할과 위상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

능성이 있다.  

   일부 의견 중 자율수가 중 일부만이라도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정해진 급여비

용 만큼 상황될 것을 주장하나 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외국인 환자의 경

우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적용이 불가능하며, 국민건강

보험의 피보험자인 경우라도(외국인이건 내국인이건) 이 유형의 특구병원 이용은 

개인의 경제적 가용성에 의해서 결정될 바 1) 경제적 가용성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간에 의료이용 접근성에 차이가 발생하여 의료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2) 

또한 경제적 가용성이 있는 자가 특구병원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의 일부

를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 받을 경우, 경제적 가용성이 없는 자의 보험료 혹은 정

부의 조세가 경제적 가용성이 높은 환자를 위하여 사용되므로 소득역진의 역효과

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보험은 민간의료보험자에 의해 운영될 것으로 예

측된다.

   사. 영리법인 인정여부

   상기한 바와 같이 자본투자가 내 · 외국인 공동의 형태인 경우, 영리법인 형태

를 취하지 않고는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없다. 현재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하

61)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05.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병원의 진입 유형”. : 98~99.



- 76 -

고 있는 투자법인의 형태에도 다국적 다자간 투자형태를 고려하고 있고 의료특구

도 영리법인형태로 운영된다.    

   아. 소 결

   경제자유구역내 의료특구는 다양한 의료 서비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해외 보

건산업 육성을 위해 계획되고 시행되고 있다. 경제 자유 구역내에 한정되기는 하

지만 국내 의료산업에 영리법인의료기관이 도입될 경우의 문제점을 짚어 볼 수 

있다. 진료과목이나 의료기관에 있어 어떤 부분이 영리법인의료기관에 적용 될 수 

있는지,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국민 인식도는 어떠한지 , 수익성은 어떠한지, 보

건의료산업과의 관계성 등은 어떠한지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의 의료

특구지역의 시사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제 4절 영리법인의료기관의 법적 평가 소결

 <헌법적 검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자유주의를 천명하고 있는바 

시장을 인정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헌법 제119조 시장경제와 사적재산권 보

장). 의료영역 또한 이러한 자유주의 원리가 적용된다(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15조 직업의 자유). 그러나 의료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구성원에게 필수 · 필요적

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져야 함이 있어 평등주의적 분배개념이 강조된다(헌법 제

36조 3항 보건권, 31조~36조 사회국가원리). 이러한 의료영역에 있어 헌법상 자

유주의와 평등주의의 대립에 대해 헌법재판소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요

양기관 강제지정제 심판에서 였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중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가 아

닌 '직업행사의 자유'이다 라고 하면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과 개

성신장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그 제한은 개인의 개성신장의 길을 처음부터 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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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하고, 이로써 개인의 핵심적 자유영역에 대한 침해를 의미하지만, 일단 

선택한 직업의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개성신장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상

대적으로 적어 핵심적 자유영역에 대한 침해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헌법 제

15조 직업의 자유), 또 ‘의료인은 의료공급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의료소

비자인 전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의 실질적 보장이 의료기관의 의료행위에 의존

하고 있으므로, '의료행위'의 사회적 기능이나 사회적 연관성의 비중은 매우 크다

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며 합헌으로 판시하고 있다(헌법 제36조 3항 보건권, 31

조~36조 사회주의국가원리). 

 또 하나의 논거로 우리나라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 기관이 약 10%에 불과하고 

국가가 1977년 계약지정제를 일시적으로 도입하였을 당시 지역적· 진료 부분별 

의료공백이 크게 발생하였음을 이야기하며 국민의 의료의 접근성 저하를 큰 논거

로 들었다. 즉 의료의 자율성 보다는 국민의 공공의료의 확립이 더 중요한 법익이

라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류의 합헌의견과는 달리 반대되는 헌법재판관 2인의 의견이 더욱 이목

을 끈다. 첫 번째 반대의견은 ‘합헌의견에서 충분한 숫자의 공공의료시설이 확보

되면 그때 가서 계약 지정제를 채택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일의 순

서가 잘 못된 것이다. 먼저 공공의료 시설의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하고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그 정도에 맞추어 의료보험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한

다. 

 영리법인의료 기관의 문제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영리법인의료기관의 반대논

리의 최대논거인 접근성 하락에 대해 공공성이 갖추어 지면 시행해야 할 것이 아

니라 공공의료 시설의 확충에 힘을 쏟으면서 단계적으로 제도의 범위를 넓혀 나

가야 한다.

 평등을 이유로 의료영역의 하향평준화를 이룰 필요는 없다. 상향평준화를 시키면

서 공공의료 시설의 확충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두 번째 반대의견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이로써 문

화의 발전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그 제도의 장기적 성과가 상대

적으로 의심되는 수단이라 할 것이다.’ 라고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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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또한 영리법인의료기관의 문제와 맥을 같이 한다. 평등을 기치로 했던 사회주

의는 평등을 위한 획일적 통제제도의 비효율성으로 저성장과 함께 사라져 갔다. 

