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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국세청에서 공시한 2012년도 공공의료원의 손익계산서 분석을 통해 이익 측면에서의 공공의료

원의 경  분석에 해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국세청에 공시된 2012년 공공의료원의 재무제표 총 38건의 

손익계산서  복된 자료를 제외하고 매출액, 매출원가, 매비와 리비의 구분 표기가 가능한 자료를 

추출하여 최종 22건의 자료를 이용하 다. 분석에는 의료이익, 공헌이익, 매출액 추세를 이용하 다. 공공의

료원의 의료이익을 분석한 결과 22개 공공의료원의 평균 의료이익은 손실로 -4,678.9백만 원이었고, 평균 

공헌이익은 12,572.5백만 원, 매출이 증가한 의료원의 평균 매출 증가액은 1,299.1백만 원이었다. 결과 으

로 공공의료원의 의료이익은 손실이나 공헌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아울러 약 2/3의 의료원에서 매출액 증가 

추이를 보이는 바 개별 의료원 차원만을 고려한 경  의사결정 시에는 신 한 근이 필요하며, 공공의료원

이 국에 지역별 거  기 의 성격으로 개설되어 있는 국가 공공의료망의 일부라는 측면에서 사  차원, 

즉 국가  차원에서의 경 분석과 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 중심어 :∣성과분석∣공헌이익∣공공의료원∣

Abstract

The aim is to analyze a performance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al public hospitals. Data 

were collected from public disclosure system DB of National Tax Service on 15 July 2013. 

Twenty-two income statements of local governmental public hospitals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 The analyzing factors were medical operating profit, contribution 

margin, and trend of operating profit. The important result was that the medical operating profit 

was negative, average medical operating profit was -4,678.9 million won. However, the 

contribution margin was positive in all local governmental public hospitals, and average 

contribution margin was 12,572.5 million won. The trend of operating profit was positive in 15 

local governmental public hospitals between 2011 and 2012. The average increased operating 

profit was 1,299.1 million won. Through this result, we suggest that not only individual public 

health hospital perspective, but also the enterprise wide perspective like nation was significantly 

considered to make decision of closure or maintain of local governmental public hospitals. 

■ keyword :∣Performance Evaluation∣Contribution Margin∣Local Governmental Public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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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이 이루어지면서 의료의 공

공성과 수익성에 한 정의와 정성에 한 논란이 다

시  사회  심사가 되었다[1]. 진주의료원이 민간 의

료기 과 동일한 환자 진료 주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

황에서 본래 공공의료가 추구하 던 목 을 상실하

고, 한 민간 의료기 과의 경쟁에서도 취약하여 의료

원을 유지 존속할 명분과 가치가 상실한 바, 의료원 유

지  운 에 들어가는 공  자 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해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2].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보험은 사회보험  하나로 

국민 의료보험 체계를 갖추었다. 한 의료보험의 징수

와 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단일 지불자로서 역할

을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두

어 의료비 지불의 정성에 한 심사와 평가 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이 모두 공  기 으로서 의료보험

을 둘러싼 련 기 과 제도 모두 공공성의 기반 에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병, 의원을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는 

모든 의료기 은 90% 수 이 민간 의료기 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들 기 은 공공 자 인 의료수가에 의한 

통제를 받고 있으면서도 기 의 운  측면에서는 시장

경제원리에 따라 자율 경쟁을 통해 생존해야 하는 기업 

모형을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이 의료보험 재원은 사회보험의 기반 에 만

들어지고, 의료서비스 생산은 민간 의료기 의 시장 경

제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의료제도의 이질성은 오랜 

동안 의료보험, 의료기 , 의료제도를 둘러싼 갈등의 원

인이 되어 왔다[2]. 양동 은 공공의료원은 공공성과 수

익성을 동치에 추구해야 하는 이  목표를 지향함에 

따라 정부의 한정된 산지원과 소득층 진료에 따른 

낮은 수가구조 그리고 민간 병원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경 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 다[3].

이러한 틀 속에서 공공 의료원의 존재는 공공과 민간

의 교집합 부분에 치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

여 필요한 운  재원은 보조를 받으면서 의료서비스 제

공은 민간 기 과 유사한 환자의 직  치료가 주를 이

루는 구조로 운 되어 왔다. 본래 공공 의료원의 출발 

시에는 의료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도서 산간  오지 

지역 주민에게 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

이 뚜렷하 고, 아울러 민간 역에서는 기 하기 어

려운 공공의료 부문을 담당하는 심 역할을 하도록 하

다[4]. 

