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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is conducted to identify the impacts of tax exemption on community benefit, policy,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public benefit.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we explore several avenues to raise 
public benefit that is central to the value of existence of non-for-profit hospitals in Korea. 

Methodology: Survey was formulated referring to the US IRS tax exemption criteria, Form990/Schedule H, and 
Korean public hospital criteria. A total of 182 survey responses were collected and used to verify measurement 
validity and perform reliabilit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path analysis. 

Finding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positive relationships among; i) tax development and planning, ii) 
planning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iii)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policy, iv) policy and 
community benefit, v) community benefit and public benefit. 

Practical Conclusion: Tax exemption affects community benefit and public benefit directly as well as indirectly. This 
implies that expanding tax exemption is likely to improve public benefit mediating community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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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9년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 기술을 고부가 서비스 

산업 분야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식하여 영리의료기관 도입

이라는 문제를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설립이라는 미명하에 

이를 강력하게 도입하려는 의지를 비춘 바 있다. 그러

나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도입에 대한 이전 정부의 노

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의료의 공익성

에 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도입을 반대하

는 주장 역시 매우 강하게 표출되었다. 투자개방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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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기관 도입에 따른 대표적인 문제점 중 하나로 크림 

스키밍(Cream skimming) 가설을 들 수 있다. 이는 이

윤창출을 최대목표로 하는 영리추구 병원이 지불능력

이 있는 소비자들의 필요와 고수익 의료서비스 분야에 

그들의 노력을 집중시키는 현상을 말한다[1]. 특히 이

윤창출이라는 목적 하에 의료기관은 기업적 접근에 의

한 비급여 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어 추가

적 의료 이용을 권유하여 종국엔 의료비 상승으로 이

어진다는 이론이다[2].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비영리법인이지만 

실제 활동 측면에서는 영리 추구의 특성이 강하다고 알려

져 있다. 이로 인해 국내의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의 확

장을 통하여 병원의 유지·성장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

기 시작하였고, 결국 비영리기관이 지향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및 지역사회 공

헌과 같은 공익성 증진 활동 그리고 의료기관의 운영 문

제에 대한 역할과 활동의 의미는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써의 혜택인 세금상의 혜택(Tax 

exemption)은 감소되기에 이르렀다[3].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체계는 법인형

태에 따라 과세 상 불평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과세혜

택의 원칙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과세제도의 

정비와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의 공익성 증

진 활동을 장려해야 할 시기라 사료된다. 미국의 경우, 비

영리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에서 공익성 검증평가(Form9901) 

및 Schedule H2))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그 기준에 미

달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면세자격을 박탈하는 등 단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이에 더하

여 미국의 비영리병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지역사회서

비스 제공 내역을 모두 보고해야 하며, 어느 한쪽으로부

터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비영리병원으로써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국내에도 공익성과 관련된 항목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ʻ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지침

서(이하 ʻ지침서ʼ)ʼ가 존재한다. 이는 보건복지부 및 국립

중앙의료원에서 미국 IRS Form990과 Schedule H의 공

익적 보건의료서비스 부분을 혼합하여 국내의 병원환경과 

실정에 적합한 공익성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제시한 것이

다. 지침서와 IRS에서 평가하는 Form990과 Schedule 

H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정책, 운영(계획 및 인적자원관

리),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항목이 의료기관의 비영리성

을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항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면

세혜택과 공익성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비

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세금감면이라는 혜택이 의료기

관의 정책, 계획 및 인적자원관리, 지역사회서비스 측면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본 후, 제시된 모든 요인

들을 통해 비영리의료기관이 추구해야하는 공익성에 얼마

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IRS Form990/Schedule H/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지침서

IRS는 미국 내 비영리병원의 공익성 평가를 위해 

Form990과 Schedule H를 활용하여 의료기관의 지배구

조 및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지배구조 

항목의 경우 법인의 지배구조 및 경영, 정책, 그리고 정보

의 공개에 대한 지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크게 일곱 가지

의 범주3)로 구분되어 있다. 지역사회서비스(Community 

benefit)의 경우 자선진료(Charity care)와 정부지원 프

로그램4), 기타 지역서비스 활동5) 및 지역사회건립

(Community building)6) 활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해

당 항목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ʻ의료비용 대비 의료수익

주1) Form990은 비영리법인의 수입, 지출 및 프로그램 서비스 성과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양식

주2) 비영리병원에만 해당되는 양식이며, 병원이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서비스인 자선진료(charity care), 미상환의료급여(unreimburesed 

cost of government health care progrom 및 기타 지역서비스활동을 포함함

주3) ① 이사회의 독립성, ② 보고의 권한과 주체, ③ 최상의 업무처리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정책, ④ 최고경영층 및 임원에 대한 보수, ⑤ 

