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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목
영리법인 허용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로 인하여 국제적인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현실
로 다가오게 되었고, 도하개발아젠다에서 다루고 있는 서비스시장에는 “의료서비
스”도 포함되어 있다. 의료시장 개방 논의에 있어서 우리나라 의료법 상에 의료기
관 관련 법인의 비영리법인 한정성은 핵심적인 협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상
황이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의료관련 과학기술의 발달과 의료기술의 첨단화 및 고
가 의료장비의 출현이 의료소비자의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 요청과 맞물려 의료
기관 개설에 있어서도 많은 자본이 필요하게 되었고, 의료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도
기존의 질병 치료에서 질병의 예방과 미용이라는 신개념의 서비스 분야가 부각되
고 있는 실정이어서 기존 의료의 개념이 서비스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소비자 지향
적인 경영방식과 마케팅이 요청되는 실정에서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연구논문은 발견하기가 어렵고, 현재까지 영리의료법인 허용문제를 WTO
시장 개방논의와 함께 연구하거나 의료법상 규정되어 있는 의료법인을 실질화 시
키자는 논의 등이 발견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영리법인 허용이 의료계에 미치
는 영향은 주로 장․단점 분석의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영리의료
법인의 허용이 의료계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총체적인 입장에서 연구․분석할 필
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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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우리나라 의료시장의 현황을 분석한 다음, 영리의료법인 제도의 의미와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는 전문직 법인의 현황과 그 운영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현행 우리
나라 의료시장에 있어서 바람직한 영리의료법인의 형태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 지
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이 허용되게 되면 우리나라 의료계에 미치게 되는 파
장으로는 당장 요양기관 강제지정 문제,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문제, 의료광고의 규
제에 관한 문제, 민간보험의 도입에 관한 문제, 의료기관의 자금조달 다양화의 문
제 등 우리 의료계에 미칠 파장이 클 수밖에 없게 되므로, 이러한 제반 문제에 관
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상세하
게 논하고자 한다.

Ⅳ. 연구결과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면 보다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생산
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경쟁적 시장이 창출될 것이다. 또한 의료서비스
의 산업적 발전의 필요성이 크고 대외개방에 대처하여야 한다는 점도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우선 순수한 형태의 전
문직 법인을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의료시장이 이에 대응할 여유를 갖게 한 후 비
의료인들의 자본유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비영리법인 개설 의료기관
과 영리법인 개설 의료기관간의 차이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우리는 우리 의료서비스를 세계적인 표준에 맞추어 나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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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영리법인 허용 문제도 세계적인 표준에 맞추어 나가되 국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영
리법인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고, 영리법인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관한 연구가 없었
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국내연구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보다 더 심화된 주제의식을
가지고 영리법인 허용이 우리나라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의료계의 체
질변화를 유도하거나 정책개선효과를 마련하는데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사용 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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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f a profit corporation can administer a medical institution with establishment,
The competitive market where more various medical service is produced, and an
option of a user is ensured will be created. Development of medical service
industry is also necessary and we must cope with foreign opening, permission
about medical institution establishment of a profit corporation is certainly
necessary.
However medical institution establishment permission of a profit corporation
must be performed in a long term viewpoint gradually. First of all, we should
introduce a professional corporation of a pure form and let a medical market
have a margin to respond to it. Then, we should creates conditions so that capital
influx of non medical practitioner for a medical market is possible. After that, we
must make difference between non-profit corporation establishment medical
institution and profit corporation establishment medical institutions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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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혁적 배경
우리나라 헌법 제14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그
러므로 위 헌법규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
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상의 직업선
택의 자유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바(헌법 제37조
제2항), 의료분야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1)할 수 있
는 자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통하여 의료분야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는 자는 국가로부터 자격증을 인정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이 있다.
현재는 위와 같이 제한된 사람(자연인) 또는 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라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누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나라에 따라,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 답이 바뀔 수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에서 의료법이 제정된 것은 1962. 3. 20. 이었고 당시에는
의료인이 아닌 개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었다. 즉, 이 당시에는 의사가

1)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의료법에서 법적인 용어로 개설이라고 한다. 의료기관 개설의 자
유는 의료기관의 설립, 운영 및 폐쇄의 자유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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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일반인이나 영리법인(주식회사 등)도 의원이나 병원을 개설하여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경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약 10여 년 동안 운영되다가 1973. 2. 9. 제9회 비상 국무회
의에서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의원급에 한정)을 개설할 수 있고 병원의 경우에
는 의료법인만이 개설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2)되었다. 이 때 의료법인의
‘비영리성 추구원칙’이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되게 되었다3).
그러나 당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국가나 의료법인으로 제한
한 규정은 채 2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시행령에 서는 병
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까지 확대하였
다4).
이처럼 의료기관의 운영주체에 대해 건국 이래 별다른 제한이 없다가 1973
년에 이르러서야 의료기관 운영의 주체를 법으로 정하게 된 것이다. 의료기관
운영의 주체를 법제화한 후 30여년이 흐른 현재 사회․문화․경제 등 각종 환

2) 제9회 비상 국무회의(1973.2.9)상정. 의결 의료법개정법률 제30조
제30조 (개설)
① 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다.
②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
원 또는 조산소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
인"이라 한다)이 아니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3항 이하 생략.
3) 비상 국무회의의 의료법 전면 개정에 따라 1973. 9. 20. 대통령령 제6863호 의료법 시행령 제
27조에서는 “제27조 (의료법인의 사명) 의료법인은 의료업 및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공중위생에 기여하여야 하며, 영리를 그 목적으로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한편 의료법 개정으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개설 주체에 추가됨에 따라 1976. 9. 3.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제목을 “의료법인의 사명”에서 “의료법인등의 사명”이라고 변
경하고 내용도 “제27조 (의료법인등의 사명) 의료법인 및 법 제30조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이 행하
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행함에 있어서 공중위생에 기여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
는 아니 된다.”고 변경하게 되었다. 이 규정이 1982. 7. 23. 대통령령 제10873호에서 조문 변
경으로 제18조로 이동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4) 1975. 12. 31. 법률 제2862호로 공포된 개정 의료법은 의료법인만의 병원개설 강제규정이 임
의규정으로 개정되어 의료법인이 아닌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등도 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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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변화로 인하여 비의료인이나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의 운영 여부에
대해 다시 논의할 시기가 된 것이다.
의료인이나 공공단체에게만 의료기관 개설의 권한을 준지 30년이 지난 지금
과연 1973년 개정 의료법이 추구하고자 한 입법취지가 앞으로도 유지될 필요
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가 요구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연혁적 의미가
있다.
2. 대외적 배경
1995년 WTO에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인 교역의 자유를 추구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개방화의 대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미 당시
에도 국가 간 자본이동은 자유로웠지만, 자본 이동의 국제적인 자유화가 외국
자본이 국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연결되어지지는 아니하
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법이 의료기관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허
용하고 있지 않아서 의료기관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국내 또는 국
외 이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결국 1995년
WTO의 우리나라에 대한 요구가 의료서비스분야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밖
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2002년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채택되어 선언된 WTO의 “도하개발
아젠다(DDA)”로 인하여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시장도 이제는 개방화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도하개발아젠다의 진행일정에 따라 의료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2002년 6월에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서(REQUESTS)
를 발송하였다.
한편 2003. 3. 우리나라의 의료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외국에서도 우리
나라의 의료서비스 시장의 전망을 밝게 보고 우리나라 의료시장에 진출을 위
한 시장 개방요구(REQUESTS)를 한 바가 있다.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관련 법

- 3 -

인의 비영리성법인 한정성 항목이 주된 협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여부에 관한 사항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관심
이 높은 실정이다.
3. 대내적 배경
가. 국내 의료 환경의 변화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은 지난 77년 의료보험
도입이후 12년만인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로 의료이용의 보편성이 확
립됐고, 보건의료 인력․시설의 양적 확충으로 의료접근성이 개선되는 등으로
인하여 적은 부담으로 비교적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의료 환경 변화 이외에 국내 의료 환경은 의료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및 병원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를 개선, 보완하고 국민(환자)에게 양
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WTO/DDA 의
료시장 개방, 노인의료 수요 급증, 의료 정보화 등 급격한

변화에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 새로운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려면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새로운 정책방향
설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만성적인 수입․지출 불균형, 의료보험 통합, 수가인상 등으로 건강보험 재
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중․장기적인 수가구조 개편방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
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경영난 심화 또한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병원의 경우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의사들이 개업을 위해 이직을 하면
서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일부 진료과목은 구인난을 겪고 있거나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병원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경영
난으로 인하여 파산하는 병원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개설되는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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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수는 오히려 증가하여 병․의원 간의 제 살 깎기 경쟁이 심화되고 있
으며, 이는 다시 병원의 경영난으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나.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입장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시장에서는 의료의 질적인 측면이나 안정성의 측면에
서 환자의 만족도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에 기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의료에 대한 과잉규제와
규격화를 초래하였으며, 정해진 규제와 규격의 범주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
는 의료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의 여부나 진료의 성과와 관
계없이 이른바 ‘과잉진료’라는 명목아래 진료비삭감이 광범위하고 과감하게 단
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의사에게는 방어 진료를 하도록 강
요하였고, 그 결과 거의 100% 투약처방, 3분 진료, 하루 최소 70명 진료라는
의료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의료 환경에서는 의료의 질이나 안전
성, 환자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할 수 없고, 이렇게 과거보다 더욱 열
악해진 의료 환경은 의사는 물론 의료소비자(환자)에게도 경제적․정신적 손
실을 감수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는 결국 보다 나은 의료 환경에 대한 의료소비자의 요구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다. 의료 공급자의 입장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의료 환경의 여
러 제약으로 인하여 의료소비자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
다는 것이 의료공급자의 주장이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의료공급자는 진료의
욕을 상실하게 되고, 주어진 환경에 적응․안주하려는 경향을 드러낸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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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급에서 조차도 고도의 위험이 내포된 진료 등을 기피하고 있다는 현
상이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의료관련 과학기술의 발달과 의료기술의 첨단화는 고가 의료장비의
출현으로 나타났고, 의료 소비자의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 요청은 의료기관
에 인력이 단지 의료 보조인력 뿐 아니라 상담이나 코디네이션을 전문으로 하
는 외부 인력의 도입 및 호텔에 버금가는 인테리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필연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에 있어서 많은 자본이 요구됨을 말해주고
있다.
의료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도 기존의 질병 치료에서 질병의 예방, 교육, 미용
등 전통적인 의료 환경에 새로운 사업영역이 부가되는 퓨전의 개념이 도입되
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의료의 개념이 서비스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소비자
지향적인 경영 방식과 마케팅 방법이 요청되는 실정에서 더 많은 자본이 필요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자기자본을 가지고 개원을
하여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을 구할 방법이 없어 비의료인의 투
자를 통하여 암암리에 개원을 하고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의사의 개인 자본을
통하여 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자본의 유입에 비하여 유출이 차단된 기존의
비영리법인제도를 법 형식에 얽매어 탈법적으로 운영하는 사태가 만연되어 있
는 상황에서 자본의 출입을 자유화하고 자본의 모집의 가능성을 투명하게 공
개하는 영리법인 제도를 의료기관 개설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의료인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병원협회는 2003년 영리의료기관제도 도입에 관하여 “날로 고가화 되고
있는 의료장비 및 시설투자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외국과의 합작이나 자본제
휴 및 투자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영리의료기관제도의 도입을 추진토록
함. 단, 기존의 비영리병원에게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선택할 수 있는 기
회를 부여함.”등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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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부 및 기타 정치권의 입장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도입과 관련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의료시장개방과 관련된 논의에서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어서 수익금을 자국으로 송금할 수 없고, 유럽연합이나 중국 등
공공의료에 기반한 국가들이 규제완화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에서 비
영리법인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가 있고6) 향후
이에 관한 대책을 국내외 의료시장을 정밀 조사해 향후 협상에 대비할 계획이
라고 하여 영리의료기관 허용 여부에 관하여 논의의 가능성을 의료시장 개방
과 연계하여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영리병
원 도입에 대하여 인터넷 찬반 투표를 한 바가 있다(2003. 7. 7. - 2003. 7. 14).
여기에서 총 투표인원 932명 가운데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은 61%
(응답자수 570)이었으며, 반대하는 비율은 35%(응답자수 335), 잘 모르겠다는
2%(응답자수 27)로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 영리법인이 병원을 설립하여 영리활
동을 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
마.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과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가능
성 대두
지난 2002. 12. 30. 법률제6835호로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본 법률은 3월 후인 2003. 3. 30.이후 발효된다. 위 법률
에 대하여 의료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제21조 규정이다. 위 법률
제21조7)에서는 외국인은 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건복지

5) 대한병원협회, 보건의료분야 정책대안, - 민주당 정책공약을 중심으로 - 2003.
http://www.kuhpc.com/pds/upload/%C1%A4%C3%A5%C1%A6%BE%C81.hwp 참조.
6) 2001. 11. 19. 데일리팜 뉴스기사 참조.
7) 제21조(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 ①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특별구역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종
별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②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 등록하는 경우 경제특별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제
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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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외국인전용 의료
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의 의사 또는 약사 면허자는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경제특별구역에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
는 약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외국인이 경제특구에서 병․의원을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설
할 수 있게 되었고 외국인 의사도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만일 복지부장관이 외국인의 의료기관개설에
관하여 허가 시 의사면허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외국의 영리법인이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어 사실상 현행 의료법상 의사나
비영리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대원칙이 붕괴되는 결과가 된다.
이미 우리나라에 병원 개설을 의사 타진하였던 의료기관의 대부분이 주식회사
였던 점으로 보아서 현재 국내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주식회사
형 의료기관이 우리나라에 첫 선을 보일 수도 있다. 한편 외국인의사도 복지
부의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우리나라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어 현재 WTO DDA 협상에서 논의되는 의료서비스 시장개방
의 인력이동 및 자격 인증문제가 일단은 개방되는 것이 특징이 있다.

결국

④ 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국민
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
니한다.
⑥ 외국의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약사 면허자는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특별구역에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
는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
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⑦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
로 의료업 또는 약업을 행할 수 없다.
⑧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외부에 내국인들이 동 의
료기관 또는 약국이 외국인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명확
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 중 관련 규정의 적용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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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입법조치는 의료시장 개방의 첫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많고 외국 병원 사업
체들은 위 법률이 오직 외국인만을 상대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위 법의 개정으로 외
국병원의 내국인 대상 진료행위도 머지않아 발생할 것이 조심스럽게 예측된
다.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향후 본 법에 대한 입법
조치를 관심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2절 연구의 필요성
2002. 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로 인하여 국제적인 서비스시장의 개방
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고 도하개발아젠다에서 다루고 있는 서비스시장에는
“의료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서
비스 시장의 전망을 밝게 보고 진출을 위한 시장 개방요구(REQUESTS)를 하
고 있는데 의료시장 개방 논의에 있어서 우리나라 의료법 상에 독특한 의료기
관 관련 법인의 비영리법인 한정성은 핵심적인 협상의 대상이 될 소지가 매우
큰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의 방향성도 의료법 제정과 의료기관 비영리법
인 한정 조항이 개정 삽입되던 1970년대 당시와는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의
료관련 과학기술의 발달과 의료기술의 첨단화 및 고가 의료장비의 출현이 의
료소비자의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 요청과 맞물려 의료기관 개설에 있어서
많은 자본이 필요하게 되었고, 의료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도 기존의 질병 치료
에서 질병의 예방과 미용이라는 신개념의 서비스 분야가 부각되고 있는 실정
이어서 기존의 의료의 개념이 서비스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소비자 지향적인
경영방식과 마케팅이 요청되는 실정에서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본의 출입을 자유화하고 자본의 모집의 가능성을 투명하게 공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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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리법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나, 영리법인의 허용이 반드시 우리
나라의 의료시장의 특성에서 좋은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
문에 그 단점을 예측하여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영리법인 허용에 있어서 의료계에 미칠 수 있는 단점 혹은 악영향은 ①비의
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이 현재 보다 자유화되어 의료인이 자본을 가진 비
의료인에게 종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②영리 추구의 이윤동기로 인하여
공익적인 성격의 의료 서비스의 상당한 부분이 소외되고 영리성 있는 진료 부
분에만 치중하여져 국민 보건의 의료시스템에 있어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며, ③영리 추구로 인하여 의료법상 광고규정 환자유인 금지 규정의 위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예측되고, ④영리 법인이 주식시장에서 공개되는 경우
경영과 의료에 있어서 경영측면에만 치중하여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위협 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⑤법체계상으로도 설립에 있어서 일반 회사와 같이 상법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경우 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의 면밀한 허가 대신 신고제
로 운영될 경우 졸속한 의료법인 설립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영리법인 허용에 따른 의료계에 대한 장점 또는 바람직한 영향은 ①대규모
자금이 공개적으로 모집될 수 있음에 따라 의료법인을 보다 선진화하여 국민
보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②의료기관에 영리성을 불어넣어 소비자
지향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게 함으로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
며, ③투명하지 아니한 자금이 의료기관 설립에 투입되는 것이 공개되어 그간
의 비의료인의 자본에 의하여 의료인이 고용되던 현실을 양성화 할 수 있고,
④WTO체재 하에 외국 영리법인이 진출하는 것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⑤의사나 특히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하
는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나 수행의 자유권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기본적인 장단점 분석을 좀 더 심화 연구하여 “영리법인 허용
이 우리나라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의료계에게 체질변화를
유도하거나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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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의 연구 현황

제1절 들어가는 말
국내에서 영리법인 허용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연구
논문을 발견하기가 힘들다. 현재까지 영리법인 허용 문제를 WTO 시장 개방
논의와 함께 연구하거나 의료법상 규정되어 있는 의료법인을 실질화 시키자는
논의 등이 발견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영리법인 허용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
향은 주로 장단점 분석의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에 들어 의료기관 설립에 있어서 영리법인의 참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독립적으로 영리법인의 설립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되기 시작하였다. 이하 현
재까지 국내의 연구에 대하여 개괄적인 검토를 하기로 한다.

제2절 WTO DDA 병원서비스 시장개방 대응방안 연구8)
1. 연구보고서의 내용
위 연구는 WTO DDA 병원서비스 시장개방과 관련한 병원계의 양허요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되었다. 위 보고서에서는 병원서비스 시장 개방
에 대한 논의 중 병원의 경쟁력을 기술, 자본, 경영의 함수로 파악하고 이 경
쟁력을 세계적 표준의 충족정도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세계적
표준의 특징을 구미국가의 병원정책에서 유추하여 병원서비스의 경우 세계적
표준은 비영리의 공익적 서비스로서 국가의 적극적 보호와 지원을 받아 육성
하는 한편 공익적 서비스에 만족 못하는 틈새를 영리병원이 보완하도록 한다
는 것이다.