사회는 이기심에 의해 소유와 효율을 추구하며 성장하고 발전되어 진 것이다.

 의료는 그 중요성 때문에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을 주요시 했는지 모른다.그러나 

이 이타심만의 강조만으로 저성장과 침체의 그늘에 머물러 있을 수 만은 없다. 최

선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민법·상법·세법상 검토>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료인과 법인으로는 비영리법인인만이 개설할 수 있다. 

(의료법 제30조 2항) 또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민법의 재단법인의 내용을 준용한

다. 그러나 세법상 법인세법에서는 의료업 자체를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과세함

으로써 기본적으로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한 과세부과 원칙이 적용된다.

 개인병원의 경우는 공익성은 있으나 비영리성은 없기 때문에 일반 영리사업자와 

동일하게 누진소득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법인형태의 의료기관은 의료업이 법인세 

비과세 수익사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15% 내지 

27%의 법인세가 과세된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은 공익성을 중시하고 비영리기관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질상 

사업자로 세법상 취급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상으로 영리법인처

럼 행위를 하는 바에 대하여, 법인의료기관에 영리법인을 허용하여 회계와 경영을 

투명화 시켜 적합한 세제를 취하고 탈세와 위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의료법인으로서 비영리의료법인으로 남는 기관은 공익성을 더욱 강화 

시키고 적합한 세제의 이익을 주는 것이 올바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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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장 결 론 

 예로부터 의료의 공공성, 평등주의, 접근성이 중요시 되어 시장의 원리나 경쟁의 

원리 보다는 국가 통제의 평등화 모습이 구현되었다. 그러나 비효율, 저성장과 같

은 결과물을 남기며 몰락한 사회주의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의료공급의 평등주의를 이유로  의료산업이 강화되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산업의 경쟁력을 통해 수익의 창출로 공공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다 공

공의료시설의 확보 후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시설의 확충에 

힘을 쓰면서 단계적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요사이 실용정부의 정책이념에서도 잘 읽을 수 있다. 현실의 모습에서 자유

주의냐 평등주의 인가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변화하는 흐름에 따라 성장하

는 모습 속에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물론 과거에도 성장을 외쳤지만 분배의 

방법이나 결과가 잘 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광복후의 자본주의 시장

과 민주주의 정치체계는 안정되고 발전되었다. 타협과 대화로 이룰 수 있는 문제

들이 많이 생겼다. 

 싱가폴, 태국과 같이 국가주도적으로 의료 산업을 육성하고 국가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연구와 움직임이 보인다. 의료 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생

명공학, 의료기기, 의약산업)의 육성과 의료 허브의 모습을 구상하고 계획되고 있

는 것이다.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부창출을 이루고 산업형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고비용, 고급의료 서비스 실현으로 인한 부의 분배효과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

다. 또한 확장된 범위의 보건의료산업의 수익에 대한 세목과 특별부담금 형식의 

재원조달로 공공의료면의로의 순환구조도 가능할 것이다.

 위에서 상기한 바와 같이 의료의 공공성, 평등주의, 접근성을 이유로 성장을 터

부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성장을 위해 경쟁과 효율, 시장원리가 필요

하다. 물론 의료의 특성상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경쟁으로 인해 가격과 서비스가 형성되어 효율이 생기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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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료광고 등의 형식으로 의료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

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지불형식으로서 민간보험제도 도입으로 선택의 

다양함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급자로서 영리법인의료기관이 도입되게 되

면 상법상의 회사로서 자본의 유입의 활성화로 경쟁력이 강화되고, 경영과 세제의 

투명성으로 경쟁력 있는 기관과 산업으로 나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원

리가 확장되어 적용 될 때 국가 통제 주도의 비영리의료기관 이외에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 의료산업의 육성과 확장

하여 생명공학, 의료기기, 의약산업 같은 보건의료 산업의 활성화로 의료허브를 

실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해외 영리법인 의료기관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특수 의료서비스와 노인요양 서

비스에 많은 비중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영리법인의료기

관이 도입되면 부가가치 창출 서비스, 비규제 의료서비스등을 담당하게 될 것이

다. 

 영리법인 도입과 함께 의료 정보제공을 위한 의료광고와 지불방식의 다양성을 

위한 민간의료보험도입, 요양기관지정제와 같은 제도적 여건도 함께 조성되야하고 

공공의료시설의 확충과 함께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의료윤리의 4원칙으로 영리법인의료기관을 바라보면 다음과 같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서 살펴보면 영리법인의료기관 개설에 있어서도 의료인, 환자, 투자자가 자

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의료기관개설 형태에 대한 결정권, 의료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싶어하는 의사아닌 일반인의 직업선

택의 자유가 제약되어 있다. 