현재 공개정보의 충분성, ⑥ 임직원 혜택에 대한 공개여부, ⑦ 지역사회의 요구도 평가

주4) ① 자선진료, ② 미상환 의료급여, ③ 정부보조프로그램

주5) ① 지역사회 건강증진서비스 및 지역사회 서비스운영, ② 의료전문가 교육, ③ 연구활동, ④ 지역단체에 대한 현금 및 현물출자

주6) ① 지역사회 지원, ② 환경 개선, ③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한 리더십 개발과 교육, ④ 제휴체계 확립, ⑤ 지역사회 건강증진 고취, ⑥ 

인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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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ʼ을 도출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지침서는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부분을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실정에 적합

한 공익성 평가지표를 도출한 것이며, 크게 양질의 의

료7), 합리적 운영8),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9), 책임 경

영10)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면세혜택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은 개설 주체에 따라 크게 공공의

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으로 구분된다. 국가, 지자체, 특

수법인 등이 설립한 병원은 공공의료기관에 포함되며, 학

교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회

사법인, 의료법상 의료법인, 개인 등이 설립한 병원은 모

두 민간의료기관에 포함된다. 그러나 동일한 민간의료기

관 범주 내에서 조차도 병원의 성격, 관련 법률, 법인 운

영형태, 세제혜택 등에서 차등화가 되어 있다. 또한 각 의

료기관마다 관계되는 법률이 다르고, 그에 따른 관계부처

가 다르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조세체계에 있어 차등화 된 

혜택을 받고 있다. 면세의 개념은 조세혜택과 같은 의미

로써 기업 및 의료기관에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개념이다[4]. 국내의 조세혜택과 관련된 연구[5-8]에서

는 세제혜택과 관련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국세(소득

세, 법인세, 상속세, 부가세(양도세), 지방세(취득세, 등

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 소득세 종업원

분)), 기부금 등에 대한 조세혜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조세혜택은 조세특

례제한법에 의거하여 각 법인들에 대해 차등적인 조세혜

택을 부여하고 있다.

3. 계획 및 인적자원관리

운영(Process)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는 계획이고 두 번째는 인적자원관리이다. 위의 두 가지 

차원은 말콤 볼드리지 국가품질상(Malcolm Baldrige 

National Quality Award: MBNQA)에서 정의하는 전략 

계획(Strategic Planning)과 인력 중시(Workforce 

Focus)의 개념에 속한다[9]. MBNQA에서는 전략 계획을 

ʻ어떻게 각자 조직이 그들의 전략적 목표와 행동계획을 발

전시키는 가ʼ라고 제시하고 있으며, 각자 조직이 선택한 

전략적 목표와 행동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고 경영환경의 

요구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지침서에서 제시하는 계획에 따르면 1) 중장기경영전략의 

적절성, 2) 연간경영목표 달성도, 3) 연간경영계획 내용 

적절성 및 목표관리로 구분되어 있다. 제시된 기준에 대

한 평가목적은 첫째,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조직의 현실에 

맞는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인 계획 하

에 병원을 운영해야 하며 둘째, 연간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조직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0].

Laka & Mmakgomo[11]는 인적자원관리를 정의함에 

있어 조직의 핵심 자원인 직원을 확보, 개발, 관리, 동기

부여 및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 방식이라 언급하면서, 조

직은 직원들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적 환경(Supportive work environment)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포괄적인 교육, 정

보의 공유,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보상을 

약속 및 제공하여 직원들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

였다. 이는 즉, 인적잠재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인적자원관리는 동기부여적인 측면과 효과적인 체계를 정

립하여 계획되어진 개발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Laka & Mmakgomo[11]에서 제시한 지원적 환경은 지

침서 상의 작업환경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며, 이는 기회

보장, 보건안전체계 및 노사협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한 합리적 운영의 영역에서는 인사관리, 교육관리 및 성

과관리의 합리화가 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체계적인 인사관

리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기관 인사관리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4. 정책

의료분야에서 사용되는 정책이라는 개념은 의료와 관

련된 제도적 정책과 의료기관 내부의 자체적 정책으로 나

주7) ① 안전과 질 향상, ② 입원진료의 적정성, ③ 환자만족도 

주8) ①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체계, ② 의료안전망 기능, ③ 미충족 필수의료, ④ 포괄적 서비스

주9) ① 계획, ② 경영관리, ③ 경영성과

주10) ① 거버넌스, ② 윤리경영, ③ 작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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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 수 있다. 의료와 관련된 제도적 정책이라 함은 보건의

료체계 및 의료전달체계 등의 정부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IRS의 Form990과 Schedule H에서 정의하