8) 송건용, 한국병원경영연구원,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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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연구보고서에서는 정책적으로 시장 개방 시 외국 영리병원이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미리 우리나라도 우리 식의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이로써 의료서비스에서의 가격, 의료의 질, 안정성, 환자 만족
도 등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할 수 있고, 이런 경쟁을 통해 우리 병원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했을 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고 보고 있다. 또한 상업적 주재의 서비스 공급형태 속엔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국내의 병원간 의견이 상이한바 국가
적인 차원, 개별병원 운영에 대한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해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상업적 주재에 대한 진출대상국가의 법, 제도, 환경 그리고 보다
실질적인 행정 및 규범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하여 정부는 중국에 대하여 인공수정, 척추, 관절, 성형외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상업적 주재9)에 대한 양허요구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2. 검토
위 연구는 의료시장 개방논의를 앞두고 의료계인 병원의 입장에서 연구된
보고서로 시장개방에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시사점이 있다고 본
다. 특히 우리 의료서비스를 세계적인 표준에 맞추어 나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며, 영리법인 허용 문제도 세계적인 표준에 맞추어 나가되 국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정책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
고 판단된다.
연구보고서의 의도상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영리법인 제도가 도입되어
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던 것 같아 보이며, 특히 양허요구안 작성
시 상대방 나라의 의료서비스 규제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총론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중국의 경우 이미 WTO 가입 시에 의료서비스 시장에 대
하여 폭넓게 개방하였다는 점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없이 인공수정, 척추, 관
절, 성형외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상업적 주재에 관한 양허 요청을 한 것은
논리적으로 볼 때 불필요한 것이 아니었나 한다.
9)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Mode 3): 서비스공급자가 서비스수입국 영토 내에 서비스
공급체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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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쟁점 논의10)
1. 연구보고서의 내용
연구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법인의 현황과 문제를 지적하면서 영리의료
법인을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법인을 발전시켜 도입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위 연구보고서에서 현재 의료법상의 의료법인 현황 및 문제는 의
료법인이 의료법상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있지만 세법상에서는 영리법인으로
인정하고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미국에서 실시 중인 각종 지
원책도 일본의 건강보험진료비 비과세 등 지원책이 없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결국 우리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현실적으로는 상법상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영리법인 허용 문제에 관하여는 우리나라는
전체 병원 중 90%는 민간병원으로서 민간병원은 정부를 대신하여 공익적 기
능을 수행함으로써 민간병원 육성책은 긴요하기 때문에 민간병원을 이원화하
여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으로 구분하여 지원책과 규제를 달리 하여 육성되어
야하며 따라서 민간병원은 설립목적과 경영전략에 따라 비영리 법인이나 영리
법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비영리법인 병원에 대
하여 정부는 재정 및 세제상 혜택을 확대하고 미국의 경우와 같은 부대사업을
가능케 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하여 공익적 기능인 자선적 진료, 연구개발, 응
급의료, 의학교육 등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의 이점으로 자본조달, 이미지 홍보, 채무청산자
금조성효율성 제고, 비영리병원 인수 압력 배제, 영리병원과의 합병, 정부의
간섭 비교적 적음, 지분의 취득, 양도 가능, 발전하는 의료기술의 도입, 전문
화, 환자의 다양한 요구의 충족 등을 위해 병원규모와 자금조달원의 확대 필
요성에 대응, 세금의 감면 혜택, 유한책임 등을 들고 있다.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은 국민적 정서의 관점에서 저항, 영
리병원이 전체 의료체계와 건강보험체계에 주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

10) 송건용, 대한병원협회지 20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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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위 연구에서 특이할 점은 영리법인의 종류는 크게 2가지 형태로 구분한 점
이다. 하나는 전문직 의료법인(가칭 의무법인)으로 회계법인, 법무법인, 특허법
인 등과 유사한 형태로서 의사로만 조직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법적 형태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합명회사, 합자회사라고 하고 있다. 이에는 전문직 의료법인
(가칭 의무법인)도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른 하나는
주식회사형 병원으로 사채 발행, 기업공개를 주된 특징으로 한다고 본다. 영리
법인 병원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전문직 의료법인(가칭 의무법인)
을 먼저 허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 검토
위 연구보고서는 우리 의료법상의 의료법인제도가 입법취지와는 달리 정부
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사실상 대우는 영리법인과 마찬가
지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점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한 연구보고서이다. 영리법
인 병원의 도입 전에 단계적으로 우선 의무법인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를 하
였으나 의무법인이 현행법 테두리에서 영리법인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해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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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영리의료법인의 설립가능성에 대한 연구 11)
1. 논문의 내용
박민은 위 연구를 통하여 법이론적으로 영리의료법인의 설립가능성을 제한
적으로 인정하였다. 위 보고서에서는 미국12)에서의 상업적 의료행위금지 원칙
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의료인에게 보수를 지불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으로, 미
국의 경우 20세기 초 미국의사협회의 주도로 이 원칙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하
고 있다. 한편 미국의 조세법은 의료기관을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분
하여 영리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법인 소득세를 부과하고, 비영리의료기관에 대
해서는 비과세의 혜택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재정적․물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 원칙이 널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보건의료환경의 엄청난 변화로 인해, 상업적 의료행위금지원칙의
예외13)를 비교적 넓게14)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며, 회사형태의 의료기관을 설
립할 수 있도록 하는 판례나 입법조치까지 등장하여 의료인의 선택범위를 확
장시켜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판례15)나 상법학자들의 통설은 의사, 변호
사, 화가, 음악가 등 자유직업을 영위하는 자는 설령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상
행위로 열거된 행위를 하더라도 상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11) 박민, 영리의료법인의 설립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의료법학지 제9권 제2호, 2001. 12.
12) 위 보고서에서는 1890년도 후반까지도 미국에서는 정규의학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인(irregulars)
도 의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 위 전게 논문 3면 각주 10번 및 Donald. E. Konold,
A History of American Medical Ethics 1847 - 1912, at 14-16 (1962) 참조.
13) 위 논문에서는 상업적 의료행위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1) 비영리 의료기관(Non-Profit Corporation)
(2) 전문직 법인(Professional Corporation)
(3) 관리의료기관(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HMO)
(4) 학교나 직장의 양호실
(5) 의과대학
(6) 병원행정서비스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을 들고 있다. 자세한 내
용은 위 전게 논문 제5면 이하 참조.
14) 상업적 의료행위금지의 원칙을 최초로 규정했던 미국에서도 이에 대한 예외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전문직 법인의 경우에는 주주나 주요 임직원의 최대 49%까지는 일반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위 전게논문 19면 참조.
15) 서울 고판 1983.6.10, 83 나 274. 손주찬, 상법(상) 제11정증보판, 84쪽 주1, 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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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민은 위 논문에서 의료인의 입장에서 의료인이 자유롭게 영리의료
기관 또는 비영리의료기관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비
영리의료기관을 선택한 의료인에게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한 재
정적 보조와 함께 시설물 및 의료기기 등을 지원해 주어야 하며, 이러한 혜택
이 의료인 개인의 이익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반해 영리의료기관을 선택한 의료인은 세법상의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
록 하는 절차적․제도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의료인이 영리의
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상업화가 지나치게 확
장되지 않도록 거대 산업자본에 의한 영리의료기관의 설립은 제한되어야 하
며, 따라서 현재의 보건의료현실에서 가장 바람직한 영리의료기관의 형태는
특정한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이 설립하는 전문직법인(의무법인16))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16) 위 논문에서 의무법인은 의료법상 의료법인과 구별되는 것이다.
위 논문에서는 의무법인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다만 하기 법인 안에서 상속
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변호사자격이 있고”라고 서술되어 있으나 “의사 면허”의 오기인 것
으로 보인다.
규정내용

의무법인(가칭)안

구성원의 가입

신규 가입은 구성원 회의의 결의로 정함

구성원의 탈퇴

언제든지 임의로 탈퇴 가능. 단, 6월 전에 그 뜻을
법인에 예고하여야 함

구성원의 수
구성원의 자격요건
자본금의 총액

3인- 5인 이상의 의료인
국가고시를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설립되는 장소와 의료기관의 규모를 고려하고 의원급․
병원급․종합병원급 등으로 나누어 결정

지분의 환급

법인재산에 그 구성원의 지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노무,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구성원이 탈퇴 한때에는 그
지분을 환급 받을 수 없다.

지분의 양도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 회의의 의결에 따른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잔여재산의 배분

각 구성원의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

상 속

상속인이 변호사자격이 있고 구성원 회의 결의로 승낙
한 때에 한하여 권리 의무를 승계하여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임 원

임기 2년의 대표의료인 1인 이상

등록 주무부서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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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
위 논문은 영리의료법인의 허용가능성에 대하여 미국의 경우 및 관련 전문
직의 법인 형태를 예를 들어 비교적 상세하게 영리의료법인의 가능성 및 구체
적인 형태를 표현하였다. 그러나 논문에서 제안된 의무법인이 진정한 의미의
영리의료법인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의료법상의 의무법인과 실제적인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제5절 영리법인 및 의료법인 병․의원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17)
1. 논문의 내용
영리법인의 인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의료의 공공성을
내세워 이를 부정하는 것만으로는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우
리나라 병의원의 현황과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과의 차이점과 영리법인 병의원
도입의 효과를 논하면서 선의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예견되는 부작용을 최소
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위 논문에서는 영리법인 병원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로 ①영리법인의 도입은 의료
기관에 자본유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함으로써 병원산업의 성장을 도
울 수 있으며 ②병원계의 혁신을 유도하고 병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③국
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의료기관에 대한 위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통해 간접적인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점 외에는, 영리법인 도입의 뚜렷한 장점이 제시되고 있지 못
하지만, 고급의료를 추구하는 계층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을 장점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부정적인 효과로는 ①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 의료나 사회적으로 필요
성이 있는 저소득 계층 환자의 진료가 기피(cream skimming)되게 되리라는 점 및
17) 정형선, 영리법인 및 의료법인 병의원에 대한 정책방향,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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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에서는 이윤 추구와 무관한 교육․연구에 대한 투자가 소홀히 되기 쉽
다18)19)고 하며, ②영리자본이 소유, 운영하는 병원이 지배적 위치에서 독과점적인
인수, 합병을 통해 의료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대두되며, ③요양기관 강제
지정의 폐지나 건강보험수가의 적용 기피 등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영리법인을 바로 새로운 병의원의 개설자로 인정하는 것은 기존 의료시
장에 대한 충격이 크고, 외국의 영리병원의 유입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
한 차원에서도 점진적인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와 함께 우선 영리법
인을 새로이 병의원의 개설자로 인정하기 보다는 기존의 획일화된 의료법인을
양분하여 공공적인 성격을 강하게 갖는 공공의료법인과 출자자의 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해서 출자하고자 하는 유인을 유지시키는 출자의료법인으로 나누어
양자의 장점을 살려나가는 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아예 영리법인의 병의
원 개설을 인정해서 의료법인 방식에서 주어진 이익배당 금지와 출자 지분 금지
의 제약을 벗어나게 하는 방안도 함께 논하고 있다.
2. 검토
위 연구논문은 의료시장 개방 논의를 계기로 해서, 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병원의 개설․운영의 주체 문제 및 국내의 의료법 내지 의료정
책의 전환이 주는 의료제도에 대한 영향에 초점을 둔 최초의 연구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 특히 국내의 보건의료 관련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시장개방과 제도변화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설문의 분석결과를 대안 제시를 위한
참고로 삼았다는데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8) 미국 내 최대 영리기업인 Columbia/HCA의 산하병원 196개중 의학연구, 교육기능을 수행
하는 병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94).
19) Kaiser Foundation Health Plan의 회장인 D. Lawrence(2001)는 영리병원도 교육․연구 등
에 투자할 수는 있지만 Kaiser Permanente의 사례를 볼 때 현실적으로 상당히 제약점이 있
음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동시에 비영리 병원이 장기적으로 소비자 의료수요 및 공공보건
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임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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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영리법인에 대한 논의 및 발전방향
의료기관의 설립형태에 대한 제한은 WTO 서비스 시장개방협상과 관련하여
서만 쟁점이 되었던 것은 아니고, 일찍이 국내 의료계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
던 사항이다. 즉,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운영결과 이익이 나더라도 출연
자는 출연금액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이익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
하기 위한 의료시설 등에 재투자하여야 하며, 재정난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
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되게 되어 통상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나 이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이 인수하게 되는 등의 문제로 인
해 사유재산권의 침해가능성 등의 문제가 의료계에서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다.
최근 대한병원협회는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관련해 외국 영리
법인의 국내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종 확정하였는데20) 이에 대해
병협 관계자는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영리법인 허용문제는 찬반의 문
제 이전에 불가피한 추세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으며, 병협이 회원병
원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찬성률이 1차 조사에서 30.6%에 불과했지만 2차
조사에서는 70.2%로 높게 나왔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
과 이해종 교수가 ‘시장개방의 범위와 방법이라는 논문에서 시장개방에 관
한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영리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고 한다.

20) 2003. 3. 6. 데일리 메디 뉴스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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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군별 영리법인 병원 인정에 대한 여부
(단위 : 명, %)

인정해야 한다

인정해서는 안된다

소 계

자

23(60.5)

15(39.5)

38(100.0)

언 론 인

35(79.5)

9(20.5)

44(100.0)

의료공급자

24(80.0)

6(20.0)

30(100.0)

시민단체

6(28.6)

15(71.4)

21(100.0)

45

합계 133

학

소

계

88

영리법인 병원 인정 이유 vs. 불인정 이유
(단위 : 명, %)

인정 이유
더 나은 서비스 제공
의료산업 발전
민간주도 병원 산업
국제적 개방 요구
기타
무응답
계

불인정 이유
33(24.8)
25(18.8)
18(13.5)
2( 1.5)
3( 2.3)
7( 5.3)

의료는 성격상 비영리이므로
환자 상품화 가능성
병원의 환자선별 가능성
취약 환자 방치
기타
무응답

88(100.0)

20(44.4)
14(10.5)
4( 3.0)
2( 4.4)
1( 0.8)
4( 8.9)
45(100.0)

합 계 133(100.0)
기 타 : (인정) 민간중심 산업 2, 현실적으로 영리법인 1 등
(불인정) 현재 비공식적으로 영리 1

또한 최근의 영리의료법인 병․의원 개설에 대한 언론인, 시민단체, 의료공급자
설문 조사 결과21)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에 영리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응답자의 약 2/3가 영리법인병원을 인정하자는 쪽이었다. 소속별로는
학계, 언론계, 의료계에서는 찬성이 다수였으나, 시민단체는 71%가 반대를 하는 대
조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특히 영리법인병원을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1) 정형선, 영립법인 및 의료법인 병의원에 대한 정책방향,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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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에서 가장 높아, 의료인에게 병의원 경영에서 일반 영리기업과 같은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인식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설문에서는 영리법인병원을 인
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자들의 상당수는 영리법인병원을 인정하더라도 영리 추구에
는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재산처분에 있어서 대체로
법인 소유 병의원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투자 수익의 배당에 대해서는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특히, 시민단체의 경우 투자 배당의 자유는 물론 재산
처분의 자유도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의사들이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시 의사들만의 고유한
의업에 관한 권한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많아, 이러한 입
장에서는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도 아직 높은 것도 현실이다.
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2008년 입주 예정인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진
료를 허용키로 하고, 이들 외국병원에 대해서는 영리법인도 허용할 전망이라
고 한다. 정부는외국병원이 들어오면 과실송금 문제를 해소해야 하므로 이
들 병원을 비영리법인으로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자국에 송금할 수 있도록 하
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도입과 관련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
러나 의료시장개방과 관련된 논의에서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어서 수익금
을 자국으로 송금할 수 없고, 유럽연합이나 중국 등 공공의료에 기반을 둔 국
가들이 규제완화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에서 비영리법인 요건을 완화
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가 있고22) 향후 이에 관한 대책을
국내외 의료시장을 정밀 조사해 향후 협상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하여 영리의
료기관 허용 여부에 관하여 논의의 가능성을 의료시장 개방과 연계하여 대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2) 2001. 11. 19 . 데일리팜 뉴스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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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의료기관의 종류 및 현황

제1절 의료기관의 개념 및 종류23)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 한 요소인 보건의료시설에는 의료법에 명시
된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에 규정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
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그리고 약사법에 의한 약국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
을 행하는 곳으로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크게 병상
수에 따른 구분과 설립주체에 따른 구분으로 나누어 본다.
1. 병상 수에 따른 구분
의료법 제3조에 의하면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
하여 의료, 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하며, 의료기관의 종별은 ①종합병원 ②
병원 ③치과병원 ④한방병원 ⑤요양병원 ⑥의원 ⑦치과의원 ⑧한의원 및 ⑨조
산원으로 9종이다. 대학 부속병원, 3차 진료기관 등은 의료보험에서 의료전달체
계의 실시에 사용되는 개념이며, 의료원 등은 의료법상의 기관종별은 아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병상수의 규모로 구분하며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진료과목을 정하였고 각과마다 전문의를 두어 근무토록 하였다. 즉
종합병원의 경우 100병상 이상에 내과, 외과 등 8과의 필수적 진료과목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하고, 특히 300병상 이상의 시설을 갖춘 병원의 경우 정신과 개설
이 의무화되어 있다. 또 치과병원을 제외한 병원은 30병상 이상의 시설이 갖추
어 져야 하고 진료과목에는 제한이 없다.

23) 박윤형․장욱․이인숙, 우리나라 의료기관 규제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법학회지
제7권 제1호, 200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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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주체에 의한 구분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다.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5가지
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
이러한 설립주체에 따른 의료기관의 유형은 크게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
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병원분류방법이다.
가. 민간의료기관
민간의료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병원을 말하며, 이에 속하는 것으
로 학교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설립한 법인병
원과 개인이 설립한 개인병원이 있다.
그러나 같은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병원의 성격, 관련 법률, 법인 운영형태,
세제혜택 등에서 차등화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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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개인병원․의료법인병원․학교법인병원․사회복지법인
개인병원

병
원
성
격
관
계
법
법
인
이
사
․
감
사
선
임
제
한

세
제
혜
택

의료업을
목적으로
의료인
(개인)이
설립한
사업체
의료법

학교법인
수익용 병원

사회복지
법인병원

의료인력 양성을
의료업을
목적으로 의료법 위한 교육목적
실습병원
제41조에 의해
설립한 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학교법인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익
사업체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을
위해 운영하는
의료기관

의료법
민법

사립학교법
의료법
민법

사회복지
사업법
의료법
민법

의료법인병원

교육용병원

사립학교법
의료법
민법

이사회 구성 중
특수 관계자
수는 1/3이내

이사는 민법
이사회구성 중
특수 관계자수는 제777조의
친족관계나
1/5이내
처의 3촌
이내의 자가
그 정수의 2/5이내
-

-

없 음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가
아닌 자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가
아닌 자

감사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자가
아닌 자

법인세:
소득금액
50%까지
목적사업
준비금 인정

법인세:
소득금액 전액
목적사업
준비금 인정

법인세:
소득금액
전액
목적사업
준비금인정

법인세:
소득금액 전액
목적사업
준비금 인정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특별시,
광역시, 도청
소재지 지역 과
세) ※ 2000년
이후 과세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취득세,
등록세:
과세

특정물품감면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에서
장애인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요구

지방세: 감면

지방세: 사용용도
에 따라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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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나. 공공의료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립․운영하는 병원을 말하며, 이에
속하는 것으로 국립의료원, 시․도립병원, 지방공사 의료원, 국립의과대학 부속
병원 등이 있다.
다. 의료법인과 사회복지법인 형태의 의료기관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1조에 근거한 것으로, 의료행위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강조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의료법인은 학교 및 사회복지단체 등과 같이 공공성
과 비영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를 받는 동시에 세제상 혜택을 누리
기도 한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집합체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인이 추구하는
주요 사업목적에는 의료복지사업이 포함되며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재단법인
보다 공공성이 강조된 법인으로 볼 수 있다.