 악행금지의 원칙에서 살펴 보면 영리법인의료기관의 허용으로 의료비의 부당한 

징수와 과잉진료, 탈세등의 ‘악행’을 더 조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나 영리법인의료기관의 도입으로 의료기관이 회사의 개념으로 활동하여 투명

하고 건전하게 발전됨으로서 세제와 경영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시키고 ‘악행’이 제거되어 악행금지의 원칙에 부합 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의 원칙에서 살펴보면 ‘적극적 선행의 원칙’은 영리법인의료기관제도의 도입

으로 영리법인의료기관 운영과 보건의료산업의 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공공의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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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투자를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자원을 늘리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효용원칙’에서 의료에 있어 ‘효용’은 적은 비용으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영리법인의료기관이 도입되면 환자유치를 위하여 환자들

이 원하는 수준의 의료의 질을 유지할 것이나, 이윤추구를 위하여 적정한 비용투

입이 이루어 질 것이므로 ‘효용’이 높아 질 수 있을 것이다.

 영리법인의료기관 도입을 롤즈의 정의의 원칙에서 살펴 보면 ‘차등의 원칙’을 적

용 했을 때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영리법인의료기관 운영과 보건의료산업의 

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자원

을 늘리는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을 통한 국부의 창출, 산업형성에 따른 일자

리 창출, 고비용, 고급의료 서비스 실현으로 인한 부의 분배효과면에서 긍정적으

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영리법인의료기관의 도입으로 상법상 회사로 활동한다면 

시장원리의 공급자의 한축으로 투명성과 그에 따른 경쟁력을 가지고 의료서비스

를 한다면 국민은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낮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기회의 균등에서 균등함 이란 공정함을 의미하고 어떠한 현안이나 문

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차별 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을 말한다. 영

리법인의료기관의 허용으로 기회의 균등함을 바라볼 때 의사에게는 회사형태의 

의료공급자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의사가 아닌 일반인으

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것이다. 의료 소자자인 일반국민

에게는 영리법인의료기관 허용으로 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인 접근성이 떨어 

진다는 우려를 많이 한다. 그러나 현재 영리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의 해외브랜드 수

출을 위한 자금확보의 수단이나, 고비용·고급의료의 시도에서 논의되고 있고 대형

종합병원은 비영리기관으로서 차후에도 건재해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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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VALIDITY OF FOR-PROFIT MEDICAL 

CORPORATION     
-  Focusing on Legal and Ethical Assessment -

Lee Kang Hoon

Dept. of Bioethics & Health Law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In the past, the emphasis of medical field was put on 

factors such as publicism, egalitarianism and approach, 

establishing 'equal state control' rather than market or 

competitive principles. But, it doesn't make sense that 

medical field becomes standardized downwardly, preventing 

the field itself from becoming standardized upwardly, due to 

the cause of egalitarian-oriented medical supply.  

Accordingly, it needs to take public measures against the 

downwardly-standardized medical field trend, implementing 

upwardly-standardized medical system. The necessity of 

such upwardly-standardized medical field trend is plainly 

reflected in policy lines and ideas that the 

pragmatism-driven government pursues in recent years. It 

is meaningless to discuss whether liberalism will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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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egalitarian or vice versa.  Instead, it needs to make 

policies in the process of growing development  in 

accordance with the changing current.     

   It is expected to induce national wealth by developing 

health and medical industry, create industrial employment 

foundation, and provide high-cost and advanced services 

will have positive effects on wealth division.  Also, 

recycling structure in public medical field would possibly be 

built, by financing specifications of profits from the 

extensive health and medical industry scope in the form of 

special charge amount.  

   Competition, efficiency and market principles are required 

for growing medical field. Obviously, it is difficult to expect 

cost and efficiency will be formed following the created 

cost and services, owing to competition between demander 

and supplier appearing when  buys and sells medical 

equipment in some store, in the aspect of medical field 

characteristics.    

 But, it is deemed to offer the scope of multi-choices to 

medical consumers, promoting medical field-related 

advertisements and strengthening rights of choices among 

the general consumers, so that they can give an access to 

much information, and then introducing private insurance 

system as the payment form. Also, introducing the 

profit-corporation supplier agency will enable 

competitiveness to become enhanced as the commercial 

law-related firm, thanks to massive capital inputs.  And, it 

will help make transparent management and tax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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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competitive agency and industry, as well as 

providing low cost and good-quality services to medical 

consumers or patients.  This application of the extensive 

market principles will give birth to competitive medical 

agency besides state-leading non-profit medical agency. 

And, based on it, medical field will be fostered and 

expanded, with the result of the reinforced health and 

medical industry field, such as life engineering, medical 

equipment and pharmaceutical industry. And, subsequently, 

medical hub will be built. 

 The situation in profit-corporation medical agency 

overseas shows that special medical services and old-aged 

medical care services are run to a considerable degree.   

If profit-corporation is introduced in South Korea, 

added-value services and non-regulation medical services 

will be created. 

 A wide range of medical advertisements necessary for 

medical information, and private medical insurance must be 

introduced with various payment forms, and medical care 

agency selecting system has to be facilitated for a better 

institutional climate. And, strengthening public medical 

facilities and run them by degrees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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