는 내부의 정책은 의료기관 내부 규율, 운영 방침 등 의료

기관 내의 세부적 계획을 의미한다. MBNQA에서는 내부

의 정책을 정의함에 있어 리더십 범주의 조직통제, 법과 

윤리적 행동의 차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9]. 세부

적으로는 조직의 관리 시스템을 조사하고 어떻게 조직이 

법적, 윤리적 책임을 이해하는지에 대해 조사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침서에서 제시하는 정책은 이와는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으며, 국가정책 및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수행 등을 제시하고 있다

[10]. 이는 Joan & Charles[12]가 제시한 정책의 정의와 

유사하며, 해당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이란 의사결정과 

후속 실행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경영자가 찾아내게 하는 

생각과 행동의 지침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5.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개념은 학문적 또는 정책적 접

근방식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풀이된다. 광의의 의미

로는 사회정책 전반적인 영역에서 제공되는 일종의 공공

서비스(Public services)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

도 한다[13]. Nam[14]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를 

더 큰 개념으로 이해하여 사회서비스라고 명명하고, 복

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폭넓은 분

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Hur[15]는 지역

사회서비스를 지역사회 편익이라 정의하였다. 그의 연구

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를 정의함에 있어 특정 활동(자선

목적의 무료진료 등 의료업과 관련 활동) 및 추가적인 지

역사회 대상 편익 제공 활동(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이나 

의료전문가 양성, 보조적인 보건활동 또는 지역사회에 대

한 직접적인 현금 혹은 현물 기부 등의 활동 등)을 고려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경우 지역사회서비스에 대

한 개념은 미국의 의료 및 사회 환경 맥락에서 마련된 개

념으로써, 지역사회를 개선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조직의 

노력과 활동을 말한다. 미국병원협회는 이를 의료기관이 

지역사회서비스 책임에 대한 지침을 따르는 특정한 활동

으로 정의하였다[16]. 

6. 공익성

공익성은 공공성과 유사한 의미의 개념으로써 민간 부

문이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국립국어

원이 제공하는 공공성의 사전적 의미는 ʻ한 개인이나 단체

가 아닌 일반사회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ʼ을 말

한다. 반면, 공익성의 사전적 의미는 ʻ영리를 목적으로 하

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ʼ을 뜻하며, 이는 공

공성과는 차별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공익은 공공

성의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공성 자체는 아니

다. 공익은 다수의 이익이던 소수의 이익이던 경제적 가

치를 내포하고 있는 가치함축적 개념일 때, 공공성은 가

치함축적 모습과 가치중립적 모습도 지니고 있다[17]. 공

익성의 개념을 의료서비스에 접목시킨 Jung et al.[18]의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의 공익적 활동 범주를 ①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응급의료, 일부 감염병 질환 치료와 같이 

필수적이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 부문이 기피하는 경향

이 높은 서비스), ② 제공 대상자(의료접근성 수준이 낮은 

특정 인구집단), ③ 서비스 제공 수준(표준진료지침의 모

범적 수행, 항생제 적정 투여율 달성 등)으로 구분하였다. 

지침서가 제시하는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에서는 세 가지 

서비스 영역인 ① 의료안전망 기능(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 ② 포괄적 서비스(감염병, 응급의료 및 만성질

환관리), ③ 미충족 필수의료(정신보건, 재활의료, 호스피

스 완화의료 및 가정간호)로 구성되어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가설 및 모형 설정

본 연구에서는 먼저 미국의 IRS에서 제공하는 

Form990과 Schedule H, 국내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

영평가 지침서를 이용하여 관련 지표들을 인용 및 수정하

였다. 이를 활용하여 면세혜택이 의료기관의 계획, 인적

자원관리, 정책 및 지역사회서비스에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 파악한 후, 궁극적으로 모든 요인들이 종속변수인 

공익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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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면세혜택, 계획, 인적자원관리, 

정책, 지역사회서비스, 공익성 등 여섯 개 변수에 대한 조

작적 정의는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단, 면세혜택과 

관련된 문항은 선행연구[5-8]에서 논의된 과세제도 개선

과 관련된 내용을 측정 가능하도록 문항화 하였으며, 이

에 대한 내용타당성과 집중타당성 검증은 분석과정에서 

수행하였다. 측정된 항목은 5점 리커트식 척도(Likert 

scale)이며, ʻ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 매우 동의한

다ʼ로 구성하였다.  