제2절 의료법인
1. 의료법인의 설립목적과 법적 성격
의료법인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료법 제 30조
제2항)을 말하며, 여기에서 의료업이란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행위를 통
하여 질병이나 부상을 예방 또는 치료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또한 의료법인은 의료사업 외에도 의료인․의료관계자의 양성․보수 교육이나
의료․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그 설립목적이 의료업을 시행하는데 있다는 점이 민법이나 다른 특별법에 의
하여 설립된 법인의 목적과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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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에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
고 있는 바, 의료법인은 공익성의 추구를 그 사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영리추구 금지의 규정은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의료법인이 의료업이나 부대사업의 결과로 이익을 실현하였을 때
이를 출연자에게 귀속시키지 못하고 그 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는 의미이
고, 둘째, 의료법인은 의료업이나 부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의료기관의 생
존유지나 성장․발전에 필요한 적정이윤의 추구는 인정되나 과도한 수익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법인은 그 법적 성격을 비영리법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이익을 출연
자(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재투자해야 한다는 점 및 과도한 수익이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 사명을 공익성의 추구라고 할 것이다.
2. 의료법인 병원수 추이
의료법의 개정에 의해 1976년도부터 개설되기 시작한 의료법인병원은 그 수
가 계속 증가하여 1999년 현재 199개로써 병원 전체의 23.8%를 점유하고 있
다. 병원의 수를 민간병원들끼리 비교해 보면 의료법인병원은 개인병원의 약
절반에 해당되고, 다른 모든 법인형태의 병원들을 합한 수의 약 1.5배에 달하
고 있다(표1). 1995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의 의료법인병원수의 증가추
이를 살펴보면 '97년까지는 증가의 폭이 크다가 '98년도에 다소 주춤하였으며,
'99년도에는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되고 있고, 이 기간 동안에 종합병원보다는
병원의 증가폭이 약 1.4배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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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도별 설립형태별 병원의 수 및 구성 비율
(단위 : 개, %)

병원 수 (구성비)
구

분
1981

1990

1999

76(23.5)

82(14.3)

104(12.5)

- 국공립

58(17.8)

23 (4.0)

39 (4.7)

- 공공법인*

18 (5.5)

59(10.3)

65 (7.8)

250(76.7)

491(85.7)

730(87.5)

- 의료법인

20 (6.2)

92(16.1)

199(23.8)

- 기타법인

94(28.8)

117(20.4)

136(16.3)

136(41.7)

282(49.2)

395(47.4)

326(100.0)

573(100.0)

834(100.0)

공공병원

민간병원

개인
계

※ 자료 : 대한병원협회, 전국병원명부

<표 3> 연도별 의료법인 병원의 수 및 증가추이
(단위 : 개)

구 분
종합병원
병

원
계

1995

1996

1997

1998

1999

76

80

87

82

87

(100.0)

(105)

(114)

(108)

(114)

69

83

100

106

112

(100.0)

(120)

(145)

(154)

(162)

145

163

187

188

199

(100.0)

(112)

(129)

(130)

(137)

※ 자료 : 대한병원협회, 전국병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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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법인과 의료법인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는 교육에 비하여 제도적으로 큰 차별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조
세제도에 있어서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 정부는 교육재정규모를 GNP 대비
5%가 되도록 목표를 세우고 교육세 징수를 통하여 교육재정의 50%를 확보하
려는 계획을 추진할 정도로 재정적 지원이 확고하였음에 반하여 신체적 건강
과 관련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도 없을 뿐만 아
니라 교육에 비해 불리한 조세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보험재
정의 50% 국고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30%도 채 되지 않고 있다.

<표 4> 교육과 의료의 비교

구 분

운영 주체

재

정상수입

보전수입
정

교
공공부문

육

의

민간부문

공공부문

료
민간부문

비 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학교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의료법인

수업료

수업료

진료비

진료비

국가의
통제를
받음

국고지원
있음(교육
세포함)

국고지원
국고지원
있음(교육세
있음
포함)

국고지원
없음

차별지원

세제지원
100%

세제지원
100%

세제지원
미비

차별지원

세제지원
100%

- 28 -

제3절 국내 의료기관 경영 실태
1. 경영 실태 요약 (병원경영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1998, 1999년에 흑자 구조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IMF이
후 비용절감을 위한 인력 감축과 투입 원가율을 낮춤으로서 이루어 진 것이었다.
다만, 3차병원, 병원급 이외의 종합병원은 적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병상당 환자
수가 감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료수익 감소한 것 때문이다.
2. 재무구조
자기자본비율(총 자본중 자기자본 비율)은 1995년 35.8%에서 1999년 33.7%로 악
화되었다.
(단위 : %)

구분

평균

전체병원 ’95

종합병원
160-299병상 160병상미만

병원

3차병원

300병상이상

35.8

36.6

23.9

24.4

35.2

42.6

’96

35.6

48.5

22.3

31.0

27.5

39.8

’97

35.2

35.4

28.5

28.4

26.2

40.1

’98

37.0

47.0

31.4

30.6

44.9

40.2

’99

33.7

34.0

30.4

28.2

38.6

36.8

※ 대한병원협회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1년은 종합전문요양기관 23.7%, 종합병원
28.3%, 병원 23.1% (대한병원협회, 종합전문요양기관 21개, 종합병원 69개, 병원 38
개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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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수지
병원의 의료수익 대비 순이익률은 병원 전체로는 1998, 1999년에 흑자로 반전되
었다. 다만, 3차병원과 병원 급에서 흑자를 보이나, 종합병원 급에서는 적자를 보
인 상태이다.
(단위 : %)

종합병원
구분

평균

전체병원 ’95

-2.5

-4.9

-3.1

-4.4

-3.3

-0.9

’96

-2.0

-2.5

-3.9

-3.2

-4.5

-0.3

’97

-0.3

-3.6

-1.0

-0.8

-2.0

1.5

’98

0.8

0.2

-0.6

-0.2

1.8

2.3

’99

0.5

0.4

-0.4

-4.9

-4.0

3.1

3차병원

300병상이상

160-299병상 160병상미만

병원

※ 대한병원협회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1년은 종합전문요양기관 -0.1, 종합병원 -3.5, 병원
-0.5 (대한병원협회, 종합전문요양기관 21개, 종합병원 69개, 병원 38개 조사결과)

4. 노동 생산성
인건비에 대한 투자효율 기준 노동생산성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300병상 미만 병원은 감소).
(단위 : %)

구분

평균

전체병원 ’95

종합병원

병원

3차병원

300병상이상

160-299병상

160병상미만

152.3

152.3

142.6

143.9

142.6

158.8

’96

155.2

155.2

143.3

149.3

135.7

164.4

’97

163.1

163.1

149.4

152.7

142.2

175.4

’98

170.7

170.7

158.2

157.3

144.0

190.5

’99

168.9

168.9

159.3

146.9

127.6

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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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 진료 실적
100병상 당 외래환자 수는 1995년 이래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3차병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단위 : 명)

종합병원
구분

평균

병원
3차병원

300병상이상

160-299병상 160병상미만

외래환자 ’95

233.3

198.6

183.8

193.7

237.6

263.4

’96

223.7

219.0

193.0

180.3

237.2

243.6

’97

218.3

235.4

204.5

188.9

225.2

227.2

’98

193.7

228.2

180.8

180.2

200.7

201.4

’99

191.6

247.1

194.7

183.3

214.2

185.4

입원환자 ’95

76.8

92.2

81.7

81.1

85.2

70.7

’96

72.7

92.2

81.7

77.1

83.2

65.8

’97

76.1

91.5

82.5

77.6

79.9

71.3

’98

74.0

86.2

74.5

78.3

81.2

68.4

’99

74.4

89.8

79.0

78.9

77.5

68.3

※ 2001년12월 현재 총환자수는 249,416천명으로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전문 5.09%, 종합
병원 7.47%, 병원 4.87%, 의원 87.05% 으로 구성

제4절 의료기관과 조세관련 법률
1. 의료기관에 관련된 조세규정
가. 법인세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소득에는 해당 법인이 일정한 과세단위기간
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은 이윤인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 등 부동산의 양
도차익, 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청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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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는 바, 법인세법은 이러한 소득의 종류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납세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의 경우 법인세법 제9조에 의하면 영리법
인은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 즉 순자산증가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은 동법 제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본래의 목적 사업
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과세하지 않으며, 법률이 규정한 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영리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과 동일한 납세의무와
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없다.
셋째, 자연인이 생전행위로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 또는 사인증여
계약에 의하여 법인에게 증여한 경우에 증여 받은 영리법인은 증여 받은 재산가
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내게 되고 증여세나 상속세는 면제된
다. 이에 반해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납부의무는 없으며 일응 상속세와
증여세로서의 납부의무만을 부담한다.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기부금
의료기관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경우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공공의료
법인 등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고 있어 사실상 법인세가 전액 비과세될 수 있
다. 그러나 사단법인․재단법인․의료법인 등은 수익사업소득의 50%만이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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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
고 유 목 적 사 업 준 비 금
근

거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개인병원

해당 없음

사단 ․ 재단법인

수익사업소득의 50% 범위 내

의료법인

수익사업소득의 50% 범위 내

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소득 범위 내

학교법인

수익사업소득 범위 내

공공의료법인

수익사업소득 범위 내

다. 특별부가세
법인세법 제99조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법인은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 지방세
개인병원․사단법인․재단법인 등은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도시
계획세․공동시설세․사업소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 재산세․종합토지
세 그리고 사업소세의 경우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만 수익사업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의 의료업은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에 의해 수익사업에서 제외
시키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된다. 특히 사업소세의 경우 의료법인 및 사회복지법
인은 사업 소세를 납부하고 있다.
의료법인의 경우 지방세법 제290조(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에 의하여 지방
세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고유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재산세․종합토지세․토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
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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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관련 법규의 개선방안
가. 법인세법 개선방안
(1) 고유목적사업체에 대한 법인세 부과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에 대한 고찰이나 의료법인의 실질적 운영행태에 대한
검사 없이 의료기관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
은 문제가 있다. 즉, 4년제 대학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교육관계기관으로 보아
그 경영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있는데 반하여, 3년제 간
호전문대학이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체로 보아 그 소득
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적인 구분보다는 의료기관의 설
립, 운영목적이 무엇인가와 그 실질적인 운영이 목적에 따르고 있는가를 검사하
여 법인세의 과세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의료법인의 경우에도 의료법 제41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과의 설립허
가를 받아 의료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영리를 추구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이다. 따라서 의료법인이 개인의 사적인 이익
을 위하여 운영되거나 개인의 채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당연히 법
인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의료법인이 설립목적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
우에는 법인세를 비과세함이 정당한 과세제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법에 근
거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은 그 경영목적이 비영리성에 있고 그 운영의 비영리성
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법인세법 제1조의 비영리법인에 포함
시키고 법인세를 비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2) 수익사업목적에 대한 법인세 부과제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수익목적사업체는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함은 당연한
결론이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사업체의 설
립목적이나 운영목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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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체의 설립, 운영이 영리취득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영
리법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수익사업체의 설립과
운영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리법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과세제도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영리법인의 사업수행
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세율적용에 차이를 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
고 합목적적인 제도라 할 것이다.
나. 소결
현행 의료기관에 나타난 세제의 경우 의료의 공익적 기능과 고유목적을 고려
하지 않은 채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설립, 운
영목적 및 그 실질적인 운영이 목적에 따르고 있는지 여부, 수익사업체의 설립
과 운영이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가의 여부 등을 실질적
으로 검토하여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5절 소결
1. 국내 의료법인의 문제점
국내 의료법인은 의료법상으로는 비영리법인이지만,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으
로 인정받아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되어 있다. 또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은
세금 경감을 제외하고는 미국에서 실시 중인 각종 지원책 및 일본의 건강보험진
료비 비과세 등의 지원책도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은 없고, 건강보험 등 진료수입에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병원의 공익성과 윤리성의 규제를 통해 실현하고 있는 현행 병원
정책은 병원의 공익적 기능(예를 들어 자선적 의료, 응급의료, 연구개발, 전공의
교육 등)의 부실화,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에 대한 환자의 기대 미충족 등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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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야기시켜 병원은 국민으로부터 비윤리적인 존재로 비쳐지고 존립가치를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2. 개선책
민간병원은 정부를 대신하여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이라는 전제하
에, 향후 병원정책은 병원의 공익성 향상, 변화하는 환자의 다양한 욕구의 충족,
의료의 질과 안전성 향상 등을 통하여 의료기관간 경쟁과 효율 향상, 민간병원
에 대한 자금조달원과 선택 기회의 확대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 향후 병원정책은 ① 공공병원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즉 자선적 진료, 응
급의료, 연구개발, 교육 등의 기능이 강화되고 민간병원을 선도할 정도로 발전
되어야 한다. ②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고 민간병원을 이원화하여야 한다. 발
전하는 의료기술의 도입, 의료의 전문화, 환자의 다양한 요구의 충족 등을 위한
병원규모와 자금조달원의 확대 필요성은 증대하므로 법인형태의 병원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병원 중 90%는 민간병원으로서 민간병원은 정부를 대신하여
공익적 기능을 수행함으로 민간병원의 육성책은 긴요한 것이다. 따라서 민간병
원을 이원화하여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으로 구분하여 지원책과 규제를 달리하
여 육성해야 한다. 비영리법인 병원에 대하여 정부는 재정 및 세제상 혜택을 확
대하고 미국의 경우와 같은 부대사업을 가능케 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하여 공
익적 기능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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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영리의료법인 허용여부

제1절 관계법령 규정 및 판례
1. 관계법령 규정
의료법 제30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조산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중 국가 및 공공단체를 제
외한 사인(私人)중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의료법인, 비영리
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그중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관 개
설주체로서 의료법인의 의미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
인을 의미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료법인의 법적 성질은 비영리법인이라 할 수 있다. 다
만, 의료법인은 의료사업 외에도 의료인․의료관계자의 양성, 보수교육, 의
료․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
료업의 주된 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는 점에서만 비영리법인과 다를 뿐이
다. 따라서 의료법인의 본질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상법상의 영리법인과는 차이
가 있는 셈이다. 결국 현행법상으로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가. 의료법 제30조 (개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
만, 제1호의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 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
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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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6.5.10, 1987.11.28, 1994.1.7, 2001.1.16>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
복지의료공단
나. 민법
제44조 (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 의료법시행령
제18조 (의료법인등의 사명) 의료법인 및 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이 행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행함에 있어서 공중위생에 기여하
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조 (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①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대금,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

- 38 -

기술도입계약의 허가내용 또는 신고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②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
는다.
마.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국회는 2002. 12. 30. 법률 제6835호로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을 통과시켰다. 본 법률은 3월 후인 2003. 3. 30.이후 발효되며, 위 법률에 대
하여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다. 위 법률 제21조에서는
외국인은 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의 의사 또는 약사 면허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경제특별구역에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영리의료법인 관련 판례의 입장
가. 의료행위의 영리성 여부
의료행위가 영리성 또는 영업성을 가지는가에 관해서 서울고등법원은 
의사 갑은 1975월 3월부터 서울 중구 충무로에서 “서울 미형의원 성형외과”라
는 명칭으로 성형의료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의
사 을이 1982년 4월경부터 “미형의원 성형외과”라는 명칭으로 성형의료업에
종사하였다. 이에 갑은 을이 갑의 고객을 빼앗아 갈 부정한 목적으로 갑의 영
업장소로부터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갑의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미형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성형의료 영업을 함으로써 갑의 영업상 이익을 침
해할 우려가 있으며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으므로 상법 제23조나 부정경쟁방
지법 제2조 제122호의 규정에 따라 을에 대하여 “미형의원”이라는 명칭의 사
용금지와 “미형의원”이라는 간판과 표지등의 게시 및 게양의 금지를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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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미 게시 사용하고 있는 “미형의원 성형외과”라는 간판의 철거를 청구하
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의사들의 의료행위는 국민보건의 보호
증진에 기여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의료행위가 주목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행위를 상법 제23조 소정의 영업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
조 소정의 상거래에 해당한다거나 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를 상인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상법 제23조나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은 의료기관의 명칭사용행
위에 적용될 수는 없다. 24)고 판시하고 있지 않다.
이 판결은 의료기관의 개설운영행위를 상거래에 해당하거나 상법규정을 적
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일차적으로 의료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영리추구성을 부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의료인자격 없는 자의 의료기관개설
의료인자격이 없는 자가 유자격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
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경우로
서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된다. 25)고 판시하고 있다.
다. 의료법 제30조 제2항의 입법취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제한한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관하여 판례는 “의료법이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
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
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보이는 점,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24) 서울고등법원 1983. 6. 1. 선고 83나274 판결.
25)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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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
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보건상의 위험성
에 비추어 사회통념상으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는 점,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형사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의료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초래될 국민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른바 강
행법규에 속하는 것이다.26)”라고 판시하여 의료기관개설자격제한 문제가 국가
의 국민보건수호의무와 직결됨을 강조하고 있다.

26) 대법원 2003. 4. 22. 2003다23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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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각국의 영리의료법인제도
1. 각국의 영리병원 현황 27)
<표 6> 각 국의 경제규모, 의료자원, 영리병원 병상비율 현황
1,000명당 1,000명당 영리병원(병상)

GDP중

의료비중

1인당

의료비

공공의료비

국민의료비

의사수

입원병상

($)(’00)

(’00)

(’00)

비율(%)(’00) 비율(%)(’00)

비율(%)
’79-’81

’90

미 국

13.0

5.8

4,631

2.8(’99)

3.6

7.8

10.9

캐나다

9.1

6.5

2,535

2.1

3.9(’99)

1.7

1.9

독 일

10.6

8.0

2,748

3.6

9.1

12.5

16.9

프랑스

9.5

7.2

2,349

3.0(’98)

8.2

16.6

19.3

스웨덴

7.9(’98)

6.6(’98)

1,748(’98)

2.9(’99)

3.6

5.1

5

네덜란드

8.1

5.5

2,246

3.2

10.8

0

0

호 주

8.3

6.0

2,211

2.5(’98)

7.9(’99)

12.8

20

일 본

7.8

5.9

2,012

1.9

16.5

59.1

55

한 국

5.9

2.6

893

1.3

6.1

-

24.1

※ 출처 : OECD Health data 2002 (2002. 6)
※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상당 부분이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장기치료시설이며,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병원이 아닌 간호요양원으로 분류되어 병원부문
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들 나라 영리병원 병상비율은 그 점을 감안하여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음.
반면, 호주와 일본의 영리병원은 주로 일반 병원임. 한국의 경우에는 의원 및 개인소유 병원의 병상
수를 의미.