그러나 진주의료원 폐업을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시

간이 지남에 따라 공공의료 담당 역할은  축소되어

지고, 그 다고 민간 의료기 과 경쟁할 수 있는 수

의 의료서비스 경쟁력에는 미치지 못함으로써 차 지

역에 있는 소병원과의 차별성이 없어지고 의료 시장

에서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도도 낮아지면서 경  

부실과 이를 보 하기 한 공  자 의 투입이라는 악

순환의 고리만 되풀이 하게 된 것이다[5].

이와 같은 일련의 공공의료원 폐쇄를 보면서 자연스

럽게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다른 공공의료원들의 

경 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들 한 폐쇄, 폐업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인 지에 한 질문이 떠오른다.

공공의료원의 경 분석과 폐업 여부에 따른 의사결

정에 향하는 요인들은 매우 복합 이고 다양할 것이

다. 그러나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에서 폐업의 주요 결

정요인으로 부각된 요인이 인건비를 포함한 높은 고정

비 부담으로 인한 자구조와 부실 경 임을 고려해 볼 

때, 조직의 경 성과를 가늠해보는 재무제표인 손익계

산서 분석을 통해 공공의료원의 경  황에 해 분석

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6].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세청에서 공시한 2012년도 

공공의료원의 손익계산서 분석을 통해 이익 측면에서

의 공공의료원의 경  분석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국세청에서 공시한 2012년도 공공

의료원의 손익계산서 분석을 통해 이익 측면에서의 공

공의료원의 경  황을 분석하는 것으로 이의 구체  

목 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의료원의 손익계산서 상의 의료이익을 분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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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의료원의 손익계산서 상의 공헌이익을 분석

한다.

3) 공공의료원의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추세를 분

석한다.

3. 용어 정의
1.1 공공의료원
지역주민에 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 으로 설립

된 의료기 으로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감염별  주요 

질병의 리  방사업, 민간 의료기 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등을 행하는 의료기 을 말한다

[7].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료원 설립  운 에 한 법

률에 의해 설립된 지방의료원  국세청에 경 공시를 

한 의료원을 의미한다.  

1.2 공공의료원 경영분석
기업 경 의 성 을 찰하는 것으로 차 조표, 손

익계산서 기타 재무제표 내용을 분석, 검토하여 사업 

재정상의 건 성과 경 상의 수익성을 단하는 것을 

말한다[8]. 본 연구에서는 국세청에 공시된 2012년 공공 

의료원의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의료이익, 공헌이익, 

매출액추세를 분석한 것을 의미한다.

1.2.1 의료이익

본 연구에서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비를 차

감하여 의료이익을 분석하 다. 

1.2.2 공헌이익

본 연구에서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약

품비, 진료재료비, 식재료비의 변동비성 비용을 차감

하여 공헌이익을 분석하 다. 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차감한 액으로 고정비를 회수하고 이익을 

창출하는데 공헌하는 액이다. 

1.2.3 매출액 추세 

본 연구에서는 손익계산서의 기와 당기의 매출액

을 비교하여 기 비 당기의 매출액이 증가한 군과 

기 비 당기의 매출액이 감소한 군으로 구분하여 추

세를 분석하 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국세청에 공시된 2012년 공공 의료원의 재

무제표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분석한 이차 분석 연

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본 연구는 국세청에 공시된 2012년 공공의료원의 재

무제표 총 38건의 손익계산서  복된 자료를 제외하

고 매출액, 매출원가, 매비와 리비 (이하 비)의 

구분 표기가 가능한 자료를 추출하여 최종 22건의 자료

를 이용하 다. 

3. 연구 도구
3.1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 매출원가, 비, 업외수

익, 업외비용, 법인세비용, 순자산증감의 항목이 구분 

제시되어 있다. 기와 당기의 비교식 손익계산서로 구

성되어 년도 비 당해의 추이를 분석할 수 있다. 