3. 연구가설의 설정

IRS Form990과 Schedule H에 따르면 면세혜택을 부

여하기 위하여 평가하는 항목으로는 비영리의료기관의 정

책, 운영(계획 및 인적자원관리),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항목이 존재하며, 이를 기반으로 비영리의료기관의 면세

자격 부여 혹은 박탈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면세혜택이 동인(Drive)이 되어 비영리의료기관이 세

제상의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 계획, 인적자원관리 및 정

책 수립 등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면세혜택은 계획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1.1: 면세적절성은 계획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변수명 하위변수명 조작적 정의 선행연구

면세혜택
면세적절성 세혜택과 관련된 인지 정도 및 면세범위의 개선필요성에 대한 내용

- 국세(법인세), 지방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인지 정도
- 국세(법인세), 지방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개선 필요성

박훈 & 허원 2008; 윤현석 
2008; 임상수 2013; 
김수성 & 문성훈 2014

면세개선

계획

의료기관의 목표활동과 관련된 것
- 의료기관의 연간 계획에 따른 부서별 연간 목표
- 연간 목표를 이루기 위해 관련된 활동
- 의료기관의 장기적인 비전 및 계획 유무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지침서(2014)

인적자원관리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한 모든 활동
-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안전과 관련된 활동
- 직원들의 만족도를 고취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
- 직원들의 교육 및 성과와 관련된 활동
- 직원 채용과 관련한 기회보장 유무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지침서(2014)

정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정책 수행 정도
- 국가정책 참여 정도
- 국가시범사업 참여 정도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참여 정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지침서(2014)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편익 제공 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
한 의료기관의 활동
- 지역사회를 위한 건강증진서비스 활동
- 지역사회를 위한 환경 보존 활동
-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의료 및 자선진료 활동

미국세청(IRS)
Form990/Schedule H

공익성

취약계층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전반적 진료 여부
-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체계 정도
-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진료 정도
-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정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지침서(2014)

비선호
의료서비스

민간의료기관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과 서비스운용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수행 및 지원 정도
-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원 정도
- 지역특화사업 수행 및 지원 정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지침서(2014)

포괄적
서비스

감염병, 응급의료 및 만성질환관리 등과 같은 포괄적 의료서비스에 대
한 제공 체계
- 감염병 대응 체계 정도
-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정도
- 만성질환관리 체계 정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지침서(2014)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Operational Definition of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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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2: 면세개선은 계획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면세혜택은 인적자원관리에 정(+)의 영향을 줄 것

이다.

H2.1: 면세적절성은 인적자원관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면세개선은 인적자원관리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3: 면세혜택은 정책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3.1: 면세적절성은 정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면세개선은 정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Young et al.[19]은 면세혜택을 받는 비영리의료기관

이 일반적으로 연간영업비용의 7.5%를 지역사회서비스를 

위해 지출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해당 비용 중 

85%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였다고 밝혔다. 

Erica et al.[20]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영리병원과 비

영리병원이 자선진료에 지출한 금액의 비율은 각각 1.4%

와 1.9%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다고 제시하였다. 이들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

서 면세혜택은 지역사회서비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으로 예측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면세혜택은 지역사회서비스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4.1: 면세적절성은 지역사회서비스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4.2: 면세개선은 지역사회서비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Kim[21]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상 혜택 부여는 단

체의 공익성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언급하

였다. Jung & Kim[22]은 세무사·공인회계사 집단, 과

세관청 집단 및 비영리법인 세무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공익활동을 실시하는 비영리법인 관계자 집단이 타 집단

에 비하여 면세혜택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더불어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납

세의무를 부여한다면 비영리법인의 공익활동이 위축될 우

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면세혜택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공익성 활동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H5: 면세혜택은 공익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5.1: 면세적절성은 취약계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2: 면세적절성은 비선호 의료서비스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5.3: 면세적절성은 포괄적 서비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4: 면세개선은 취약계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5.5: 면세개선은 비선호 의료서비스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5.6: 면세개선은 포괄적 서비스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Senga & William[23]은 조직의 계획에 따라 인적자원

관리의 전략이 수립되는데 이러한 전략에는 직원간의 관

계, 직원개발, 성과관리, 보상 등의 세부 차원이 존재하

며, 이를 통하여 수립된 계획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의료기관의 연간 계획에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공공성 강화, 미충족 의료 완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의 세부과제가 필요하며, 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부 직원들에 대한 지원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11]. 

이와 같은 일련의 활동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국가정책 및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행정의료의 수행과 같

은 영역이며[10],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참

여, 수행 및 평가하는 활동은 의료기관의 공익성 범주로 

개념화 할 수 있다[24]. 또한 인적자원관리 제도가 조직

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25]를 살펴보면 선발

관리의 엄격성, 평가방법의 다양성, 교육훈련에 대한 투

자 및 보상 수준 및 인센티브 제도 등은 조직몰입을 고취

시키고 조직 성과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

반하여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또한 조직의 성과라 할 수 

있는 국가 정책 혹은 시범사업 참여, 지역사회서비스 활동 

계획 및 수립 등의 활동이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를 통해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H6: 계획은 인적자원관리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7: 계획은 정책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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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8: 계획은 지역사회서비스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9: 계획은 공익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9.1: 계획은 취약계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9.2: 계획은 비선호 의료서비스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9.3: 계획은 포괄적 서비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0: 인적자원관리는 정책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11: 인적자원관리는 지역사회서비스에 정(+)의 영향

을 줄 것이다. 