27) 임인택,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쟁점 검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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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 국

미국 병원들의 유형별 병상분포

1970

1980

1985

1990

1995

No. not-for-profit

3,386

3.332

3,349

3,191

3,092

No. beds

592

692

707

657

610

No. for-profit

769

730

805

749

752

No. beds

53

87

104

101

106

No. public(nonfederal)

1,704

1,778

1,578

1,444

1,350

No. beds

204

209

189

169

157

No. combined

5,859

5,840

5,732

5,384

5,194

No. beds

849

988

1,000

927

873

Bed share(community hospitals, %)
Not-for-profit

70.0

70.0

71.0

71.0

70.0

For-profit

6.2

8.8

10.4

10.9

12.1

Not-for-profit

175

208

211

206

197

For-profit

69

119

129

135

141

Average bed size

※ Source: 1970 data from AHA(1987); data for 1980, 1985, 1990, and 1995 from AHA(1997).

1960년대 말부터 투자자 소유(investor-owned) 영리 병원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대
부분 다병원 체계(multi-hospital system, 체인병원)로 운영되는 등 영리병원의 집중화
현상 진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상위 5개 영리병원 체인이 영리병원 중 57%, 영리병원 소유병상 71%를 점유(‘86)하고
있는 등 집중화 현상이 높고, 영리병원은 장기병원보다 단기병원에 많이 진출해 있고, 단
기병원 중에도 일반 의료서비스 병원(12%)보다 특수의료서비스 병원(정신병원(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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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요양원(85%), 수술센터(90%), 투석센터(79%)등)에 특화 (‘94)되어 있는 실정이다.
전체 병원 병상 중 비영리 민간병원 병상은 1970년 이후 70%를 유지하고
있으나 영리 민간병원 병상은 1970년 6.2%에서 1995년에 12.1%로 증가하였다.
또한 영리병원당 평균병상수도 69에서 141 병상으로 증가하였다.
나. 일 본
일본의 개설자별 병원수와 병상 수는 <표 8>과 같다. 일본의 병원 수는
1995년도의 9,606개에서 1999년도에는 9,286개로 감소하였다. 1999년도 총 병
원수 9,286개 중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병원 68개가 영리병원 이고, 의료법인
중 지분을 갖고 있는 약 80%정도의 병원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영리
병원으로 분류 가능하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에서는 모든 병원을 비영리병원으
로 구분하고 있다. 회사 소유의 병원의 경우는 1945년도 이전에 설립된 병원
이고 이후에는 회사소유의 병원은 설립허가가 안 되고 있다.

- 44 -

<표 7> 개설자별 병원수와 병상수의 연차 추이
병원수(1995)

병원수(1999)

병상수(1995)

병상수(1999)

388

370

155,203

145,663

후생성

242

229

100,773

91,441

문부성

65

61

33,229

33,219

기타

42

41

5,731

5,667

공적의료기관

1,372

1,365

355,088

354,311

도도부현

309

309

87,484

87,982

시정촌

769

759

166,559

167,143

일본적십자

97

95

40,297

39,882

제생회

74

76

20,312

21,216

북해도사업협회

7

7

1,964

1,944

113

116

37,827

37,499

3

3

645

645

134

134

38,846

38,809

전국사회보험연합

53

53

14,996

15,080

후생연금사업진흥

7

7

2,947

2,917

선원보험회

3

3

940

861

건강보험연합회

20

18

3,730

3,485

공제조합연합회

50

49

15,913

15,880

국보

1

4

320

586

공익법인

403

394

95,502

94,261

의료법인

4,744

5,299

721,504

783,081

학교법인

96

98

50,981

52116

회사

83

68

16,977

14,599

기타법인

276

277

50,042

49,461

2,110

1,281

185,896

112,916

171

170

92,650

93,851

9,606

9,286

1,669,951

1,648,217

국립

후생연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관계

개인
의육기관
총 계

※ 자료 : 의료시설조사 통계자료(의학서원, 병원요람 200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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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 일
꾸준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과 비슷하게 재활 등 특수 병원에 주로 분포
되어 있고 병상 규모도 소규모이다. 영리병원은 전체병원수의 33%, 병상비율의 16.9%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90)
라. 프랑스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병상수 중 19.3%를 차지하고 있다. 병상규모가
소규모(70병상 정도)이며, 주로 전문화된 특화기술의 단기병원에 주로 진출하고 있다.
마. 캐나다
전체 병원 중 4.6% 병상수중 1.9%차지하고 있으며,

병상규모는 소규모이다. 재활,

만성질환 등 특수부문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일반병원에서의 비율은 낮음)
바. 네덜란드
개인에게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도가 개인의 자본능력에 따라 영향
받아서는 안 된다는 국가적 평등, 연대, 정의 등의 가치 중시로 영리병원제도를 허용하
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외국의 영리병원 발생 및 증가 이유에 대한 논의동향
가. 재정적 동기
병원의 재정 상태는 영리병원 설립의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구체
적으로 자본조달, 수익구조 악화 및 채무이행 등이 영리병원 설립의 동기가
되고 있다. 병원을 운용하거나 유지 및 확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한데
비영리의료기관등은 규정상 탄력적인 자본조달이 불가능하다. 즉 비영리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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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들은 면세채권이나 기부금 등에 의존하여 자본을 조달하지만 그 규모가
영리병원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본금보다 훨씬 낮다. 영리병원들은 주식발행
에 의한 자본조달과 채권발행 및 일반부채에 의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주
식발행은 부채에 비해 훨씬 저렴한 자본조달 방법이며 또한 앞서가는 병원이
라는 이미지 홍보효과도 가지게 된다.
나. 효율성 제고측면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자원배분이나 환경변화에 보다 기민하게 대
응함으로써 효율성이 높다고 하는 견해에서 영리병원을 설립한다고 한다. 그
러나 효율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으며 사회
적 관점에서 효율성 제고에 영리병원이 기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
기하는 학자들도 있다.
다. 방어전략
인근에 위치한 비영리법인으로부터 경쟁과 인수압력에 의해 영리병원으로
전환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다. 누적손실이 큰 비영리병원의 원장은 인근 경쟁
자에게 인수당하는 것보다 영리병원과 합병하는 것이 현재 위치에서 계속 병
원을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병원을 인수한 영리
법인에서는 일정한 경영성과를 내는 조건에서 현재 경영진을 유지하기도 한
다. 이러한 경우에 대형 영리병원과의 합병은 타당성 있는 방어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 병원 미션의 변화
영리법인 전환을 통해 병원은 아직 달성하지 못한 미션이나 새로운 미션을
추구할 수 있다. 예컨대, 병원이 입원환자 치료보다는 지역사회 보건에 기여하
고자 한다면 기존 병상 및 병원시설과 같은 자산매각을 통해 생긴 자본을 보
건시설에 투자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구조조정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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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법인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리법인으로 전환 또는 신
설 법인의 설립 등의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3. 미국의 상업적 의료행위금지의 원칙과 발전과정
가. 상업적 의료행위금지 원칙의 개념
상업적 의료행위금지의 원칙이란 회사가 의사의 의료행위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계약을 의사와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의사에게 보수를 지급하
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법인인 회사가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인의 의료
행위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28) 즉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corporation)는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의
료인에게 보수를 지불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으로 의료행위가 영리를 추구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억제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나. 상업적 의료행위금지 원칙의 발전과정
(1) 미국의사협회(AMA)의 윤리규정(ethical code)
1890년도 후반까지도 미국에서는 정규의학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인(irregulars)
도 의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29) 이러한 일반인들의 의업수행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30) 이러한 일반인의 의업수행을 규율하여 일정 수
준이상의 의료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의사협회는
주 의사협회를 통하여 의사면허규정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의과

28) The corporate practice of medicine doctrine prevents corporations from employing physicians
or owning physician practices.
29) 이러한 예는 2000년에 방송되어 높은 시청률을 자랑했던 드라마 “허준”에서도 잘 나타난다.
초기의 의업에는 정규교과과정은 없고 공식적인 면허나 자격시험도 없었다. 다만 유명한 의
사의 문하생으로 들어가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기 자신이 판
단하면 의업을 수행하는 형태였다. 따라서 자격이 미달되거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
이 없는 의사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30) Donald. E. Konold, A History of American Medical Ethics 1847 - 1912, at 14-16(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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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과과정 개혁을 단행하였고 의사윤리규정을 제정하려고 하였다.31)
당시의 의업은 단독 개업의가 대부분이었으나 회사가 의업을 수행하는 형태
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회사가 의업을 수행하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
어 계약에 의한 방법(contract practice)과 주식회사설립에 의한 방법(corporate
practice)이다.32) 계약에 의한 방법은 의사를 고용하여 그 회사의 직원들의 질
병을 치료하는 형태로 봉급은 미리 정해진 월급을 받거나 매달 치료한 직원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 월급을 받는 방법이었으며, 주식회사설립에 의한 방법은
의료행위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가 의사를 직접 고용
하거나 계약을 통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33) 이러한 의업수행의
행태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먼저 의사당 환자의 수가 지나치게
증가할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의
료행위가 상업적 동기에 의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미국 의사협회는 회사가 의업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
려고 하였다.34) 미국 의사협회는 1890년에 이러한 의업수행형태는 의업에 너
무도 많은 상업적인 동기가 포함된다고 경고하며 소속 의사들에게 더 이상 이
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고 1912년에는 그러한 행위를 비직
업적인(unprofessional)행위로 규정하였다.35) 또한 1934년에 미국의사협회는 계
약에 의한 방법(contract practice)이36) 본질적으로 비도덕적인(unethical)것은
아니나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하나의 조문을 추가하여

31) Adam M. Frieman, The Abandonment of the Antiquated Corporate Practice of Medicine
Doctrine, 47 Emory L. J. 697, at 700 (1998).
32) Paul Starr, The Social Transformation of American Medicine, at 198 (1982).
33) Id. at 201-205.
34) Note, The Corporate Practice of Medicine Doctrine: An Anachronism in the Modern
Health Care Industry, 40 Vand. L. Rev. 445, at 457-58 (1987).
35) Adam M. Frieman, Supra Note 12, at 702 footnote 33 (citing Joseph Laufer, Ethical and
Legal Restrictions on Contract and Corporate Practice of Medicine, 6 Law & Contemp.
Probs. 516, at 518 (1939).
36) 미국 의사협회는 계약에 의한 방법(contract practice)을 “agreement between a physician or
a group of physicians and a corporation, organization, political subdivision or individual,
to furnish partial or full medical service... on the basis of a fee schedule or for a salary
or a fixed rate per capita"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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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회사가 의사들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이며, 불공정 거래이고 의료
인과 국민 모두의 복리에 반하는 행위이며 공공정책과도 상반되는 것이다.”37)
이러한 규정은 1970년대까지 의료인의 윤리규정에 존재하였다.
(2) 법적인 규제(common law interpretation of state licensing statute)
미국의사협회의 윤리규정과 더불어 주 법원들은 의사면허에 관한 주법의 해
석을 통하여 상업적 의료행위금지의 원칙을 인정하였다.38) 대부분의 주법은
유효한 의사면허(valid license)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person)의 의업수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람(person)"의 해석으
로, 사람이 자연인(自然人)만을 의미하는지 혹은 법인(法人)까지도 포함하는지
이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은 Parker v. Board of Dental Examiners39)와
People v. United Medical Service40)이다. 파커사건에서는 치과의사인 파커는 회
사를 설립하고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치과 업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캘
리포니아 주 치과의사면허시험협의회는 파커의 치과의사면허를 정지하였고 이
에 대하여 파커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동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의사면허를 부여하고 있는 법률에서 상정하고 있는 능력은 오로지 개인만이
보유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법인에게까지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법률해석으
로 치과의사면허시험협의회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41) 또한 유나이
티드 메디컬 서비스사건에서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일리노이 주의 의사면허규
정에 의하면 회사가 의사면허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가 의료서비스를
37) 원문은 "such an arrangement is beneath the dignity of professional practice, is unfair
competition with the profession at large, is harmful alike to the profession of medicine
and the welfare of the people, and is against sound public policy" 이다. AMA's 1934
Amendment to its ethical code.
38) Mark A. Hall, Institutional Control of Physician Behavior: Legal Barriers to Health Care
Cost Containment, 137 U. Pa. L. Rev. 431, 488-503 (1988).
39) 14 P. 2d 67 (Cal. 1932).
40) 200 N.E. 157 (Ill. 1936).
41) Parker, at 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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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42) 이러한 주 대법원의 판결들은 그 후의 많
은 판례에 영향을 주었으며 대부분의 다른 주 법원들은 캘리포니아 주와 일리
노이 주 대법원의 결정과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였다.43)
다. 상업적 의료행위금지원칙의 근거
(1) 일반인에 의한 의료행위의 통제(Lay Control)
상업적 의료행위금지의 원칙을 인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근거는 일반인에 의
한 의료행위의 통제이다.44) 의사가 회사에 고용되어 의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는 회사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의사의 의
료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통제를 하게 된다. 이러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회사의 경영자나 임원은 의사면허가 없어도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유효한 의사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의학적 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는 국민건강이나 보건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2) 환자의 이익과 회사이익의 충돌(Division of Royalty)
상업적 의료행위금지의 원칙을 인정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환자의 이익과
회사이익사이의 충돌이다.45) 회사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사는 자신
이 치료하는 환자의 최대 이익과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의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여야 하지만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동
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두 가지 의약품의 가격이나 판매마진이 상이할 경우에
의사는 환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가격이 낮거나 판매마진이 적은 의약품을 선

42) United Medical Service, at 162-3.
43) 유사한 논리를 제기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Sears Roebuck & Co. v. State Bd. of Optometry,
57 So. 2d 726 (Miss. 1952), Ezell v. Ritholz, 198 S.E. 419 (S.C. 1938), State v. National
Optical Stores Co., 225 S.W. 2d 263 (Tenn. 1949).
44) Sara Mars, The Corporate Practice of Medicine Doctrine: A Call for Action, 7 Health
Matrix 241, 249 (1997).
45) Alanson W. Willcox, Hospitals and the Corporate Practice of Medicine Doctrine, 45
Cornel L. Q. 432, 442-443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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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여야 하나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의 가격이 높거나
판매마진이 높은 의약품을 선택하여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3) 의료행위의 상업화(Commercialization)
의업의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상업적 의
료행위금지의 원칙을 인정하는 마지막 근거는 의료행위가 상업화될 위험이 있
다는 것이다.46) 영업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도록 되어 있는 회사가 의사를 고
용하여 환자를 진료한다면 의업수행의 행태가 환자의 치료나 건강회복을 최우
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행위를 통한 이윤의 창출을 극대화하는 방향
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라. 상업적 의료행위금지의 원칙의 수정
(1) 미국의사협회의 윤리규정
상업적 의료행위를 금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미국 의사협회의 윤
리규정에 대하여 연방통상위원회(FTC : Federal Trade Commission)가 연방반
독점금지법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영향력은 상당히 감소되었다.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v. Federal Trade Commission사건에서47) 연방통상위원회는
미국 의사협회에서 규정한 윤리규정은 의사가 자기 자신을 선전하거나 환자를
유도하는 길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가 의사 아닌 다른
사람들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연방반독점금
지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미국 의사협회와 두 개의 코네티컷 주 전문
의협회를 고발하였다.48) 이에 대하여 미국 의사협회는 윤리규정은 단순한 권
고 또는 권유조항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집행된 적이 없다고 항변하였다.49)
그러나, 연방 고등법원은 미국의사협회가 주의사협회를 통하여 이러한 윤리규
46)
47)
48)
49)

Note, Supra Note 15, at 467.
638 F. 2d 443 (2nd Cir. 1980).
Id. at 44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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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이는 미국의사협회의 행위로 볼 수 있고 선전을 금지
하고 상업적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연방반독점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
이라고 판결하고 미국의사협회로 하여금 상업적 의료행위와 선전 등을 금지하
던 윤리규정을 철폐할 것을 명령하였다.50)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도 별다른
의견 없이 연방통상위원회와 고등법원의 결정을 받아 들였다.51) 이에 따라 미
국의사협회는 상업적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던 윤리규정을 개정하여 “의사는
의료서비스를 누구에게, 누구와 동업으로 혹은 어떠한 환경에서 전달할 것인
가를 결정할 자유를 갖는다”고 하였다.52)
(2) 법적 규제
연방통상위원회의 노력으로 미국의사협회의 윤리규정을 통하여 상업적 의료
행위를 금지하던 것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주법에서 규정하고 의사면허규정의
해석을 통한 사법적 규제는 남아 있다. 1996년도 연구결과에 의하면 37개주가
주법의 명문규정이나 법원의 해석을 통하여 상업적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만 그 집행의 예는 그리 많지 않다.53) 또한 나머지 13개주는 명시적으로 상업
적 의료행위금지의 원칙을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없다.54) 따라
서 현재의 상업적 의료행위금지의 원칙은 강력하게 시행되는 주와 존재하고
있으나 시행되지는 않는 주, 명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 주와 이에 대한 어떠
한 법적 판단이 없었던 주로 나눌 수 있다.55) 이 중에서 캘리포니아 주 일리
노이 주가 가장 강력하게 상업적 의료행위금지의 원칙을 시행하고 있는 주이
며,56) 앨라배마 주와 미시시피 주는 명시적으로 상업적 의료행위금지의 원칙
50) Id. at 450.
51) 455 U.S. 676 (1982).
52) “Physician shall ... be free to choose whom to serve, with whom to associate, and the
environment in which to provide medical services."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Revised Principles of Medical Ethics 6 (1980). 고등법원이 판결하기 전에 이미 미국 의사
협회는 자신들의 윤리규정을 개정하였다.
53) Edward S. Kornreich, Health Care M&A: Commercialization of the Medical Industry, 741
PLI/Comm. 329, 375 (1996).
54) Id. at 376.
55) Adam M Freiman, Supra Note 12, at 713.
56)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파커사건, 일리노이 주의 경우에는 유나이티드 메디컬 서비스사
건의 판결이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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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용을 배제시킨 주이다.57) 또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와 테네시 주는 비록
상업적 의료행위금지의 원칙을 법적으로 인정하고는 있지만 거의 집행되지 않
고 있는 주이며,58) 조지아 주는 입법부에 의하여 상업적 의료행위금지의 원칙
을 폐지하였지만 사법부가 보통법(common law)에 근거한 제한을 아직까지도
인정하고 있다.59)
상업적 의료행위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에서는 앞에서 지
적한 것처럼 전문직 법인의 형태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상업적 의료
행위금지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전문직 법인을 상업적 의료행위금
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하는 주가 개정된 모델법(Revised Model Act)
에 따라 전문직 법인과 관련된 주법을 개정한 경우에는 전문직 법인의 주주나
주요 임직원의 50% 이상이 의사이면 되기 때문에 상업적 의료행위금지의 원
칙의 실질적인 효과는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3절 영리의료법인의 허용문제
영리의료법인제도란 "영리병원에게 병원의 개설, 경영을 허용하는 제도" 또
는 "법인병원에게 영리화를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병원들이 영리병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병원의 영리화 문제는 법인병원들에
해당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의료업 그 자체를 설립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병
원들이 주 검토의 대상이 된다.
의료법인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률규정과 판례 등을 살펴보면60), 의료법인은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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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McMillan V. Durant, 439 S.E.2d 829 (S.C. 1993); State v. National Optical Store. Co., 225
S.W.2d 263(Tenn. 1949).
59) Sherrer v. Hale, 285 S.E.2d 714 (Ga. 1982).
60) 우리 의료법 제3장에는 의료기관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들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 특히 제2
절에는 의료법인의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 제41조는 의료법인의 설립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문에 의하면 의료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관 또는 기타 구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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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추구할 수 없으며 의료법인이 소멸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의료법인의 비영리
성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1983년에 의사의 의료행위
는 국민보건의 보호증진에 기여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의료행위가 주
목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법 제23조 소정의 영업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소정의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61) 영리
의료법인의 설립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의료사업을 수익사
업으로 분류하여 의료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
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과 같은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이 누리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이나 기부금의 손금산입 등의 이점마저도 부분적으로 이용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62)
이에 반하여 미국의 조세법은 의료기관을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분
하여, 영리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법인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비영리의료기
관에 대하여는 비과세의 혜택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재정적․물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63)