매출액은 입원수익, 외래수익, 기타의료수익의 항목

으로 구성된다. 매출원가는 약품비, 진료재료비, 식재

료비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비는 매출원가를 제외

한 나머지 비용 항목이 모두 포함된다.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해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

류등 공시시스템에 속하 다. 다음 하  메뉴  단

체정보 페이지로 이동하여 단체명에 ‘의료원’을 입력한 

후 검색창에 나타난 의료원의 개별 제출보고서를 2차 

검색하 다. 제출보고서  손익계산서 항목의 손익계

산서 수익사업, 손익계산서 공익사업 는 손익계산서 

합계 일을 다운받아 자료를 수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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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N(%)

지역

강원  5(22.73)
경상  5(22.73)
기타  3(13.64)
전라  5(22.73)
충청  4(18.18)

병상 수 300병상 미만 16(72.73)
300병상 이상  6(27.27)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TATA 11.0 로그램을 이용하여 빈

도, 백분율,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의 기술통계

분석을 시행하 다. 

III.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상 의료원의 일반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지

역별 분포에서는 강원 5개, 경상 5개, 도시  기타 3

개, 남 5개, 그리고 충청 4개가 포함되었다.

병상 수는 300병상 미만이 16개, 300병상 이상이 6개 

포함되었다. 

표 1. 일반적 특성                               (n=22)  

2. 의료이익 분석
공공의료원의 의료이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

와 같다. 22개 공공의료원의 2012년도 연 평균 의료수

익 매출액은 16,884.6백만 원이었고 최소값은 5,013백만 

원에서 최 값은 36,922백만 원으로 악되었다. 약품

비, 진료재료비, 식재료비를 포함한 매출원가는 평균 

4,312.1백만 원이었고, 최소값은 1,309백만 원, 최 값은 

9,939백만 원이었다.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기타비용을 

포함한 비는 평균 17,251.4백만 원이었고, 최소값은 

7,136백만 원, 최 값은 32,080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

출액에서 매출원가와 비를 뺀 차액인 의료이익은 

체 기 에서 모두 의료손실이 발생하여 평균 의료손

실액은 -4,678.9백만 원이었고, 최소값은 -622백만 원, 

최 값은 -12,568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2. 공공의료원의 의료이익분석            (단위: 백만 원)

변수 구분(N) mean(SD) MIN MAX

매출액
(의료수익)

전체
(22)

16,884.6
(8,241.81) 5,013 36,922

강원(5) 9,639.2
(3,669.13) 5,013 15,221

경상(5) 16,722.6
(6,534.30) 7,580 25,822

기타(3) 24,088.3
(4,940.16) 18,384 26,966

전라(5) 19,040.2
(11,756.46) 8,674 36,922

충청(4) 18,046.3
(7,147.22) 9,242 25,771

300미만
(16)

13,616.4
(5,681.59) 5,013 25,822

300이상
(6)

25,599.5
(7,945.80) 12,055 36,922

매출원가

전체 4,312.1
(2,233.05) 1,309 9,939

강원 2,315.0
(698.39) 1,309 3,282

경상 4,378.4
(1,901.03) 1,898 6,496

기타 6,523.7
(1,384.19) 5,017 7,739

전라 4,693.8
(3,211.30) 2,096 9,939

충청 4,589.5
(1,586.93) 2,508 6,259

300미만 3,494.6
(1,556.05) 1,309 6,496

300이상 6,492.0
(2,416.27) 2,659 9,939

판관비

전체 17,251.4
(7,638.99) 7,136 32,080

강원 10,790.2
(3,281.57) 7,136 16,133

경상 16,596.2
(4,684.52) 9,456 20,766

기타 25,475.7
(6,280.40) 18,289 29,910

전라 17,858.4
(8,875.44) 9,970 30,588

충청 19,220.0
(9,477.40) 11,295 32,080

300미만 13,861.0
(4,523.07) 7,136 20,766

300이상 26,292.5
(6,988.57) 13,358 32,080

의료이익
(의료손실)

전체 -4,678.9
(2,860.68) -622 -12,568

강원 -3,466.0
(558.93) -4,194 -2,652

경상 -4,252.0
(2,585.02) -8,413 -1,440

기타 -7,911.0
(2,886.62) -10,683 -1,440

전라 -3,512.0
(1,723.42) -5,207 -622

충청 -5,763.3
(4,625.94) -12,568 -2,348

300미만 -3,739.1
(1,743.31) -8,413 -622

300이상 -7,185.0
(3,858.81) -12,568 -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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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N) mean(SD) MIN MAX

전체 
의료원 
공헌이익
(N=22)

전체
(22)