H12: 인적자원관리는 공익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

이다.

H12.1: 인적자원관리은 취약계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2: 인적자원관리은 비선호 의료서비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3: 인적자원관리은 포괄적 서비스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정책은 언제나 국민의 건강 증진

을 주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정부는 2015년 

2월에 ʻʻ모든 국민의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ʼʼ을 목표로 「2014~2018 건강보

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해당 계획은 

1)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2) 

고액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3) 취약계층

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기본 방향, 

12개 분야, 32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26]. 해당 

정책은 지역사회를 위한 건강증진서비스, 공공의료 및 자

선진료 등의 활동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며 국내 의료기

관은 이와 같은 보건의료 정책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이

를 바탕으로 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 및 공익성 간의 관계

에 대하여 다음의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H13: 정책은 지역사회서비스에 정(+)의 영향을 줄 것

이다.

H14: 정책은 공익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14.1: 정책은 취약계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2: 정책은 비선호 의료서비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3: 정책은 포괄적 서비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역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병원을 지역사회 주민의 예방, 치료 및 

재활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료를 행하는 지역사회 의료체

계의 중심기관이라 정의한다. 이에 따라 병원은 응급 및 

재활, 지역 보건행정, 모자보건, 공중보건 등 질병 예방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요구된다. Moon et al.[24]에 따르

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서 제공 목적이 공익성을 띠

는 서비스에 대하여 적정진료 개념을 포함한 네 가지 서

비스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① 적정진료 ② 공공재 

및 저수익성 보건의료서비스 ③ 건강증진 ④ 소득계층 및 

지역 간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로써, 지역사

회서비스의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자 공익성 증대에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다음의 가설이 설정된다. 

H15: 지역사회서비스는 공익성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15.1: 지역사회서비스는 취약계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5.2: 지역사회서비스는 비선호 의료서비스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5.3: 지역사회서비스는 포괄적 서비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 모형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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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의 구성 및 수집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종합병원급 의료기

관을 방문하여 의사, 간호사 및 의료행정직 등으로 구성

된 의료계 전문가 200명에게 타당성이 검증된 설문지를 

자기기입을 원칙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응답 불성실 및 미응답이 발견된 18개를 제외한 182

개를 본 분석에 활용하였다.

5. 분석방법

본 연구는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22.0

과 AMOS 18.0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상기의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구분,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Cronbachʼs α) 값을 도출하였다. 둘째, 각 

구성요인들을 AMOS 18.0을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여 적합도를 저해하는 항목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하

여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변수들을 이용하여 

측정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구성요인들 간의 

집중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적재량, 다중상관제곱

값, 개념신뢰도, 표준분산추출을 이용하였다. 넷째, 모형

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적합도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수정된 적합도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잔차제곱평균(Root mean square 

residual: RMR), χ2에 대한 p값, 비교부합지수

(Comparative fit Index: CFI), 표준적합지수(Normed 

fit Index: NFI),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 

IFI) 및 개략오차평균제곱의 제곱근(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의 기준치

를 고려하여 이를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변수들 간

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AMOS 18.0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 특성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58 31.87%

여성 124 68.13%

합계 182 100%

연령

20대 80 43.96%

30대 68 37.36%

40대 24 13.19%

50대 이상 10 5.49%

합계 182 100%

직종

의사 16 8.79%

간호사 68 37.36%

행정직 72 39.56%

의료기사 10 5.49%

간호조무사 8 4.40%

기타 8 4.40%

합계 182 100%

근속년수

0-5년 77 42.31%

6-10년 66 36.25%

11-15년 24 13.19%

16년 이상 15 8.25%

합계 182 100%

<표 2> 응답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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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수집된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

음 <표 2>와 같다. 성별에서 여자가 123명(68.13%)으로 

남자 58명(31.87%)보다 많았으며, 연령대는 20대가 80

명(43.9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은 행

정직 72명(39.56%), 간호사 68명(37.36%)으로 전체의 

약 77%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근속년수는 10년 

이하가 전체의 78.56%로 과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신뢰성 및 타당성 검정