이러한

대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서는 의료기관의 비영리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요건을 규정하
였다.64) 이러한 판단기준에 의하여 비영리로 판정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세법상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나 중앙 정부에서 상
당한 재정과 시설물․의료기기 등을 지원하고 있다.65)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

61)
62)
63)
64)

65)

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다. 의료법인의 목적은 질병의 예방과 환자의
진료 및 치료와 재활 등의 국민보건증진이며,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의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서울 고판 1983.6.10, 83 나 274. 손주찬, 상법(상) 제11정증보판, 84쪽 주1, 박영사, 2001.
의료법인의 기부금 납입 시에 인정되는 손금인정 한도는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
부금 손금산입액) × 7% + 자기자본(50억 원 한도) × 2%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졸고, 의료기관의 조세 부담에 대한 법리 해석 -의료법인의 법인
세 부과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 학회지 1999: 제6권 제1호: 151-163.
내국세법 제501조 (c)(3)에 의하면 ‘비과세의 혜택은 사설 기관이 종교, 자선, 과학, 또는 교
육 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운영되며, 해당 기관의 순이익이 그 기관의 주주나 개인에게 이
전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직에 관한 형식적 기
준(Organizational Test)과 운영에 관한 실질적 기준(Operational Test)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형식적 기준은 의료기관의 정관에 기관의 활동을 면세목적으로 한정하고, 해체되는 경우에
기관의 자산이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분배되지 않을 것을 규정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고
실질적 기준은 그 조직이 실제로 면세목적을 위하여 운영되었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Barry R. Furrow et al., Health Law, at 41-43, St. Paul, West Publishing Co.,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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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의료인에게도 인정하여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영리의료기관 혹은 비영리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의료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인정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미국에서는 회사형태의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입
법조치까지 등장하여 의료인의 선택범위를 확장시켜주었다.66) 이러한 회사형
태의 의료기관은 미국에서도 의료의 공공성이나 공익성에 비추어 찬반 논란이
대두되고 있으며, 미국 의료계의 오랜 전통인 “상업적 의료행위의 금지
(corporate practice of medicine doctrine)”원칙과도 모순된다.
영리법인에게 병원의 개설, 운영을 허용한다는 것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자본이 의료시장에 진입하여 경쟁적인 시장 환경 하에서 병원의료를
공급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영리병원제도의 도입 주장의 저
변에는 영리법인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다
양한 의료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성도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아울러 만약 의료시장에 진입한 영리자본이
기대한 만큼의 이익을 얻지 못하면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하고 시장에서 퇴출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
러나 의료시장은 의료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나 제도적 요인 때문에 실
패가 초래될 수 있고, 의료의 상업화에 따른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
고 예측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영리병원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는 사정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참고로 하여 신중히 접근해
야 할 필요가 있다.

66) Model Professional Corporation Supplement, Sec. 30 (1984) (주주나 주요 임직원 같은 주
요 구성원의 50%까지는 일반인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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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영리․비영리 병원의 특성 비교67)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은 설립, 운영, 경영성과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 중에서 먼저 설립목적, 이윤귀속, 세제
적용, 해산시의 재산처분 등 법의규율을 받는 부분에 관하여 영리병원과 비영
리병원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 8>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기본적 특성
영리병원
설립목적

․ 의료사업의 수행과
이에 의한 영리의 추구

비영리병원
․ 의료사업의 수행과 이에
의한 비영리의 다양한
목적 추구

이윤의 귀속

․ 구성원(투자자)에 대해

이윤 귀속 불가능

이윤 귀속 가능
세제의 적용

․ 구성원(출연자)에 대해

․ 일반영리기업과 원칙적으 ․ 각종 세제혜택 적용
로 동일한 세제 적용

해산시의 재산처분

․ 재산처분의 자유 인정

․ 재산처분의 자유 불인정

첫째, 영리병원은 의료사업의 수행과 이에 대한 영리의 추구에 목적이 있으
나 비영리병원은 영리가 아닌 다양한 목적을 추가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영리 추구의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리병원은 이윤극
대화를 추구할 수 있으나 비영리병원은 극대이윤이 아닌 적정 이윤만을 추구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비영리병원들은 의료사업의 수행과 이에 의한 임
상교육․연구, 선교, 사회복지 등 다양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수행한다.
둘째, 영리병원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 등 가능한 형태로 이윤을

67) 황인경, 영리병원제도 도입의 타당성, 한국병원경영학회 ‘98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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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인 구성원에게 귀속시킬 수 있으나 비영리병원에게는 이러한 이윤의 분
배가 허용되지 않는다. 영리기업의 투자자들은 이익에 대한 배당권이 주어지
므로 투자를 한다. 만약 이러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극단적으로 말하여
영리기업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비영리법인의 출연자에게는 이익에 대
한 배당권이 주어지지 아니하는데 이는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이 정부에 재산을
기부하고 단지 선량한 관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비영리법인에 출연할 때 재산은 등기상으로 법인의 소
유가 되지만 그 실질적인 소유자는 정부가 된다. 비영리사업이란 본질적으로
출연자 개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
므로 비영리병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정이윤
을 추구하는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인정되나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수익은 반드시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셋째, 영리병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일반영리기업에 적용되는 세제가 적용되
나 비영리병원에게는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리법인이
개설․운영하는 영리병원은 없고, 법인병원은 모두 비영리병원에 해당되며 개
인병원만이 영리병원에 해당하므로 개인병원과 법인병원의 세제상의 차이를
살펴보면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세제 적용상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세제상 개인병원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고 의료법인 등 법인병원은 법인세
법의 적용을 받는다. 개인병원의 과세 표준액 산정과정을 보면, 소득금액은 환
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벌어들인 의료수익에서 이를 위하여 소모된 의
료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러한 계산과정은 법인병원의 경우와 큰 차이
가 없지만 법인병원에는 세제상 여러 가지 다른 특혜를 주고 있다. 구체적으
로 개인병원과 법인병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개인병원의 경우 사업주인 병원장의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법인병원은 이사장이나 이사가 병원장, 부원장, 진료과장, 간호과장
등의 직책을 가지고 근무하였을 경우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비용으로

- 58 -

인정된다.
2) 법인병원의 경우는 기부금의 손금용인 한도가 많으나, 개인병원의 경우는
적다. 개인병원의 지정기부금 한도는 영리병원의 경우와 동일하다. 학교
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을 위해 지출할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100%를 기부
금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 병원의 경우 100%를 법인에 기부
하고 나면 이익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3) 법인병원에게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교적 많은 특혜가 주어지고 있으나
개인병원에는 이러한 특혜가 적다.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기에 투자했을
때 투자액의 일정비율에 대해 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는 일반감
가상각 외에 의료기기 가격의 일정 비율만큼을 특별감가상각비로 계상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의료법인 등이 병원건물 등의 의료시설 투자에 소
요되는 자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시설 투자 준비금 제
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 준비금으로 설정된 금액은 손금으로 처리된다.
이상과 같은 소득금액 계산시의 차이 외에 개인병원은 법인병원과 달리
보험수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한다.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이 정
확한지의 여부를 알기 어렵고 또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긴 제도이며, 개
인병원이 의료보험연합회나 손보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진료비에 대하여
는 현재 소득의 3%와 이에 대한 주민세 10%를 합하여 합계 3.3%를 원천징
수하게 되어 있다.
넷째, 영리병원은 해산 시에 재산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나 비영리병원은 인
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의 논리는 본질적으로 위 둘째의 이윤귀속의 논리
와 맥을 같이 한다. 영리병원은 해산시 청산 등의 절차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으나 비영리병원은 이러한 권리가 없고, 병원에 대한 구상권도
가지지 못한다. 즉 병원을 해산할 경우 법인병원은 민법의 규정에 의해 남은
재산을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하며 재산처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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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귀속 권리자를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2) 정관으로 귀속 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
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
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3) 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5절 영리법인 병․의원 도입의 효과
1. 긍정적인 효과
가. 의료부문에 대한 자본투자의 원활화
영리법인의 병의원 개설을 허용하자는 주장의 제일의 논거는 이를 통해 의료부문
에 대한 민간 자본의 투자유입이 촉진될 것이라는 점이다. 비영리법인이나 의료법
인에 대한 출연만으로는 충분한 의료자본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인
데, 영리법인의 도입은 의료기관에 자본유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함으
로써 병원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특히, 우리와 같이 공공부문에
의한 재원조달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나. 병원경영의 효율성 제고68)
영리자본의 병원 운영을 통해 병원계의 혁신을 유도하고 병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의료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의 제거는 의료시장의 경쟁을 촉
진하여 병원산업을 효율화할 여지를 키운다. 영리자본이 기존의 부실 병원을 인수
68) 병원의 영리성 인정 여부가 병원의 효율성․수익성 등 성과측면(Performance)과는 크게 연
관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Hospital Conversion, Health Affairs,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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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열악한 의료기관을 도태시키고 병원 산업의 구조 건실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기업적 마인드를 가진 영리법인의 개입을 통해 경쟁원리, 혁
신․변화의 사고방식이 도입되리라는 기대이다.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부정하는
현행 의료법의 규제는 사업자의 윤리성에만 너무 의존하는 결과 열악한 의료기관을
도태시키는 메커니즘이 충분하지 않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논리이다.
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의료기관에 대한 위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
를 통해 간접적인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점 외에는 영리법인의 도입의 뚜렷한 장점
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영리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과잉설비를 통합하여 자원의
유효활용과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점과 고급의료를 추구하는 계층에게는 선택의 폭
이 넓어진다는 점이 장점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2. 부정적인 효과
가. 의료자원 분배의 실패가능성
영리법인 인정을 반대하는 가장 큰 논거는 영리법인은 주주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제1의 목표로 하며, 따라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 의료나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저소득 계층 환자의 진료가 기피(cream skimming)되게
되리라는 점이다. 특히, 공공의료체계가 취약한 우리 현실69)에서는 문제 발생의 가능
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정보의 비대칭성 내지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해서 병원의 이
익을 확보하려는 경향은 비영리병원보다는 영리병원에 더 클 것이다. 영리병원에서
는 이윤 추구와 무관한 교육․연구에 대한 투자가 소홀히 되기 쉽다70)71). 특히 노
69) ․OECD 주요 국가별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중 (병상수 기준, OECD health data 2000)
국가
비율(%)

한국
15.5

미국
33.2

일본
35.8

호주
43.2

영국
95.8

독일
48.5

프랑스
64.8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중 (’00,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강화를 위한 워크숍)
구 분
기관
및
병상수

의료기관수

비율(%)

병상수

비율(%)

공공보건의료기관

3,555

8.8

35,044

15.5

민간의료기관

36,742

91.2

191,712

84.5

소계

40,297

100.0

226,75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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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료의 면에서는 의료의 질도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나. 영리자본의 의료시장 장악가능성
미국의 일부 체인병원에서 보듯이 영리자본이 소유, 운영하는 병원이 지배적 위
치에서 독과점적인 인수, 합병을 통해 의료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대두되
고 있다. 특히 이러한 독과점적인 병원이 외국 자본과 경영기법에 기반을 둔 것일
때 국내의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은 더 부각된다. 앞서 본 ‘수익성’ 제일주의와
이러한 무차별적 ‘경쟁’지상주의는 병원의 ‘영속성’이라는 대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
다. 공적의료보험의 쇠퇴
영리자본이 소유, 운영하는 병원들이 건강보험수가에 의해서는 수지가 안 맞는
것이 확인되게 되면 요양기관 강제지정의 폐지나 건강보험수가의 적용 기피 등 기
존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필수적 의료를 본
래적으로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영리병원이 보편적 사회의료의 구속에서마저 자유
스러워질 때 일반 국민의 입장이 무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된다.
라. 교육․연구 투자 소홀72)73)
영리병원은 양질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반면 이윤 추구와
70) 미국 내 최대 영리기업인 Columbia/HCA의 산하병원 196개중 의학연구, 교육기능을 수행
하는 병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94).
71) Kaiser Foundation Health Plan의 회장인 D. Lawrence(2001)는 영리병원도 교육․연구 등
에 투자할 수는 있지만 Kaiser Permanente의 사례를 볼 때 현실적으로 상당히 제약점이 있
음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동시에 비영리 병원이 장기적으로 소비자 의료수요 및 공공보건
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임을 주장한다.
72) 미국 내 최대 영리기업인 Columbia/HCA의 산하병원 196개중 의학연구, 교육기능을 수행
하는 병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94).
73) Kaiser Foundation Health Plan의 회장인 D. Lawrence는 Health Affairs(2001년 10월)에서
영리병원도 교육․연구 등에 투자할 수는 있지만 Kaiser Permanente의 사례를 들어 현실적
으로 상당히 제약점이 있고 불가능함을 지적하며, 비영리 병원이 장기적으로 소비자 의료수
요 및 공공보건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임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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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한 교육․연구 등 사회적 필요에 따른 분배 문제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기 어
려운 측면이 있다.

제6절 영리법인 병․의원 인정 문제에 대한 종합 평가
영리법인이 병의원을 개설, 소유, 운영하게 되는 경우의 긍․부정적 영향은 병의
원의 입장에서 보는지 아니면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는 의료기관에, 부정적인 효과는 일반 국민에 더 크
게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리법인 병의원 인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시
장개방 논의를 계기로 보다 활성화된 측면은 있지만, 시장개방 자체의 필요성에 때
문에 영리법인 병의원 도입을 판단하기 보다는 국내에서의 영리법인 도입이 초래하
는 비용과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의료 시장에 대한 자금조달방식이
다양화되고 투자자금이 확대될 것인지,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인지, 병의원 경
영이 효율화될 것인지, 필수 의료의 제공에 대한 영향은 어떠할지, 의학교육이나 연
구사업 등 수익성과 관련이 적은 분야에 대한 투자는 어떠할지, 의료비가 어느 정도
상승하며 보험 재정에 대한 영향은 어떠할 것인지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볼 때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소
유가 갖는 장점은 불분명한 것 같다. 다만, 영리법인 소유 병원이 기존의 비영리법
인 소유병원과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면 침체된 기존 병의원 시장의 보완적 기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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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영리의료법인의 허용과 그 정도