12,572.5
(6,116.16) 3,704 26,983

강원(5) 7,324.2
(2,983.61) 3,704 11,939

경상(5) 12,344.2
(4,837.87) 5,682 19,326

기타(3) 17,564.7
(3,661.40) 13,367 20,100

전라(5) 14,346.4
(8,592.65) 6,578 26,982

충청(4) 13,456.8
(5,847.24) 6,734 19,512

300미만
(16)

10,121.9
(4,286.62) 3,704 19,326

300이상
(6)

19,107.5
(5,614.30) 9,396 26,983

매출 증가 
의료원 
공헌이익
(N=15)

전체
(15)

12,393.2
(6,537.18) 5,682 26,983

강원(3) 6,922.7
(661.74) 6,247 7,510

경상(3) 12,261.3
(6,834.94) 5,682 19,306

기타(2) 16,297.0
(4,143.65) 13,367 19,227

전라(4) 13,076.3
(9,364.28) 6,578 26,983

충청(3) 14,412.3
(6,768.05) 6,734 19,512

300미만
(11)

10,070.9
(4,687.63) 5,682 19,326

300이상
(4)

18,779.5
(7,213.05) 9,396 26,983

매출 감소 
의료원 
공헌이익
(N=7)

전체(7) 12,956.7
(5,564.07) 3,704 20,100

강원(2) 7,821.5
(5,823.02) 3,704 11,939

경상(2) 12,468.5
(368.40) 12,208 12,729

기타(1) 20,100 
()  

전라(1) 19,427
()  

충청(1) 10,590
()  

300미만
(5)

10,234.0
(3,734.9) 3,704 12,729

300이상
(2)

19,763.5
(475.88) 19,427 20,100

변수 구분(N) mean(SD) MIN MAX

전체 의료원 
매출 증감액
(N=22)

전체(22) 649.2
(1,383.89) -1,762 3,804

강원(5) 112.2
(858.38) -830 1,291

경상(5) 894.0
(1,790.19) -691 3,804

기타(3) 439.3
(2,340.05) -1,762 2,897

전라(5) 863.0
(1,096.00) -739 2,277

충청(4) 904.5
(1,452.87) -600 2,800

300미만
(16)

563.6
(1,217.33) -830 3,804

300이상
(6)

877.5
(1,874.03) -1,762 2,897

매출 증가 
의료원
(N=15)

전체(15) 1,299.1
(1,156.39) 2 3,804

강원(3) 637.3
(644.70) 2 1,292

경상(3) 1,741.0
(1,902.72) 55 3,804

기타(2) 1,540.0
(1,919.09) 183 2,897

전라(4) 1,263.5
(729.59) 708 2,277

충청(3) 1,406.0
(1,287.34) 262 2,800

300미만
(11)

1,065.5
(1,141.01) 2 3,804

300이상
(4)

1,941.5
(1,072.62) 755 2,897

3. 공헌이익 분석
공공의료원의 공헌이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

과 같다. 체 22개 의료원의 평균 공헌이익은 12,572.5

백만 원이었고, 최소값은 3,704백만 원, 최 값은 26,983

백만 원이었다. 년 비 매출액이 증가한 의료원과 

감소한 의료원을 2개의 하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매출 증가 의료원의 평균 공헌이익은 

12,393.2백만 원으로, 매출 감소 의료원의 평균 공헌이

익은 12,956.7백만 원으로 분석되었다. 

표 3. 공공의료원의 공헌이익분석          (단위: 백만 원)

4. 매출액 추이 분석
국세청에 공시된 손익계산서는 비교식 손익계산서로 

2011년도와 2012년도의 값이 제시되어 있어 비교가 가

능하 다. 이를 토 로 년 비 매출액 추이를 분석

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체 의료원의 평균 매출 

증가액은 649.2백만 원이었다. 22개 의료원  매출이 

증가한 의료원의 평균 매출 증가액은 1,299.1백만 원이

었고, 매출이 감소한 의료원의 평균 매출 감소액은 

-743.6백만 원으로 분석되었다.