구성개념인 면세혜택(면세적절성, 면세개선), 계획, 인

적자원관리, 정책, 지역사회서비스, 공익성(취약계층, 비

선호 의료서비스, 포괄적 서비스)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

구 성
개 념

성분 Cronbachʼ
s α1 2 3 4 5 6 7 8 9

면세
혜택

면세
적절성

.902

.871

.784

.602

.848

면세
개선

.859

.847

.824

.658

.855

계획
.912
.885
.756

.918

인적
자원
관리

.795

.788

.778

.755

.738

.652

.909

정책

.848

.806

.683

.677

.673

.911

지역
사회

서비스

.776

.685

.683

.668

.655

.881

공
익
성

취약
계층

.840

.820

.731

.658

.904

비선호
의료

서비스

.722

.718

.700

.639

.842

포괄적 
서비스

.857

.837

.753
.896

고유치 2.459 3.183 3.112 4.690 3.808 3.425 3.179 2.764 2.672
79.166

설명된 분산의 % 6.645 8.604 8.411 12.675 10.291 9.256 8.592 7.471 7.222

<표 3> 탐색적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ronbachʼs α)



병원경영학회지 제23권 제3호

10

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개념들의 탐색적 요인분

석 및 신뢰도 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량의 평가기준을 0.6

으로 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요인들은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계획은 최초 항목에서 3

개를 제외, 인적자원관리는 2개, 정책은 2개, 지역사회서

비스는 1개, 포괄적 서비스는 1개 문항을 제외하였다. 또

한 신뢰도분석을 통하여 각 측정변수의 내적일관성을 살

펴보기 위해 Cronbachʼs α를 확인하였다. 해당 값은 연

구의 목적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나 일반적으로 0.7 이상

이면 측정변수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내적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27]. 신뢰도분석 결과, 면세

적절성은 0.848, 면세개선은 0.855, 계획은 0.918, 인적

자원관리는 0.909, 정책은 0.911, 지역사회서비스는 

요 인
측정
변수

요인
적재치

표준화된
요인

적재치
t-value SMC

개념
신뢰도

AVE

면세적절성

A1
A2
A3
A4

1.223
1.504
1.199
1.000

0.612
0.944
0.765
0.707

9.276**
12.607**
11.217**

-

0.395
0.891
0.585
0.500

0.810 0.539

면세개선

A5
A6
A7
A8

1.359
1.165
1.314
1.000

0.903
0.750
0.832
0.601

10.011**
9.371**
10.024**

-

0.815
0.562
0.692
0.361

0.791 0.504

계획
C1
C2
C3

1.000
0.844
0.811

0.938
0.931
0.768

-
24.474**
16.273**

0.880
0.867
0.590

0.924 0.806

인적자원
관리

D1
D2
D3
D4
D6

1.000
1.226
1.042
1.011
0.807

0.656
0.896
0.819
0.787
0.712

-
10.905**
10.116**
10.119**
9.684**

0.430
0.802
0.671
0.619
0.508

0.821 0.490

정책

E5
E6
E7
E9

1.000
1.184
1.393
0.697

0.713
0.944
0.985
0.553

-
14.535**
14.075**
8.557**

0.509
0.892
0.906
0.406

0.858 0.626

지역사회
서비스

B1
B2
B3
B4
B5

1.000
1.239
0.968
1.399
1.052

0.758
0.784
0.703
0.890
0.687

-
10.604**
9.618**
12.374**
9.320**

0.476
0.615
0.590
0.791
0.473

0.860 0.558

취약계층
F1
F2
F3

1.000
0.913
0.835

0.918
0.804
0.731

-
15.601**
12.571**

0.842
0.646
0.535

0.864 0.686

비선호
의료서비스

F5
F6
F7
F8

1.000
0.800
1.279
1.270

0.728
0.567
0.827
0.829

-
7.782**
11.468**
11.423**

0.531
0.360
0.684
0.688

0.779 0.482

포괄적 서비스
F9
F10
F11

1.000
1.412
1.090

0.820
0.896
0.814

-
14.831**
14.201**

0.673
0.803
0.663

0.886 0.723

측정모형
적합도

CMIN=929.919, DF=432, P=0.000, CMIN/DF=2.153, GIF=0.800, 
AGFI=0.714, NFI=0.843, IFI=0.909, CFI=0.907, RMR=0.080, RMSEA=0.080

** p<0.001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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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81, 취약계층은 0.904, 비선호 의료서비스는 0.842, 

포괄적 서비스는 0.896, 로 나타났다. 모든 요인들의 

Cronbachʼs α 값은 0.7이상이므로 내적일관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확인적 요인분석 및 판별타당성 분석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본 연구의 전체 요인들