제1절 영리의료법인 제도의 의미
1. 영리의 의미
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
니라 영리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한다는 것까지를 그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익의 분배라 함은 이익배당, 지분증가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의 방법에 의해서 법인이 얻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한
다. 상호보험회사․중소기업협동조합․마을금고 등은 일종의 사단법인이나, 영
리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비록 잉여금의 분배 또는 배당이 있다 하더
라도 영리법인이 아니다. 반면에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재단법인 등이 상행위
기타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들은 이익의 분배를 그 목적으로 하
지 않으므로 영리법인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영리법인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비영리법인이 어떤 것
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비영리법인의 개념
(1)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개념
비영리법인의 개념에 대하여 법인세법은 민법의 규정을 원용하고 있기 때문
에 법인세법상의 비영리법인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민법의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법 제32조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
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
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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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이외에도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특수 비영리법인도 상당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이나
기능은 민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이나 기능과
유사하다.
(2)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개념
법인세법은 비영리법인의 범주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법인
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에는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
10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써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을 비영리내국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민법 제32조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립학교
법 제10조에 의한 학교법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비영리법인으로 취급되나 의
료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
립되는 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비영리법인일 수도 있으며 영리
법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법인세법에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설립목적
을 분석하여 비영리성이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설립목
적만으로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설립목적
이 판단기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보다는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경우
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비영리 판단의 기준
(1) 민법과 상법
일반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등은 비영
리법인으로 보고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본다. 이러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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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법인의 설립목적이나 실질적인 활동과는 관계없이 법의 형식을 중심으로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을 구분하기 때문에 법형식에 의한 구분이라 한다. 우
리의 논의의 초점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형식에 의한 구분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이와는 달리 법인의 실질적인 활동이나 설립목적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을
실질적인 내용에 의한 구분이라 하며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2) 출연과 출자
주식회사의 주식매입 등과 같이 출자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금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영리법인이라 하는데, 이는 출연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금을 형성하
는 비영리법인과 명확히 구별된다. 출연이란 기부 또는 증여와 같은 뜻으로
무상으로 재산권을 이전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출연은 반대급부가 없으며 그
출연에 대한 배당이나 잔여재산청구권도 없다. 이에 반하여 출자는 현금 또는
현물의 소유권을 법인에 이전하는 대가로 주식이라는 유가증권을 받는 유상이
전이다. 이러한 주식의 소유로부터 배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인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출자를 회수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자본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은 특별법인의 설립 근거가 된 해당
특별법의 규정과 출연 또는 출자의 약관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잔여재산분배청구권
특별법인이 해산하거나 합병되어 소멸되는 경우에 출연자 또는 출자자가 잔
여재산 청구권을 갖는 경우에는 영리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비영
리법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비슷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특별법인의 설립 허가조건이므로 잔여재산청
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잔여재산청구권의 유무도 특별법의 규정과 출연 또는
출자의 약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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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의 의미 74)
가. 법인의 의의
여러 사람들이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발적이든 혹은 강제적이든 서
로 협동, 협력하는 초개인적 결사를 형성하려는 소망은 사회생활의 기본요소
라 하겠다. 그것은 오늘날 모든 생활영역, 예컨대 종교․학문․정치․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수많은 단체의 설립을 보게 하였다.
그 중에서 법률이 이러한 인적결합을 일정한 전제조건하에서 권리주체가 되
는 가능성을 예정하고,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함께 모여 새로운
인격을 창출할 수 있게 하였는바, 여기서는 몇 사람이 기관으로서 단체를 위
하여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채무에 대한 채무자
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단체의 존재는 새로운 구성원이 가입하거나 종전 구성
원이 단체로부터 탈퇴하는가 여부에 좌우되지는 않는 단체를 법적 의미에 있
어서의 인격체로 보게 되는데 이를 자연인과 대칭하여 법인이라 한다.
즉, 법인은 특정한 인적 결합이나 목적과 결부된 재산집단을 조직형태의 전
제조건으로 하여 법률이 예정한 실정법상의 제도를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법
인은 특정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인적 혹은 재산가치의 결합아래 창출된 조
직단위이고, 그 독립성 내지 의인화는 법에 설정된 전제조건하에서 도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법인의 종류
(1) 공법인과 사법인
공법인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법인으로서 국가에 의해 설립되
고, 법인의 조직 등이 법률로 정하여지며 기관 및 구성원에 대하여 국가가 관
74) 편집대표 곽윤직, 민법주해 I 429-430, 2002,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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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고 해산의 자유가 제한된다. 반면에 사법인은 사적자치원칙이 적용되는
법인이다. 그 구별의 실익은 다음과 같다. ① 공법인에 대한 쟁송은 행정소송,
사법인은 민사소송에 의한다. ② 공법인은 세법상이 강제징수절차에 의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사법인은 민사소송상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다. ③ 공법인은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을 지고, 사법인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전형적인 영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이며, 교통․통신․보도․출판 등의 공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
인은 영리법인이다.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
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3)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의 단체로서 사원을 요소로
하며, 사원총회가 사단의 의사를 자주적으로 결정한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이 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재산의 존재를 요소로
하며, 법인설립자의 출연의 의사에 의하여 활동하며, 언제나 비영리법인이다.
3. 상법상 회사의 종류75)
가. 합명회사(상법 제178조)
합명회사란 회사의 채무에 관해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지는 사원들로써
구성되는 회사이다. 이와 같이 합명회사는 각 사원이 회사의 채권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는 데에서 대외적으로 인적신용이 중시되고, 사원의 책임강도
는 내부적으로 사원 상호간에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다. 동시에 사원의 기업경
영에 대한 참가를 강화함으로써 회사는 마치 개인기업의 공동경영과 같은 인
75) 이하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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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주게 되며, 사단법인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조합적 성격을 갖는다.
합명회사는 설립절차가 간단하여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등기를 하면 그것으
로 회사가 성립한다. 출자에 있어서는 재산출자에 한정하지 않으며 노무출자,
신용출자도 다른 사원이 수락만 하면 인정된다. 또 새로운 사람이 입사를 하
거나 사원의 지위의 양도는 다른 사원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 반면에 퇴사의
자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의 인원으로써 구성되는
공동기업에 적당한 회사이다. 현재 법무법인이나 특허법인 등 전문직법인의
형태이다.
나. 합자회사(상법 제268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조직의 회사
형태이다.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점은 합명회사와 같으나 회사의 채권자에 대
하여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이 있는 점
이 합명회사와 다르다. 합자회사도 사단법인이지만 사원간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합적 성격을 가지며 인적회사에 속한다.
합명회사는 사원이 각각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또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
을 가진다. 그렇지만 합자회사는 사업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행하고, 유한
책임사원은 출자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데 불과한 반면 회사의 대
표권도 없으며,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자본을 제공하여 사업에서 생기는 이
익의 분배에만 참여한다.
다. 유한회사(상법 제543조)
유한회사는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사원으로만 구성되는 상
법상 규정된 회사의 하나이다. 이 유한회사는 비교적 소수의 사원이 균등액을
출자하여 출자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그래서 인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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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물적 회사의 장점을 융합시킨 중간형태의 회사로서 중소기업에 적합하다.
즉, 사원 전원의 책임이 간접적이고 유한하다는 것 등 많은 점이 주식회사와
비슷하나, 사원의 총수는 원칙적으로 50명을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점 및 지
분이 균일하다던 지 또 지분의 양도가 자유롭지 못한 점에서는 주식회사와 다
르다.
우리나라 상법의 규정에 따르면 유한회사는 2인 이상 50인 이하의 사원으로
조직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5,0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하고,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자본금은 최저 1천만 원 이상이면 되
며, 설립절차는 간단하고 발기설립에 해당하는 방법만이 인정되며 모집설립을
할 수 없다. 다른 전문직 법인의 경우 합명회사의 형태를 띠는데 반하여 회계
법인은 유한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다.
라. 주식회사(상법 제288조)
주식회사란 자본이 주식으로 분할되어 주식의 인수를 통해 출자하거나 기발
행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사원이 되며, 사원은 주식의 인수가액의 한도에서 출
자의무를 질 뿐(유한책임)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
의 회사를 뜻한다. 회사라는 제도가 생겨난 지 수백 년을 경과하면서 주식회
사 형태의 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이유는 자본이 주식을 단위로 하여 구성
된다는 독특한 자본구성방식을 가지고 있어 자본 집중이 용이하며, 주주가 유
한책임을 지므로 사업 손실의 위험을 제한할 수 있는 등 공동사업의 목적을
가장 충실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4. 소결
영리의료법인이란 의료를 주목적으로 하여 구성원들의 주식매입 등과 같이
출자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금이 형성되고, 법인이 해산하거나 합병되어 소멸
되는 경우에 출연자 또는 출자자가 잔여재산 청구권을 갖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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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형태는 상법상 인정되는 회사의 형태 즉, 합명회사, 유한회사, 주식
회사, 유한회사의 형태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기존의 전문직 법인과 약사법인
1. 기존의 전문직 법인
보건의료계에서 이용될 수 있는 전문직 법인의 설립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전문직 법인의 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
리나라에는 법무법인, 특허법인과 회계법인이 대표적인 전문직 법인이다.76) 아
래에서는 이들 세 개의 전문직 법인을 비교하여 전문직 법인으로 영리성을 띠
는 의무법인(가칭)의 형태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 설립목적
법무법인은 1982. 12. 31. 공포 시행된 변호사법에 의하여 법무법인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설립되기 시작한 제도로, 법무법인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경비절감
등의 이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허법인은 변리사사무소의 전문화․대형화
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변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변리서비스 시
장의 개방에 대응한 변리사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회계
법인은 회계사무소의 전문화․대형화․국제화로 인한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
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76) 이 밖에 건축사법(제23조 제1항, 동 시행령 제22조 제4호), 법무사법(제33조 내지 제47조),
공인노무사법(제7조의2 내지 7), 관세사법(제17조 내지 제20조), 세무사법(제13조의2 제1항,
제3항, 제4항) 등의 경우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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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법무법인과 특허법인은 구성원의 가입․구성원의 탈퇴․상속․지분의 환급
에 대하여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신규가입은 구성원 회의의 결의로 정
하며 언제든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해당 전문직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도 가능하다. 그러나 회계법인은 상속에 관한 특별한 규정
이 없으며 지분의 환급에 있어서도 “사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의 환
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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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구성원의 가입, 탈퇴, 상속 및 지분의 환급
법무법인
구성원의
가입

구성원의
탈퇴

상 속

지분의
환급

특허법인

회계법인

신규가입은 구성원
회의의 결의로 정함

신규가입은 구성원
회의의 결의로 정함

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가입

언제든지 임의로
탈퇴 가능. 단 6월
전에 그 뜻을 법인에
예고하여야 함.

언제든지 임의로
탈퇴 가능. 단 6월
전에 그 뜻을 법인
에 예고하여야 함.

1. 공인회계사
등록이 취소될 때
2. 직무정지처분
을 받은 때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상속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구성원
회의의 결의로 승낙한
때에 한하여 권리
의무를 승계하여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상속인이 변리사
자격이 있고 구성원
회의의 결의로
승낙한 때에 한하여
권리의무를 승계
하여 구성원이
될 수 있다.

특별한 규정 없음

법인재산에 그 구성원
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노무,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구성원이 탈퇴할
때에는 그 지분을
환급받을 수 없다.

법인재산에 그
구성원의 지분비율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노무,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구성원이 탈퇴할
때에는 그 지분을
환급받을 수 없다.

“사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만 규정

합명회사

유한회사

회사의 형태 합명회사

※ 자료 : 법무법인 정관준칙(대한변호사협회)
특허법인 정관준칙(대한변리사협회)
회계법인 표준정관(한국공인회계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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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성원의 수 및 자격요건
법무법인은 구성원의 수가 5인 이상의 변호사(변호사법 제454조)로 구성되
며, 특허법인은 구서우어능 수가 5인 이상의 변리사(변리사법 제6조의3 제1항)
로 구성된다. 회계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10인 이상의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
법 제26조 제2항)로 구성된다. 법무법인은 5인의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통산하
여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변호사법 제45조)이어야 한다는 점과 특허법인은
실무수습기간이 1년(특허청연수 3개월 포함)으로 단기라는 점이 특이하다. 회
계법인은 법인대표에 있어서는 대표이사는 7년 이상의 전업경력(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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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구성원의 자격 및 교육
법무법인
5인 이상의 변호사, 그 중 1인
이상 통산하여 10년(판사, 검사,
구성원의
군법무관, 변호사 활동을 포함한
수
기간)의 법조경력자

자 격
요 건

특허법인

회계법인

5인 이상 변리사

이사와 직원 중
10인 이상 공인
회계사(이사:3인
이상, 직원: 3인
이상)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1.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2.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
등록을 한 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자

* 2년 사법연수원 수료.
대학원운영과 유사, 2년
4학기(전공필수, 선택 및
외국법과목 개설)
* 1년차: 1-2학기 : 연수원에서
판결서작성, 변호사,
검찰실무위주

실
무
수
습
기
간

* 2년차: 3학기 :
법원(판결서작성),
검찰(공소장작성),
변호사(변론준비서면,
형사변론요지서 작성)
- 각 2개월

2년(회계법인,
공인회계사회,
1년(특허청 연수
금융감독원
3개월 포함,
기타
잔여 9개월은
공인회계사의
개인특허 사무소나
추천을 받아
특허 법인에서
재정경제부장관
실무수습)
이 정하는 기관
에서 수습)

* 4학기: 연수원 총정리 교육,
수료논문(지도교육) 심사통과
* 자료: 사법연수원 담당자
등록주무
관서

법무부장관

특허청장

※ 자료 : 법무법인 정관준칙(대한변호사협회)
특허법인 정관준칙(대한변리사협회)
회계법인 표준정관(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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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

라. 출자 및 잔여재산배분
법무법인과 특허법인은 자본금의 총액, 지분의 양도, 잔여재산배분에 있어서
는 거의 유사하나 회계법인은 명시적으로 자본금의 총액을 5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회계법인의 구성원지분은 양도 및 양수
가 가능(자본금이 5억 원 이상)하다. 단 자본금이 5억 원 이하일 경우는 양도,
양수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표 11> 출자 및 잔여재산처분
법무법인
자본금의 총액

지분의 양도

특허법인

회계법인

특별한 규정 없음

특별한 규정 없음

총액 5억 원 이상

지분의 전부 또는

지분의 전부 또는

사원총회의 특별

일부를 구성원회의의

일부를 구성원

결의가 있는 때에

의결에 따른 승인

회의의 의결에

한하여 지분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따른 승인 없이

전부 도는 일부를

할 수 없다.

타인에게 양도할

양도할 수 있다.

수 없다.

잔여재산의
배분

각 구성원의 출자

각 구성원의 출자

법인 채무를 우선

지분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변제하고 각 사원

배분

배분

의 출자 좌수에
따라 사원에게
배분

※ 자료 : 법무법인 정관준칙(대한변호사협회)
특허법인 정관준칙(대한변리사협회)
회계법인 표준정관(한국공인회계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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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사법인의 문제(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가. 사건의 개요
주주가 전원 약사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995. 12. 경부터 서울 강동구 길1
동 및 제주시 삼도2동 소재 길동보룡약국 및 제주탑동보룡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경영하였다. 위 약국들은 주주 중 1인의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하고,
세무 및 회계 상의 편의를 위하여 약국개설자 명의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
록을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00. 5. 12. 경 법인 명의로 약국을 운영
하는 것은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
사법 제16조 제1항 및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
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3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약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전 제약회사
및 약국도매상 등을 상대로 청구인과 같이 법인 명의로 운영되는 약국에 의약
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에 대하여 3개월의 판매업무정지처분을
하겠다는 경고처분을 하였고, 경고처분을 받은 위 제약회사 등이 의약품공급
을 중단하여 경영난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약국 개설자와 주식회사의 주주들
은 서울행정법원 2000구15834호로 위 경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고, 약사법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35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0. 10. 13. 위헌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00. 11. 4. 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결정의 요지
약사법 제16조 제1항은 자연인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
로써 약사가 아니 자연인 및 그들이 구성한 법인은 물론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의 약국 설립 및 운영도 금지하고 있다. 동 조항의 입법취지는 의약품의
조제․판매가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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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법취지는 약국에서 실제로 약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사람은 반드시
약사이어야 하는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고, 약국의 개설
및 운영 자체를 자연이 약사에게만 허용할 합리적 이유는 없지만, 입법자가
약국의 개설 및 운영을 약사가 아닌 일반 개인이나 그들이 구성한 법인에게까
지 허용할 경우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모두 고려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 약사가 아닌 일반인 및 일반 법인에게 약국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그 입법형성의 재량권 내의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법인의 설립은 그 자체가 간접적인 직업선택의 한 방법으로서 직업
수행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의 하나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본래 약국개설권이
있는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에게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방법이 아니고,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넘어 과도
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 및 이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의 본질적 내
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 의약품제조업자 등 약사법의 규
율을 받는 다른 직종에 대하여는 법인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약사에게만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나 일반인으로 구성된 법인
의 약국설립을 금지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법
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고하여 당장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상실
시킬 경우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게 되어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나 일반법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상태가 됨으로써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설정한 제약이 무너지게 되고, 위헌적인
이 사건 법률조항을 존속시킬 때보다 단순위헌의 결정으로 인해서 더욱 헌법
적 질서와 멀어지는 법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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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선택가
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입법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
이므로,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대체할 합헌적 벌률을 입법할 때 까지
는 위헌적인 법 규정을 존속케하고 또한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할 필요가 있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
다. 결정의 검토 및 약사법인의 인정문제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제16조 제1
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약사로만 구성된 법인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일반인 및 일반 법인에 대
한 약국개설금지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해당조항에 대한 효력이
당장 없어지는 단순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약사법인의 약국개설을 허용하도
록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해당조항을 존속시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법인형태의 기업화 된 소위 ‘대형부자약국’
이 많이 등장하고 기존의 대형약국들도 대부분 세무나 회계 상의 이점이 많은
법인형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대형약국들이 많이 생기면 그만큼
동네약국은 영업상 타격을 받아 문을 닫는 약국이 심심찮게 생길 것으로 보이
며 앞으로 약사법인 약국을 허용하는 법 개정 과정에서 허용형태가 구체적으
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또한 현행 약사법 제19조 제1항
은 약사 1명이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구정하고 있지만 약사법인
의 약국개설을 허용하면서 법인의 경우 여러 개의 약국을 개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사법의 개정이 관심의 초점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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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주식회사형 병원77)
1. 논의의 전개
주식회사는 최저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을 주주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권리․
의무의 단위로서 주식으로 나누어진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모든 주주는 그 주
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회사를 말한다.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며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투자받
아 대자본을 형성할 수가 있어 대기업의 설립 및 경영에 알맞은 회사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리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
러 가지 장점이 많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식회사형 병원의 설립에 관한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
나라에서의 도입가능성에 대해 논의해보겠다.
2. 일본의 법제도
일본 의료법 제7조 제5항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병원, 진료소 또
는 조산소를 개설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원 개설의 허가를 주지 않는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4조에서는 “의료법인은 잉여금의 배당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유사하게 영리병원의 설립
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에서도 주식회사형 병원이 인정되기 위
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
3. 주식회사형 병원에 대한 각 단체의 견해
일본정부 산하의 종합규제개혁회의는 주식회사형 병원에 관하여 찬성하는

77) 병원서비스 시장개방 대응방안연구(2차 연구), 한국병원경영연구원, 25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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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나, 일본의사회와 후생노동성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쟁점에 관한 각 단체의 견해를 알아보자.
가. 자금조달의 다양화
의료기관의 자금조달 기법은 사회복지의료사업단의 융자 등 공적인 융자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 대출에 한정되어 있다. 종합규제
개혁회의는 주식 발행에 의해 병원이 폭 넓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의사회는 현재 상태로서는 주식회사에서도 간접금융이 자금
조달의 주체가 되어 있고, 직접 금융을 추진하려는 신흥 주식시장이나 인터넷
증권회사 개설 등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면서, 병원이 주식을 발행해도 현
재와 별로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실적이 저위 안정형이면 투자대
상이 되기 어렵다’라는 견해가 많은 전문가로부터의 지적이어서 일본의사회와
병원단체는 주식회사의 참가가 자금조달의 다양화로 연결된다는 데에 부정적
이다.
나. 환자 만족도의 향상, 경영효율화로 연결되는 시스템 환경 정비, 경영 마
인드의 발휘, 적절한 인재 투입에 의한 경영의 효율화
이에 대해 일본후생성은 ‘주식회사가 아니면 실현될 수 없는 것은 없고, 현
행의 의료법인 제도하에세도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이며, 일본의사회도
아웃소싱을 통해서 의료기관 경영의 효율화는 벌써 일어나고 있다는 입장이
다. 주식회사형 병원은 정리해고 차원에서 대량의 피고용자에 대한 해고가 일
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근거해 새로운 경영의 효율화에 대해서는 ‘실업에 의
한 조직의 공동화’를 초래하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다. 의료의 공공성과 주식회사의 주주에게로의 이익 배당 문제

- 81 -

이에 대해 종합규제개혁회의는 ‘이익의 배당은 자금제공에의 대가이며, 의료
의 공공성과는 관계없는 당연한 지불 코스트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현행의
지분을 가지는 의료법인에서도 내부 유보를 축적해 해산 시에는 그것을 출자
자에게 배분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의료의 공공성과 이익 배당이 호환이
없다는 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후생노동성은 ‘예외적인 케이스를 전제로 한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반론하고 있으며, 일본의사회도 2003년도 세제개정요망에 대해 잉
여금의 배당을 금지하는 의료법인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라. 의료기관에 의한 자기 이익 추구에 의해 환자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종합규제개혁회의는 이에 대해 ‘현행의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차입금 변제 압력 등을 받아 증자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
며 한편으로는 ‘이러한 염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정보개시를 통해서
환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확보하는 등의 경쟁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사회는 의료에 영리원칙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는 환자선택, 불채산
부문의 회피 등이 일어나 지역 의료가 붕괴될 수 있다는 반론으로 종합규제개
혁회의의 입장을 비판하고 있다.
마. 의료비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일본은 현재 의료기관의 대부분이 보험의료기관이며, 보험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의료비와 병상 수에는 정비례의 관계에 있어 의료기관수가 증가하
면 의료비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주식회사는 이익 추구를 최대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의료비 상승은 필연적이다.
바. 주식회사는 의료법인보다 효율적으로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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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고, 미국에서도 이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종합규제개혁회의는 ‘미국의 비영리법인이 납세면, 자금
조달면에서 유리한 제도 하에 놓여져 있는 것이 원인이 된다’라면서 미국의
사례는 다른 문제라는 자세이며, 또한 ‘의료법인이든 주식회사든 환자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것은 도태된다. 충분한 경쟁 환경 아래에서는 모두 같은 효율
성에 따라야 한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주주는 의결권 등을 가져 회사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
문에 주식회사에 의한 의료경영에 대해서는 이익의 최대화를 목적으로 하여
의료 제공을 왜곡시키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 미국의 사례는 영리법인 병
원이 높은 배당을 구해 이익이 오르는 환자만을 선택하거나 조직적인 부정 청
구를 실시하는 등 지역에 의한 의료제공체계를 왜곡시키는 사례가 있다’는 것
을 보고하고 있다.
4. 주식회사형 병원에 대한 검토
<표 12> 주식회사 병원경영시스템이 되면 의료기관은 어떻게 바뀌나?
구 분
설립주체

설립목적

계속성

의료기관
원칙적으로 의사. 의사면허의

주주, 누구라도 가능하다.