표 4. 공공의료원 매출액 추이 분석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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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의료원 
(N=7)

전체(7) -743.6
(513.51) -1,762 -62

강원(2) -675.5
(218.50) -830 -521

경상(2) -376.5
(444.77) -691 -62

기타(1) -1,762
()  

전라(1) -739
()  

충청(1) -600
()  

300미만
(5)

-540.8
(291.27) -830 -62

300이상
(2)

-1,250.5
(723.37) -1,762 -739

IV. 논의

진주의료원 폐쇄로 불거진 공공의료원 경  문제는 

결국 이익이 나지 않는 의료원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발

생하는 정부의 공  자 의 낭비, 국민 세 의 부

한 집행, 그리고 이와 련된 공무원의 비합리 인 

행과 태도로 요약할 수 있다[5]. 그러나 폐쇄 결정 이후 

사회 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  여론과 진주의료원 

재개를 한 다양한 논의의 개는 의료의 공공성을 배

제하고 단순한 경 의 논리로만 의료원의 경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 가에 한 해답을 요구하고 있다

[4][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  논의의 배경 하에서 공

공의료원이 공시한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이익분석을 

통해 의료원의 경  황을 악하고 이에 따른 시사

을 도출해 보고자 하 다.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공공의료원의 의료이익, 

즉 의료수익에서 의료비용을 차감한 이익은 체 22개 

상 의료원 모두에서 비용이 수익을 과한 의료손실

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의료손실의 규모

는 평균 -46억 원이었고, 기 에 따라서는 최소 -6억 

원에서 최  -125억 원에 까지 편차 한 큰 것으로 

악되었다. 각 공공의료원의 업외 수익과 업외 비용

을 비교했을 때 업외 수익이 업외 비용을 상쇄하거

나 약간의 이익을 내고 있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의료원의 당기순이익이 손실을 내고 있는 것

은 의료비용이 의료수익을 과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

었다. 결국 공공의료원의 요한 존재 이유  하나인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수익, 비용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

고 있기 때문에 수익 비용 분석의 에서 본다면 더 

이상의 의료원의 경 이 어렵고 이에 따라 사업 철수나 

지  폐쇄와 같은 의사결정을 내릴 충분한 사유가 존재

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공헌이익 분석을 통해서는 와는 다른 시사

이 도출되었다. 나타난 바와 같이 체 공공의료원의 

공헌이익 규모는 평균 125억 원으로 이는 체 매출액

에서 변동비를 차감하고 남은 고정비 발생액  125억 

원까지의 손실을 차감할 수 있는 이익을 내고 있다는 

결과이다. 일반 으로 외부정보이용자를 한 재무회

계에서는 공시된 것과 같은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지만, 

조직 내부의 경 의사결정을 해서는 손익계산서 항

목을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 표시한 공헌이익 손익계

산서를 이용한다. 그 이유는 공헌이익이 고정원가를 회

수하고 기간이익 획득에 공헌하는 이익의 크기를 나타

내기 때문에 매출의 증감이 조직의 이익에 미치는 향

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헌이익의 분석은 

지  폐지 여부의 결정이나 부서 폐지 여부의 결정시 

각 개별 지 이나 부서의 이 아닌 사  에서

의 이익 극 화를 한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다[9].  

공헌이익의  하에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와 같이 

공헌이익이 125억 원 발생하 다는 것은 만일 공공의

료원을 폐쇄한다면 공헌이익 만큼의 고정비 발생 부담

이 더 커져서 결과 으로 125억 원 규모의 손실이 더 

추가로 발생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공헌이익이라는 

제한된  하에서 제 조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공헌이익이 발생할 때에는 폐쇄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체 에서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 의 유

지 는 부서의 유지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음을 시사

한다. 물론 공격 인 경 의 에서는 기존 폐지된 

지 으로 인한 고정비와 새로운 지  개설에 투자된 투

자비용을 상회할 수 있다면 자를 내는 지 을 폐지하

는 단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수익성

이 좋을 것으로 상되는 지역에 새로운 지 을 개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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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기 때문에 공공의료원의 설립 목 에 명시된 민

간 의료기 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이라는 존재론  목 과 배치될 수 있어 이러한 의사결

정 시에는 공공의료원의 존재 이유와 그 목  합성에 

한 신 한 근이 요구된다[4][6][9].