의 집중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AMOS 18.0을 사용하

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토

대로 측정모델 분석을 실시한 결과 CMIN=929.919, 

DF=432, P=0.000, χ2=2.153, GIF=0.800, AGFI=0.714, 

NFI=0.843, IFI=0.909, CFI=0.907, RMR=0.080, 

RMSEA=0.080로 도출되었다. 일반적인 적합도 지수의 

기준은 GFI, AGFI, CFI, NFI, IFI는 0.9 이상, RMR는 

0.05 이하, RMSEA는 0.1 이하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

서의 적합도 결과는 IFI, CFI, RMSEA 값을 제외하고 기

준 적합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GFI와 AGFI는 표본

특성에 기인한 비일관성(Inconsistencies)으로 인하여 영

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28], 표본특성으로부터 자유로

가설 경로
가설
방향

경로
계수

t p 결과

H1.1 면세적절성 → 계획 + 0.087 0.810 0.418 기각

H1.2 면세개선 → 계획 + 0.352 3.178 0.001 채택

H2.1 면세적절성 → 인적자원관리 + 0.124 1.580 0.114 기각

H2.2 면세개선 → 인적자원관리 + -0.014 -0.175 0.861 기각

H3.1 면세적절성 → 정책 + 0.007 0.092 0.927 기각

H3.2 면세개선 → 정책 + -0.003 -0.045 0.964 기각

H4.1 면세적절성 → 지역사회서비스 + 0.121 1.637 0.102 기각

H4.2 면세개선 → 지역사회서비스 + 0.430 5.145 <0.001 채택

H5.1 면세적절성 → 취약계층 + 0.198 2.243 0.025 채택

H5.2 면세적절성 → 비선호 의료서비스 + 0.314 4.175 <0.001 채택

H5.3 면세적절성 → 포괄적 서비스 + 0.158 2.165 0.030 채택

H5.4 면세개선 → 취약계층 + 0.212 2.151 0.032 채택

H5.5 면세개선 → 비선호 의료서비스 + -0.308 -3.356 <0.001 기각

H5.6 면세개선 → 포괄적 서비스 + 0.207 2.342 0.019 채택

H6 계획 → 인적자원관리 + 0.319 5.294 <0.001 채택

H7 계획 → 정책 + 0.073 1.446 0.148 기각

H8 계획 → 지역사회서비스 + 0.030 0.627 0.530 기각

H9.1 계획 → 취약계층 + -0.153 -2.620 0.009 기각

H9.2 계획 → 비선호 의료서비스 + -0.201 -4.012 <0.001 기각

H9.3 계획 → 포괄적 서비스 + 0.159 3.179 0.001 채택

H10 인적자원관리 → 정책 + 0.439 5.624 <0.001 채택

H11 인적자원관리 → 지역사회서비스 + 0.129 1.932 0.053 기각

H12.1 인적자원관리 → 취약계층 + 0.322 3.789 <0.001 채택

H12.2 인적자원관리 → 비선호 의료서비스 + 0.069 1.010 0.312 기각

H12.3 인적자원관리 → 포괄적 서비스 + 0.044 0.627 0.531 기각

H13 정책 → 지역사회서비스 + 0.385 5.099 <0.001 채택

H14.1 정책 → 취약계층 + 0.164 1.835 0.066 기각

H14.2 정책 → 비선호 의료서비스 + 0.279 3.587 <0.001 채택

H14.3 정책 → 포괄적 서비스 + 0.076 0.952 0.341 기각

H15.1 지역사회서비스 → 취약계층 + 0.315 2.980 0.003 채택

H15.2 지역사회서비스 → 비선호 의료서비스 + 0.676 6.425 <0.001 채택

H15.3 지역사회서비스 → 포괄적 서비스 + 0.299 3.338 <0.001 채택

제안모형 
적합도

CMIN=943.013, DF=447, P=0.000, CMIN/DF=2.110, GFI=0.796, 
AGFI=0.729, NFI=0.835, IFI=0.906, CFI=0.904, RMR=0.075, RMSEA=0.078

<표 5> 가설 검증 결과 (Result of Path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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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CFI 값이 0.9 이상이므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측정항목들과 개

념간의 비표준화 요인부하값과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값을 보면, 잠재변수와 측정

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모수 추정치가 모두 0보다 큰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추정치에 대한 t-value도 모두 2

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SMC값은 0.4 이상의 값을 보여 

잠재변수는 해당 측정변수들의 변량을 상당히 잘 설명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모형을 구성하는 

측정변수들의 요인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개

념신뢰도와 표준분산추출을 검증하였다. 개념신뢰도의 기

준은 CR>0.7이어야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다. 평균분산

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과 관련하여 Fornell 

& Larcker[29]는 어느 두 요인을 대상으로 각 요인에 대

한 평균분산추출값이 두 요인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 보다 

크면 두 요인 간에는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상관계수의 값

이 가장 높은 면세혜택과 지역사회서비스간의 상관계수인 

0.656의 제곱 값인 0.430은 평균분산추출값 중 가장 낮

은 수치를 보이는 값인 비선호 의료서비스의 0.482를 상

회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판별타당성은 확보하였

다고 볼 수 있다. 각 요인들 간의 측정변수, 요인적재치, 

표준화된 요인적재치, t-value, SMC, 개념신뢰도, AVE 

값을 요약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4.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수인 면세혜택(면세적절성, 면세