취득의무와 준수의무

의료지식과 의무 필요 없음.

의료의 제공. 수익을 의료에

수익, 주가의 최대화.

재투자할 필요와 의무

수익에 대한 관심

지역의 영속적 충성

경쟁력의 원천

의료의 질, 의사의 상호평가

환자대응방식

평등한 의료서비스

공적보험과의
관계

주식회사형 병원

폐업도 주주의 자유.
저 수익 지역의 변경
자금력과 광고,
의료지표의 중시
불채산 환자와 질환을 억제
공적보험의 붕괴와

유지하려는 입장

민간보험의 도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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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형 병원은 자본의 조달 측면에서는 매우 효율
적임은 분명하나,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의 통제, 환자의 이익과 회사이익
의 충돌로 인해 의료행위의 상업화가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날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주식회사형 병원은 의료시장의 가변적 요인들이 모두 제
거되고 의료산업상의 요청이 강력할 경우 정책적 차원에서 한정된 형태로 허
용될 수 있을 뿐이며 무제한적인 허용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제4절 영리법인 및 의료법인 병․의원과 관련한 정책대안
1. 들어가며
영리법인의 인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의료의 공공성을 내세
워 이를 부정하는 것만으로는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러한
문제 제기가 의도하고 있는 선의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예견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2. 영리법인은 인정하지 않고 ‘출자의료법인’을 두는 안
가. 개요
(지분이 있고 이윤배분이 가능한) 영리법인의 병․의원 운영은 뚜렷한 장점을 나
타내고 있지 않으면서도 부작용이 예견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존의 의료법
인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간다.
단기적으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영리활동 허용 범위를 의료 및 부대사업
외에도 폭넓게 인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의 결과로 이익을 실현하였을 때 이를
출연자에게 귀속시키지 못하고 그 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하는 것은 지금과 마찬가지
이다. 반의료적 행위는 금지되고 의료법상 병․의원이 충족시켜야 할 기준은 계속
된다. 영리활동을 함에 있어서 의료기관의 생존유지나 성장, 발전에 필요한 적정이
윤의 추구는 인정되나 위법, 부당한 행위에 의해 과도한 수익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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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중단기적으로, 의료법인을 ‘공익의료법인’과 ‘출자의료법인’으로 세분화하여 영리
기업의 장점과 비영리적 의료사업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다. ‘공익의료법인’은 비
영리성을 강화하고, ‘출자의료법인’은 기업성 내지 투자성을 인정한다.
나. 세부 내용
(1) 의료법인은 출자지분이 인정되지 않고 해산 시 잔여재산이 기부자에게 귀속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현재의 의료법인과 같은 개념이다. 다만, 여러 편법
을 통해 사실상의 이익 배당을 실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통해서 공익성을 보다 강하게 요구한다. 대신 공공법인에
준하는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이것은 공익의료법인을 설립한 재산 출연
자에게 지분이 없고 해산한 경우는 그 재산이 공공단체 등에 귀속하는 등 적
극적인 공익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사․감사․평의원 각각 친족 등(친족관계에 있는 자, 사실상 혼인관
계에 있는 자,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사용인 또는 그에 준하는 자 등)
의 비율이 40% 이하일 것
- 설립자, 임원, 사원 또는 이들의 친족 등에 대하여 시설이용, 금전대출,
자산의 양도, 기타 자산의 운용,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이익을
부여하지 않을 것
- 임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이며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급여는
연간지급총액의 상한(예, 5천만 원)을 넘지 않을 것
- 총 수입액 가운데 차지하는 건강보험수입(산재 등 포함)이 일정 비율
(예, 80%)을 넘을 것
- 정관에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다른 공익의료법
인에 귀속한다는 규정이 있을 것
(2) 의료법인은 사단법인으로서 사원의 출자지분이 인정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이
기부자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이 점에서 현재의 의료법인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반면에 이익배당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는 영리법인과는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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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만, 당기 이익은 기본재산에 재투자되어 장기적으로 출자자의 지분에
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영리법인과 유사성을 지닌다. 또한 영리행위에 일
정한 제한이 있고, 의료법에 의한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된다. 출자지분이 인정
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의 대상이 된다. 즉 기존의 의료법인보다 세
금 면에서는 불리해진다. 기존의 의료법인에서는 이사장이 사망하는 경우 병
원에 속해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상속세 등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이
제는 출자 지분에 대해 상속세 등이 부과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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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공익의료법인과 출자의료법인의 구분
조직형태

출자의료법인

항목

시설규모 등

법적 성격

- 병원
- 상근의사 1인 이상의 의원.
일정 수 병상 (예, 50 병상)
단, 복수의 의사가 있는 경우는 이
이상의 병원
들 의사가 동시에 진료 가능한 시
설․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사단

재단

출자. 출자자는 사원이 되고, 출자액
에 따르는 출자지분을 소유 한다

기부. 기부행위이기 때문에 설립후에
기부자는 법인에 대하여 청구권이
없다

집행기관

이사(이사회). 이사는 사원 중에서
선출. 3명 이상이 원칙

이사(이사회). 이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 5인 이상 15인 이내

의결기관

사원총회. 사원은 통상 5-10명

평의원회(반드시 설치). 평의원은
이사회가 선입. 이사수의 2배 이상,
최저 12명 이상.

감사기관

이사 1명, 사원 중에서 선임

감사 2명 이상. 평의원회에서 선임.

상기 3기관의
동족제한

감사를 친족이 아닌 사람이나
이해관계가 없는 자

설립자 ․ 이사 ․ 감사 등 친족관계자의
수가 각 기관별로 20%이하일 것

재산 출연 방식 및
설립후의권리

구
성
기
관

회의 의사정족수 사원총회 ․ 이사회 공히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 ․ 평의원회 모두 정족수의
2/3 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 단
중요사항은 2/3이상 찬성

출자지분에 따라 출자사원에게 반환

국립 ․ 지방공공단체 ․ 공익법인 ․
기타 동종의 의료법인 등에 귀속하는
것으로 정관에 정함 (기부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불허)

특별한 제한은 없다

설립자 ․ 이사 ․ 감독 등의 친족
관계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어선 안
됨. 의료법령을 위반한 사실이나
공익에 위반되는 사실이 없을 것

상속세
증여세

출자지분을 소유한 사원이 사망하여
상속을 할 때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
세가 부과되고, 또한 지분의 증여가
있었던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자에
게 증여세가 부과됨

상속세, 증여세 모두 비과세

양도소득세

출자물건의 시가가 취득시의 가격
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에는 차액은
증여로 간주되어, 출자자에게 양도
소득과세를 함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법인세

과세 표준 1억 원 이하의 경우 15%
과세 표준 1억 원 초과의 경우
1,500만원 +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7%

공공법인에 준하는 세율

지방세

과세

과세. 경감 과세 가능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기타 제한

과
세
관
계

공익의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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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대 효과
(1) 반의료적 행위를 제외한 영리행위를 일정 부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이윤추
구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다만 영리법인의 병․의원
개설, 운영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출자자들이 병․의원 경영에 직접 영리
추구적 행위를 요구하는데 따른 각종 부작용과 폐단을 최소화한다.
(2) 지분 있는 의료법인을 인정함으로써 영리법인의 병원개설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신규 자본의 유입효과를 기할 수 있다. 물론 지분을 인정한다고 해서
신규자금이 크게 유입되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지금처럼 의료법인에의
자금 출연이 출연자의 법적 재산권을 공식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피되었던 부분만큼의 추가적 자본 유입은 기대할 수 있다.
(3) 공익의료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을 공익성 학교법인 내지 사회
복지법인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 출자의료법인에도 병원 폐쇄에 대한 제한
을 두어야 하겠지만, 출자의료법인보다는 공익의료법인을 통해 병원의 영속
성을 담보할 수 있다.
라. 기존 의료법인의 처리 문제
(1) 앞서의 논의는 새로 설립되는 병․의원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기존
의 의료법인은 이미 비영리의 재단법인으로서 설립이 되었고 재산 출연은
이미 기부행위에 의해 출연자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출연자는 법인에 대한
청구권이 없다. 기존 의료법인의 잔여재산은 같은 목적의 비영리법인이나 국
가에 귀속되게 되어 있는 이상 사인의 재산으로 귀속될 수 없다.
(2) 기존 의료법인에 대한 재산 출연자는 기존의 법체계상 지분이 인정되는 의
료법인이 없었고, 영리법인에 의한 병․의원 개설도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연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갖지 못한 것일 뿐, 사실상의 법인운영 병․의원
의 소유자로서의 기대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

- 88 -

실 하에서 새로운 제도 변화에 따른 경과조치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
는지가 논란의 대상이 된다.
(3) 쟁점은 법적으로 비영리 재단법인에 속하는 재산을 사단법인 사원의 지분으
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인지, 특히 기존 출연자의 지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
지, 기존 출연자가 사망했거나 기존 출연자를 알 수 없을 때의 처리는 어떻
게 하는지, 지분에 대한 상속․증여세의 처리문제 등 복잡한 법적 처리는 어
떻게 하는지 등이다. 최근 병원협회에서 영리법인 허용 시 기존 비영리법인
의 영리법인 전환을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허용하고 법인간의 양도․청
산․합병 등에 길을 열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 것은 이 문제의 중요성과 기
존 병․의원 설립자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3. 영리법인의 병․의원 개설을 허용하는 안
가. 개요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들의 투자의욕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 영리법인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 병․의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병․의원 경영에서
이룩한 이익을 사원 내지 출자자에게 배당하고 해산 또는 청산 시 잔여 재산을 분
배할 수 있다.
영리법인은 설립에 준칙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재산출연이 있은 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영리법인과는 달리 법정 절차에 따라 단체가 성립하는 때는
당연히 영리법인이 성립한다. 다만 이러한 영리법인이 병원을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에 따른 병․의원에 대한 규제는 비영립법인이나 의료법인에 의해 개설된 병
원과 마찬가지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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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 조치 사항
(1) 현재 영리법인은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개설 가능 주체에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동 조항의 각호에 ‘상법상의 회사’를 추가함으로
써 영리법인의 병의원 개설, 소유를 허용하도록 한다. 즉, 개인병원만이 사실
상의 영리병원으로서 기능하고 있던 것을 영리법인에 의해서도 병원의 운영
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2) 영리법인에서는 사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이익이 배당되고, 해산 시 잔여재산
이 출자액에 비례해서 귀속하게 된다. 이 점에서 현재의 의료법인과 근본적
인 차이가 있다. 대신 기존의 의료법인보다 상속세와 증여세 등 세금 면에서
는 불리하다.
다. 기대 효과
지분이 인정되고 이익배당이 허용됨으로써 신규 자본의 유입효과를 기할 수 있
다. 어느 정도의 신규자금이 유입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보다는 병․의원에의 투
자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 동안 의료법인에의 자금 출연은 출연자의 법적 재산권을
공식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만큼 기피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라. 기존 의료법인의 처리 문제
(1) 기존의 의료법인은 이미 비영리의 재단법인으로서 설립이 되었고 재산 출연
은 이미 기부행위에 의해 출연자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출연자는 법인에 대
한 청구권이 없다. 기존의 의료법인의 잔여재산은 같은 목적의 비영리법인이
나 국가에 귀속되게 되어 있는 이상 사인의 재산으로 귀속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기술한 바와 같다.
(2) 기존의 의료법인 등을 영리법인으로 전환해서 사원의 지분을 인정할 수 있
는 것인지의 문제가 생긴다. 최근 병원협회에서는 영리법인 병․의원 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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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할 것을 건의하면서 이와 동시에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을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허용하고 법인간의 양도․청산․합병 등에 길을 열
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법인이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이상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앞에서의
출자의료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의료법인 등의 재산을 여타
비영리법인에의 출자 등의 형식으로 출자의료법인에 전환하는 것이 검토될
수 있으나 영리법인으로의 전환은 이러한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
인다.
4. 전문직 법인의 형태로서의 의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안
가. 현행 의료법에서의 의무법인
의료법 제30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
의 입법취지는 의료행위가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게만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병원
이나 의원에서 실제로 의료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의료인이어야 하는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고, 병․의원의 개설 및 운영 자체를 자연인인 의
료인에게만 허용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 법인의 설립은 그 자체가 간접적인 직업선
택의 한 방법으로서 직업수행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의 하나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본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병․의원의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방법이 아니고, 입법형
성권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법인을 구성하여 의료기간을
개설․운영하려고 하는 의사들 및 이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의료법에서도 전문직 법인 형
태의 의무법인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 의무법인의 법적 형태
현재 법무법인이나 특허법인 등 전문직 법인은 합명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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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은 유한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로, 합명회사의 출자사원은 회사의 채무를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
여 무한책임을 진다. 이와 같이 합명회사는 각 사원이 회사의 채권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는 데에서 대외적으로 인적신용이 중시되고, 사원의 책임강도는 내부적으
로 사원 상호간에 신뢰관계를 필요로 한다. 동시에 사원의 기업경영에 대한 참가를
강화함으로써 회사는 마치 개인기업의 공동경영과 같은 인상을 주게 되며, 사단법
인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조합적 성격을 갖는다.
이에 반하여 유한회사는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사원으로만 구성되
는 상법상 규정된 회사의 하나이다. 이 유한회사는 비교적 소수의 사원이 균등액을
출자하여 출자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그래서 인적회사와 물
적 회사의 장점을 융합시킨 중간형태의 회사로서 중소기업에 적합하다. 즉 사원 전
원의 책임이 간접적이고 유한하다는 것 등 많은 점이 주식회사와 유사하나, 사원의
총수는 원칙적으로 50명을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점 및 지분이 균일하다든지 또 지
분의 양도가 자유롭지 못한 점에서는 주식회사와는 다르다.
의무법인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자격요건은 다른 전문직 법인과 마찬가지로 해당
면허소지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출자지분과 그 양도 및 잔여재산의 분배의 문
제는 현행 의료법인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현행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사원의 탈퇴나 지분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 다만 의료법인이 해산되
는 경우에는 해산되는 법인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잔여재
산을 기증 처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분된다. 이에 반하여 의무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구성원의 출자와 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탈퇴나 해산되는 경
우에 출자액이나 지분의 환급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는 다른 전문직 법인의
예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의무법인의 구성원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다른
전문직 법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유효한 의료인 면허가 있다면 구성원 회의 결의
로 승낙한 때에 한하여 권리 의무를 승계하여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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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의무법인
규정내용

의무법인(가칭)안

구성원의 가입

신규가입은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정함

구성원의 탈퇴

언제든지 임의로 탈퇴 가능. 단 6월전에 그 뜻을 법인에
예고하여야 함.

구성원의 수
구성원의 자격요건
자본금의 총액

3 - 5인 이상의 의료인
국가고시를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설립되는 장소와 의료기관의 규모를 고려하고 의원급 ․
병원급 ․ 종합병원급 등으로 나누어 결정

지분의 환급

법인재산에 그 구성원의 지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노무,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구성원이 탈퇴한 때에는 그 지분을 환급
받을 수 없다.