진환, 김종기는 공공의료원의 효율성 분석에서 공

공의료원은 정 규모가 부족하기 보다는 서비스 기술

의 열등이 효율성 하락에 더 큰 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이 같은 문성 부족의 문제는 민간병원과의 

진체계와 같은 채 을 확보함으로써 진료효율을 보

완해 나갈 수 있다고 제안하 다. 아울러 공공의료원은 

정 규모에 도달해 있어 인력  기타 서비스 생산 요

소의 한 조정을 통해 더 큰 효율성  성과 산출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 다[10].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

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공공의료원 경

문제의 해결 을 재와 같은 수 의 규모와 인력의 수

에서도 내부 효율성 개선을 통해 모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매출액 추이 분석에서는 체 의료원의 평균 매출 증

가액이 6억 원 규모로 악되었다. 이는 년 비 2012

년도에 매출액 즉 의료수익이 증가하 음을 의미하

다. 22개 의료원  매출액이 증가한 기 의 수는 15개 

기 으로 이는 체 기 의 68% 수 에 달하 다. 즉  

공공의료원이 의료수익 비 의료비용 지출이 커서 의

료손실이 나고 있으나 개별 분석 시에는 체  약 2/3

의 기 에서는 의료수익이 증가하고 있었다. 

의료수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 내에서 수익

성 개선을 통해 이익 증 를 꾀할 기회가 있음을 의미

한다. 계속 의료수익이 감소하는 상황이라면 의료원 내

부의 의료비용 감소 략으로만 경  악화를 막기 어렵

지만 의료수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그 만큼 경  개

선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경  신과 구조조정을 시도

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의료원에서의 수익성의 문제는 일반 민간 기업

에서의 수익성과 다른 의미를 가진다. 기업 경 의 기

본 인 원칙으로서의 수익성이란 기업이 최고의 능률

을 발휘하기 한 합리성과 능률성으로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수지균형을 이루는 것이지만, 공공의료

원에서의 수익성이란 근  기업의 경 원칙인 능률성

과 합리성 외에 경제  활동단 로서 최고의 능률을 발

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시장실

패를 시정하기 하여 설립된 공기업의 경  목표를 달

성해야 한다[11]. 즉 수익성 여부만으로 공공의료원의 

가치가 단되거나 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말 그 로 민간 의료원이 아닌 공공의료원이

기 때문이다. 수익성만으로 성과를 평가할 것이라면 애

에 공공의료원으로서 출발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명

제  질문이다.

이석우 등은 공공의료원의 운  활성화 요인으로 가

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재정  요인, 자생  요인, 

환경  요인 그리고 정책  요인의 순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재정  요인은 인건비, 재료비, 리비  첨단 

장비 도입 여부, 건물 신축 여부, 문 인력 충원 여부 

등이었고, 자생  요인은 직원들의 매 리즘, 직무향상

교육, 서비스 질, 마 을 통한 정체성 확립 등 내부 

로세스 향상과 련된 요인들이다[11]. 이석우 등도 공

공의료원의 내부 로세스 개선을 통해 운  개선과 효

율성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제시한 것으로 정책

 요인은 모형에서 고려한 4가지 요인  가장 낮은 

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수익성 개선을 한 구조조정과 조직 개 을 이끌어 

내는 것은 략  경  리더십에 그 원동력이 있다. 의

료원 폐쇄라는 최후의 선택인지, 아니면 신 리더십으

로 경  개선을 이루어 공공의료기 으로서의 상을 

재정립할 지의 선택에서 국민과 사회, 국가라는 사  

에서 더 큰 효익을 가져다주는 단이 무엇인가에 

한 폭넓은 성찰이 필요하다.

V. 결론 및 제언

진주의료원 폐쇄의 단일 사건을 두고 이것이 체 공

공의료원 폐쇄를 불러오는 단 가 될 것을 우려하는 일

부의 여론과 부실 경 과 국민의 세  부담을 근거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공공의료원 폐쇄의 극 

검토를 지지하는 여론이 부딪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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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 에 본 연구에서는 경 분석과 의사결정

의 에서 공공의료원의 의료이익은 손실이나 공헌

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아울러 약 2/3의 의료원에서 매

출액 증가 추이를 보이는 바 개별 의료원 차원만을 고

려한 폐쇄 여부에 한 논의 시에는 신 한 근이 필

요하며, 공공의료원이 국에 지역별 거  기 의 성격

으로 개설되어 있는 국가 공공의료망의 일부라는 측면

에서 사  차원, 즉 국가  차원에서의 폭 넓은 성찰

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국세청에 공시된 공공의료원 손익

계산서 자료를 이용한 이차분석 연구로 공시에서 락

되었거나 손익계산서 상의 분석 항목이 불일치로 인하

여 제외된 의료원이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용할 시에는 신 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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