개선)은 계획, 인적자원관리, 정책, 지역사회서비스 및 공

익성(취약계층, 비선호 의료서비스, 포괄적 서비스) 모두

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했으며, 경로분

석을 위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χ2 값, 

GIF, AGFI, NFI, IFI, CFI, RMR, RMSEA 등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P=0.000, χ2=2.110, 

GIF=0.796, AGFI=0.729, NFI=0.835, IFI=0.906, 

CFI=0.904, RMR=0.075, RMSEA=0.078로 도출되었

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후 변수 간 경로분석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경로분석 결과, 면세적절

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나 면

세개선은 계획(연구가설 1.2)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계획은 인적자원관리에(연구가설 6), 인적자원관리는 정

책에(연구가설 10), 정책은 지역사회서비스에(연구가설 

13),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서비스는 공익성(연구가설 

15.1, 15.2, 15.3)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획과 포괄적 서비스(연

구가설 9.3), 인적자원관리와 취약계층(연구가설 12.1), 

정책과 비선호 의료서비스(14.2)간에는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Ⅴ.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써의 의료기관에 대한 

면세혜택이 공익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

증적 분석을 통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면

세혜택이 비영리의료기관의 계획, 인적자원관리, 정책 및 

지역사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공익

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면세혜택의 하위변수인 면세개선은 계획과 지역사

회서비스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계획은 인

적자원관리에, 인적자원관리는 정책에, 정책은 지역사회

서비스에 각각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더불어 계획, 인적자원관리, 정책은 공익성

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었으며, 면세개

선 역시 공익성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서비스는 공익

성의 하위변수인 취약계층, 비선호 의료서비스 및 포괄적 

서비스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도출되었다. 

반면, 면세적절성은 공익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계획, 인적자원관리, 정책 및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이 구체화

되었으며, 이들과 기관의 공익성 활동 간의 관계가 확인

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면세혜택이 의료기관에서 수

행되는 활동들에 대하여 동인이 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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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여 면세혜택의 개념적 틀을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

로 실증 연구를 수행하여 면세혜택이 의료기관의 연간 계

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립된 계획에 따

라 의료기관의 인적자원관리 활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정책 참여, 정책 활동 수행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등 일련의 과정들이 의료기관의 공익성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다만, 세

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활동에 따른 편

익을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15], IRS의 Form990과 Schedule H와 같이 국내의 공

공병원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증진 활동의 

성과를 측정할 지표가 필요하다. 이때 측정 지표는 단순

히 공익성 활동에 기초한 측정도구가 아닌, 그러한 활동

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들을 포함

해야 한다. 관련 요소로는 의료기관의 연간 계획 및 목표, 

관련 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지원적 환경 

마련 여부, 정책 참여 정도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

로 건강과 관련된 편익을 제공하는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공익성의 하위 변수 중 취약계층은 인적자원관리

와 지역사회서비스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인적자원관리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

들을 관장하며, 이들의 안전, 만족도 고취, 기회보장 등과 

관련된 활동이 포함된다. 조직 구성원은 외재적 보상과 

내재적 보상 모두에 동기 부여되는데, 특히 보건의료 부

문 종사자의 경우 보편적으로 타인을 돕고자 하는 소명의

식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인적자원에

게 있어 의료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진료를 

수행하는 것은 개인의 업무에 따른 만족도와 목적의식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비영리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에 대한 적절한 인적자원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시

사한다.

셋째, 지역사회서비스의 세부 영역인 건강증진서비스, 

공공의료 및 자선진료 활동은  공익성 증진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ʻ커뮤니티케어ʼ가 추구하는 포용

적 복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30]. 의료기관은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통하여  비영리의료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함에 따라 이러한 과정에서 수반되는 다양한 활

동은 지역사회의 편익,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의료서비스

의 공익성의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다[10, 18].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제한점을 지니고 있

다. 먼저, 지침서는 공공병원만을 위한 평가지표이며, 전

체 의료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평가 지침서는 없는 실정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침서의 내용을 발췌한 

이유로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이 더 이상 소유 주체의 개념

이 아닌 ʻ공공의 이익 실현ʼ이라는 기능중심으로 전환되었

기 때문이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가 기존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만 국한되었다면, 2013년 공공보건의

료법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민간의료기관에게도 보편적으

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지침서를 활용

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이 되는 표본의 특성 측면에서 

제한점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공익성에 대한 직접효과

를 제외하면 면세적절성과 관련된 모든 가설이 기각되었

다. 산업 특성상 일반적 의료기관 종사자가 높은 세제관

련 지식을 보유한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가설들이 기각되었을 가능성이 존재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공익성 강화에 대하여 세법 측면의 혜택을 연구모형의 일

부로 구성하여 영향관계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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