지분의 양도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회의의 의결에 따른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잔여재산의 배분

각 구성원의 출자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

상 속

상속인이 의료인자격이 있고 구성원 회의 결의로 승낙한
때에 한하여 권리 의무를 승계하여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임 원

임기 2년의 대표의료인 1인 이상

등록 주무관서

보건복지부 장관

5. 소 결
변화하는 보건의료현실에 따라 의업수행도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고, 상업적 의료행위를 금지
했던 근거들의 타당성이 점점 쇠퇴하고 있다. 또한 상업적 의료행위금지의 원
칙을 최초로 규정했던 미국에서도 이에 대한 예외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전
문직 법인의 경우에는 주주나 주요 임직원의 최대 49%까지는 일반인이 될 수
있다. 또한 DDA의 출범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선진국들
의 개방요구도 점점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상업적 의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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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금지의 원칙을 과거의 모습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영리법인 형태의 전문직 법인인 의무법인의 설립을 허
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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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의료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절 투자자금 확보 및 자금조달의 다양화
1. 들어가며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하게 되고 의료기관이 대형화되면 필연적으로 의료
기관을 설립하는데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하게 된다. 대규모의 자본을 유치하는 방
법으로 현행제도하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는 바, 아래
에서 양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주식의 발행
주식회사는 자본단체이므로 자본이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자본은 사원인 주주
의 출자이며, 권리와 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으로 나누어진다.
주주의 출자는 소액의 주식단위이고 증권화되어 자본회수가 용이하고 또 출자자
의 책임이 유한이므로 주식의 발행을 통한 대규모의 자본유치가 가능하게 되는 것
이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설립과 증자의 두 경우에 발행된다. 회사설립시에는 정관에
회사의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와 설립 시에 발행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도록 하
고(상법 제289조 제1항 제3호), 이러한 발행예정주식 중 미발행주식은 이사회의 결
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상법 제416조) 자본조달의 탄력을 기하고 있다. 다
만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의 1/4이상이어야
하며, 나머지 주식은 회사 성립 후에 자금수요에 따라 필요한 한도에서 수시로 발행
할 수 있다는 것이 현행법의 태도이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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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회사성립 후 발행예정주식 총수의 범위 내에서 미발행주식을 발행하는 것
을 신주의 발행이라 한다.
3. 사채(병원채)의 발행
사채란 주식회사가 일반공중인 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집단적․대
량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발행의 형식으로 발행되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장기자본조달형식으로서는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사채를 발행하는 것의
두 방법이 있는데,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거나(조만간 회수될 자금을 조
당하는 경우), 신주발행이 곤란하거나(구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영향이 있는 경우),
신주발행이 불리한 경우에(금융시장의 상태에서)는 사채를 발행하여 대규모의 자금
을 조달하기도 한다.
4. 소결
자금을 조달한다는 측면과 그 규모가 거액에 이른다는 측면에서만 보면 신주발행
과 사채발행은 같은 기능을 가지며, 서로 대체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는 타인자본이므로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일정 기간
후에는 상환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에 반해 신주발행에 의해 조달되는 자금은
자기자본이므로 이와 같은 부담은 없으나 이로 인해 회사가 배당압력을 받으므로
새로운 자금수요의 원인이 되며, 기존주주가 신주를 인수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새
로운 주주의 등장이 불가피하므로 경영권의 안정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상이 주식을 통한 자금유치와 사채를 통한 자금유치에 있어서의 주요한 차이라
고 할 것이나, 경제적으로는 그 차이가 큰 것은 아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주식회사
의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하여 주식의 사채화와 사채의 주식화 현상이 발생하여 양
자의 중간적 성질을 가지는 증권(hybrid securities, 무의결권주식, 상환주, 전환사
채 등)이 많이 생기고 있으므로 투자자금을 확보하고 자금을 조달한다는 목적만 놓
고 보면 어느 방법이 더 우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때그때의 여건
과 자금의 목적에 따라 결정하여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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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영리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차이
1. 영리법인과의 비교
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에는 <표 15>와 같은 차이가 있다. 영
리법인은 영업활동에서 발생된 소득은 물론 고정자산의 양도 등 그 원천에 관계
없이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비영리법인은 발생한 소득
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
영리법인이라도 수익사업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다만, 비영리법
인의 경우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열거주의를 취한다는 점에서 포괄주의에 의하
여 과세소득을 파악하는 영리법인보다는 유리하다. 비영리법인의 청산소득에 대
하여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표 15> 법인종류별 납세의무의 차이
법인의 종류

내국
법인
외국
법인

토지 및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양도차익에 대한 청산소득
특별 부가세

영리 법인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에 과세

과세

과 세

비영리법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

과세

비과세

영리 법인 국내 원천의 모든 소득에 과세

과세

비과세

과세

비과세

국내외의 원천소득 중 수익

국내의 원천소득 중 수익

비영리법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
국가 및
비과세
지방자치 단체

나.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이에 따라 의료법인은 의료기기 등의 고정자산 취득금액에 대해
5년 동안 수익사업소득의 50% 범위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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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과세)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인정 투자부문은 병원건물 및
부속 토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기기 중 취
득가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 또는 초음파영상기, MRI, 양전자단층촬영기 등 의
료보험적용이 되지 않거나 고가인 의료기기 등이다. 의료법인에 대한 특별부가
세는 폐지되었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에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2. 개인 병․의원의 의료법인 전환에 따른 세제 혜택
가. 법인 병․의원과 개인 병․의원의 가장 큰 차이는 병원장에게 매달 지불
하는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개인 병․의원의 경우에
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전액 원장의 급여(자기자본의 인출)로 보지
만,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해당 법인의 이익으로
본다. 이사장인 원장에게 지급하는 급료는 인건비로 비용처리 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있다.

<표 16> 소득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1,0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000만원 초과 4,000만 원 이하

100만원 + 1,000만원 초과금액의 20%

4,000만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700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30%

8,000만원 초과

1,900만원 + 8,000만원 초과금액의 40%

나. 개인 병․의원의 원장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병․의원의 토지, 건물은 물론
거주하던 주택 등도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법인
등의 이사장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인의 소유권이 정부에 있으므로 병․
의원에 속해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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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다. 개인병원과 의료법인간에 차등이 있는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
세, 종토세, 면허세 등 다섯 가지가 있다. 법인 병․의원은 용도 구분에 따라 의
료사업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등이 비과세되며, 등록세는 대도시와 도청소재지 이외의
법인 병․의원만 비과세 대상이다. 이 다섯 가지 세금의 차이는 100병상 병원의
경우 연간 수천만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표 17> 의료기관별 세금 종류별 납세의무
국

세

구 분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지 방 세
부가세
도시 공동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계획세 시설세

사업
소세

의원

○

×

○

○

○

○

○

○

○

○

○

○

개인병원

○

×

○

○

○

○

○

○

○

○

○

○

사단법인

×

○

×

×

○

○

○

○

○

○

○

○

재단법인

×

○

×

×

○

○

○

○

○

○

○

○

의료법인

×

○

×

×

x

×

×

×

△

×

×

○

사회복지법인

×

○

×

×

×

×

×

×

△

×

×

○

학교법인

×

○

×

×

×

×

×

×

△

×

×

×

공공의료법인

×

○

×

×

×

×

×

×

×

×

×

×

※ ○ 과세,

× 비과세,

△ 일부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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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의료기관 개설 자격제한 문제
1. 국내의 현황 및 문제의 제기
의료법 제30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조산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중 국가 및 공공단체를 제
외한 사인(私人)중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의료법인, 비영리
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설립형태
로서 영리법인을 불허용하고 있는 규정과 함께 국내 의료기관 개설 제한에 관
한 대표적인 규정이다.
우리 대법원에서도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
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되고, 그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
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비의
료인의 자본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1995. 12. 12. 선고
95도2154판결 참조).
2. 검토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설립주체 및 그 설립형태를 제한함으로써 사실
상 민간자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즉 의료기관개설주체를 지나치게 협애
하게 제한함으로서 의료에 있어서 경쟁적 시장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서 의료서
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산업으로서 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리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할 수 있게 한다면 보다 다양한 의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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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가 생산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경쟁적 시장이 창출될 것이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발전의 필요성이 높고 대외 개방에 대처하여야 한
다는 점도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허용의 경우에도 당장 주식회사형 병원으
로 이행할 것이 아니라 순수한 형태의 전문직 법인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규
제를 두어 시장이 이에 적응할 여유를 갖고 난 후, 비의료인들의 자본유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4절 요양기관 강제(당연)지정문제
국민건강보험법78)은 의원, 병원, 치과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등의
의료기관과 약국,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요양기
관으로 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는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단기간에 실현하여 국
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도가 향상되었고 의료시장의 규모 확장 등 양
적 성장을 실현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① 낮은 보험료 수준 하에서 급속히 증가하는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
여 국민건강보험은 만성적으로 재정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고, ②국민들은

78)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료기관)
① 요양급여(간호 및 이송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이 경우 보건
복지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의료
기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중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중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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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고급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나 단일 공보험 제도 내에서는 이를 충족
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③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각 병의원들은 환자들을 치
료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게 되는데 그 수가
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의료서비스이용 및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를테면, 의료공급자는 저수가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고자 과잉진료, 과
잉투약, 중복검사를 실시하고 보험수가가 낮은 진료과의 진료를 기피하며 수
익성이 높은 비급여 진료를 유도하는 것이다.
한편, 영리병원설립의 허용과 관련하여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와 낮은 보험
수가체계는 민간자본 및 외국자본의 의료자본 진입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위와 같은 요양기관 강제지정 제도와 낮은 보험수가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가 국민의 95%를 상회하는 현실에서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
로 편입, 국민 전체가 안정적이고 비교적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
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보건의료서비스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요양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강
제하는 것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의사들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에 관하여 "모든 의료기
관을 의료보험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하는 제도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며 1999년 7월과 2000년 8월 각 헌법소원 사건(99헌바76, 2000헌마505)을 제
기79)하였던 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
79) 의사 측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지
정해 건강보험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강제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청구인들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
료보험제도에 동원, 의료보험제도하에서만 의료업을 수행하도록 강제하고 의사 각자의 능
력, 의료행위의 질 등에 관계없이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
을 정하여 동일한 의료보수를 지급받게 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제
한된 시간에 많은 환자를 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
가원 측에서는 "이 사건 법률 조항들은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의 가입자인 국민에게 요
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일종의 강제편입제도를 취한 것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이러한 제한은 민간의료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의 참여 없이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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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는 사회보험의 형태로 이뤄지
는 현 의료보험체계의 기능을 확보하고 피보험자인 국민에게 원활한 보험급여
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우리 의료기관중 공
공의료기관이 약 10여%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을 의료보험체계에
강제 동원하는 것이 의료보험의 시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도 "국가
는 이 제도가 보다 근본적으로 의료인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제도
라는 인식을 깊이 인식, 장기적 안목에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거나 보험급
여율을 높이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민간 의료기관이 의료보험 체계에 자
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80).

제5절 민간보험 도입에 관한 논의
1.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 및 민간보험의 도입
우리나라는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단기간에 실현하여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향상 및 의료시장의 규모 확장 등의 양적 성장을 실현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의료비 지
출규모의 적정화와 정부재정의 안정, 사회적 형평의 효과적 신장, 생산효율성
제고와 소비자 만족 증대를 위하여 공적인 국민건강보험에 민간보험을 도입하
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81).
보험제도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법
가입자가 국민의 95%를 상회하는 현실에서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편입, 국민 전체가 안
정적이고 비교적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덧붙였다.
법률신문, 2002. 2. 25.자.
80) 한대현․권성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획일적 통제제도의 비효율성에 비추어 그 제도
의 장기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의심되는 수단"이라며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남으
로써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법률신문, 2002.
11. 6.자.
81) OECD는 의약분업 실시와 건강보험 통합이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거둔 성과와 문제
점을 분석, 16개항의 권고안을 작성해 2002. 7. 24. 우리 정부에 전달하였는바, 그 권고안의
내용 중에는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을 보장하는 민간보험도입(다만, 민간보험이 본인부담금
차액을 보상하는 방법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됨)을 권고하고 있다. 치의신보 제1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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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은 1980년대 초에 개발된 암보험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으며, 1990
년대 후반부터는 보충보험성격의 의료비보장보험(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질
병치료비, 등을 제공하며, 현행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MRI, 초음파,
상급병실 이용료, 특진료 등의 의료비용을 보상하고 있다)이 도입되는 추세에
있다.
2. 민간보험의 도입 논의와 영리병원
민간보험의 도입에 관하여는 여려 견해가 대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간
보험이 도입되더라도 건강한 자는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환자만이 가입하는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고,

82)결과적으로

보험회

사는 가입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즉, 저 소득자․병약자의 가입
을 제한하고 고소득의 건강한 자와만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실패로 연결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83)
한편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해종 교수가시장개방의 범위와 방법이
라는 논문에서 시장개방에 관한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민간보험
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82) 현재 국내에서는 진료비청구의 상위 5% 환자가 전체 진료비의 34%를 차지하고, 진료청구
상위 10% 환자가 전체 진료비의 47%를 차지한다고 한다.
83) 최병호, 의료보장을 위한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바람직한 역할분담모색, 보건복지포럼 2002.
2, p.5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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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민간보험 도입
(단위 : 명, %)

찬 성

반 대

87(65.4)

45(33.8)

1(0.8)

133(100.0)

자

24(63.2)

13(34.2)

1(2.6)

38(100.0)

언 론 인

35(79.5)

9(20.5)

-

44(100.0)

의료공급자

22(73.3)

8(26.7)

-

30(100.0)

시민단체

6(28.6)

15(71.4)

-

21(100.0)

전

체
학

조 사
대상군

무응답

계

영리병원의 허용은 민간보험의 도입․활성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의료수가가 낮고 비급여가 많은 국민건강보험체계
에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투자자들의 의료기관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영리병원의 허용과 관련한 논의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
할 것이다.
3.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향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정조합
우리나라는 의료공급의 90% 이상을 민간부문에 의존하면서 획일적인 사회
보험을 통하여 재원조달을 하고 있어 공급과 재정의 심각한 부조화 현상에 직
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공공 - 민간 혼합에 기초한 보험체계의 복층
구조화를 통해 의료보장의 내실화를 꾀하여야 하고, 의료영역에서 국민 선택
권을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이라는 획일적 사회
보험 제도 하에서 의료서비스가 하향 평준화되어 수요욕구가 있으면서도 양질
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국민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보험을 활성화
하여 실질적 의료보장체계를 확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국민건강보험의
기본 틀은 유지하고 재정의 추가부담은 억제하며 본인부담금을 감소시키고 다
양한 욕구충족 및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 105 -

제6절 의료광고 제한에 관한 문제
1. 국내의 법규 및 문제의 제기
의료광고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기술이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
를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이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이
다. 이러한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무분별한 의료광고의 범람
과 과대․허위광고로부터 소비자인 환자를 보호하고자 함이다. 또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과다한 광고를 함으로써 광고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지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건의료비의 지나친 상승을 억제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그 규제가
지나치거나 잘못된 경우에는 유용한 정보의 흐름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차단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광고규제
가 오히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현행 의료법84)에서는 ①허위․과대광고금지, ②비의료인의 의료광고금지, ③
기능․경력광고금지, ④광고의 범위방법제한, ⑤학술빙자광고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의료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와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33조에서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규
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진료과목,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진료
84) 의료법 제46조 (과대광고 등의 금지)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
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 의료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 (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의 금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학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예방의학적․임상의학적 연구결과, 기능, 약효, 진료 또는 조산
방법 등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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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료시간, 응급진료 안내에 관한 사항 등이며, 광고는 신문잡지 등 정기간
행물과 전화번호부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이 새로 개설하거나 휴업․폐업․재개업 또는
이전한 때에는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2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을 뿐이다.
2. 관련 판례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85)
대중매체에 의한 의료기관광고에 대한 관련 판례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을 살펴보면 방송자막에 의한 광고(00의료기관 협찬 등)는 적법하며, 도로 안
내표지판도 적법하다. 그러나 시계탑 등에 안내표지를 할 수 없고, 신용카드회
사가 종합건강진단의 안내를 할 수 없으며, 공중전화카드에 광고를 인쇄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도 위법하다. 의료인이 저술한 책 광고를 이유로 의료법
이 금지한 광고를 하지 못하며, 의사라는 신분을 밝히고 화장품광고에 출연할
수도 없다.
3. 외국의 의료광고
의료광고 규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중에서 가장 대별되는 두 나라는 미국
과 싱가포르이다. 미국의 경우는 허위․과대광고와 환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광고를 규제하는 것 이외에는 규제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상당
부분 허용하고 있으나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광고매체나 광고방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그 범위와 내용 등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는 1999년 12월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광고의 범위를 확대하여 의사의 개인
적인 자료,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기 및 전문영역 등에 대한 광고
를 허용하였다.
즉, 미국은 이미 의료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를 거의 철폐하였으며 기본
적인 원칙인 허위․과대광고만을 규제하는데 반하여 일본의 경우는 규제의 정
도를 점점 낮추고 있다. 이에 반하여 싱가포르는 광고매체와 방법 및 그 내용
85) 박윤형, 김영훈, 병원관련 법률의 개선방향, 한국의료법학회지 제9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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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4. 논의 방향에 대한 전망
현행 의료법과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광고내용, 광고매체 및 광고회수에 대
하여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 물론, 의료광고는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광고와는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한 진료능력과 광고능
력이 비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는 필요
한 것이다. 또한, 영리법인형태의 의료기관설립이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같은
이유로 의료광고에 관한 어느 정도의 규제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영리법인 형태의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내의 의
료시장이 경쟁체제로 변화한다면, 이는 의료기관의 경영에도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현행과 같은 지나친 의료광고
규제는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진료에 관한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고, 의료에
대한 국민적 기대수준이 점차 향상되어감에 따라 병원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만 선택 착오로 인한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한 병원의 동기유발이 가능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진료의
왜곡과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의료광고를 최대한 보장
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제7절 소결 및 향후 추진해야 할 연구과제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이 허용된다면 위와 같이 여러 면에서 우리 의료계에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법 개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의료
보장 체계를 함께 고려해야 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다.
향후 병원정책은 병원의 공익성 향상, 변화하는 환자의 다양한 욕구의 충족,
의료의 질과 안전성 향상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간 경쟁과 효율 향상, 민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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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자금조달원과 선택 기회의 확대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병원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의료의 공공성과 공익성 유지 즉,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강화와 비영리 의료법
인의 수익구조 다변화 및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영리
법인 병원은 기업성을 명확히 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며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
고, 경제특구 내에서 영리병원 경영방식 검증, 의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
로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병원 중 90%는 민간병원으로서 민간병원은 정부를 대신하
여 공익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민간병원 육성책은 긴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민간병원을 이원화하여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으로 구분하여 지원책과 규제를
달리 하여 육성되어야하고, 민간병원은 설립목적과 경영전략에 따라 비영리
법인이나 영리 법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할 것이다.
또한 민간병원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확대 강화
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병원은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으로 구분하여 병원 설
립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확대한다. 비영리법인 병원에 대하여 정부는 재정 및
세제상 혜택을 확대하고 미국의 경우와 같은 부대사업을 가능케 하여 수익구
조를 다변화하여 공익적 기능인 자선적 진료, 연구개발, 응급의료, 의학교육
등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연구는 다음과 같다. ①의료개혁의 방향과 병
원정책 ②주식회사 병원에 대한 찬반 의견 ③외국인 의사 문제 ④비영리병원
의 수입 다변화 실태(면세채권, 기부금 포함) ⑤영리병원의 경영실태와 비영리
병원 등 병원산업에 준 효과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우리 보건의료체계를
건강하게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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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 론
현재 의료시장에서 볼 수 있는 대량진료로 인한 서비스의 질 저하, 환자측
의 만족도 저하, 안전성 미흡, 의료사고의 다발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난
도, 고위험의 진료를 행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을 가능케 하기 위한 여건을 만
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경쟁적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는 등 의료산업
으로서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게 된다면
보다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경쟁적 시장
이 창출될 것이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발전의 필요성이 높고 대외시장
의 개방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도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을 불가피
하게 하고 있다.
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제1절 단계적으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도입
영리법인의 의료기관개설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형 병원은 자본의
조달의 측면에서는 매우 효율적임은 분명하나,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의
통제, 환자의 이익과 회사이익의 충돌로 인해 의료행위의 상업화가 심각한 양
상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형 병원은 의료시장의 가변적 요인들이 모두 제거되고 산업
상의 요청이 강력할 경우 정책적 차원에서 한정된 형태로 허용할 수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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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단기적으로 무제한적인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오
랜 기간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불허하였던 우리 의료체계가 이런
변화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식회사형 병원을 바
로 도입하기보다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관점에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 전문직 법인을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전문직 법인도 미국에서 문제되는 일반인이 일부 출자할 수 있는 전
문직 법인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제2절 비영리법인 개설 의료기관과 영리법인 개설 의료기관
간의 차이점을 분명히 할 것
과도한 이윤동기로 많은 의사들이 섣불리 전문직 법인을 설립하고 의료기관
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의료서비스 공급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변화초기 혼
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공적 의료서비스 비율의 급격한 감소 및 공적 의
료영역의 공동화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적 의료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의료인들에 대한 조
세 및 공과금 징수에 있어서 현행제도보다는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그리하
여 전문직 법인의 과잉을 막고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적정한 수
준에서 조절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영리법인의 의
료기관 개설․운영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의료서비스 공급
자가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 우선
시 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영리성의 양적인 스펙트럼을 다양화하여 각각의 법적 활동범위 내
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생산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의료시장
의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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