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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페어클로의 비판적 담론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과정에서 어떤 담론이 존재하였는지 확인하고, 

담론들의 권력 효과, 이데올로기, 담론적 수준에서의 사회적 투쟁과 헤게모니 

투쟁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영리병원 허가 측은 

신자유주의-발전주의 담론, 소송 담론을 통해 영리병원 허가를 촉구하였고,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영리병원 불허 측은 건강의 공공성 담론, 대안 담론, 

추진과정 담론을 통해 영리병원 불허에 앞장섰다. 그리고 이들 모두 담론을 

형성한 상대 측 권력주체를 직접 비판하였다. 

신자유주의 공간화의 대표적 산물인 ‘제주 국제자유도시’와 ‘영리병원’이라는 

숙의 대상은 그 자체로 허가 측 담론의 배경이 되었다. 하지만 사익 추구를 

목표로 하는 주체들만 영리병원 허가를 촉구한 것은 아니었다. 과거 정부들의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를 계승하고 있는 제주도와 공기업 JDC가 영리병원 

설립에 가장 앞장서고 있었다. 혼재되어 있는 신자유주의,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는 영리병원 허가 측의 신자유주의-발전주의 담론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이들은 시장포퓰리즘에 근거하여 문제와 해결 방법을 정의하고, 

형평성을 주변화하고 투자, 규제 완화, 경쟁, 부유층의 선택권, 비용 등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권력은 신자유주의,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를 직접 

드러내 비판하고, 낙수효과, 시장포퓰리즘이 헤게모니 구축을 위해 동원된 

허구에 불과하다고 근거와 함께 지적하였다.  

영리병원 허가 측은 두 번째 담론인 소송 담론을 이용해 도민들에게 개설 

허가 선택을 강요하고, 소송 준비를 이유로 녹지그룹의 공론조사 불참을 



ii 

정당화시켜주었다. 이에 불허 측은 허가 측의 행태를 ‘협박’이라고 직접적으로 

비판하였지만, 도민들은 이미 손해배상을 ‘피부로 와 닿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영리병원 불허 측은 건강의 공공성 담론을 통해 건강과 보건의료와 관계된 

다양한 도덕적 가치를 명시화하고, ‘도덕적인 지도력’을 통해 헤게모니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건강의 공공성 담론에 포함된 갈등의 사회화 전략은 

숙의 과정에서 논의되는 ‘공공’의 의미가 제주도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사회로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만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시장포퓰리즘 담론에 대항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건강의 공공성을 

영리병원 허가 측 인사들도 인정하고 중요시하였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리병원과 공공성 간 연결을 단호하게 끊어내거나 담론적 투쟁이 

발생하는 공간에서 공공성을 주변화하고 배제하여 논의에 등장하지 못하게 

차단시켰다. 이들은 영리의 의미를 왜곡하기도 하고, 공공성 붕괴, 훼손이 

‘괴담’ 수준의 프레임이라고 주장하였다. 

건강의 공공성 담론에 이어, 불허 측은 대안 담론을 통해 준공된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 혹은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들은 접근성, 의료비, 의료의 질, 고용률 등 다양한 지표를 

비교하고 전환의 현실성을 제시하여 시장포퓰리즘이 독자적인 헤게모니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서귀포 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와 시민들의 

건강을 고려한 대안 담론은 건강의 공공성 담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  

영리병원 불허 측은 사업계획서 승인,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발생한 다양한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을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의 목표로 천명하였다. 

대부분의 사안이 의혹이 아닌 실제 하자임이 드러났지만, 책임 주체인 제주도, 

JDC, 중앙정부는 이를 무시로 일관하였다. 그리고 허가 측은 정책 일관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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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강조하며 녹지국제병원은 ‘관례상’ ‘당연하게’ 허가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절차를 강조하지만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는 외면하고, 공론조사를 정책 일관성 훼손 혹은 규제로 규정한 후, 

투자 신인도 훼손과 연결시켰다. 

마지막으로, 영리병원 불허 측은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인 제주도, JDC, 

중앙정부, 녹지그룹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였고, 허가 측은 사회권력인 

시민단체를 비판하였다. 불허 측은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국가권력이 경제권력에 포획되었다고 비판하였으며, 녹지그룹의 경영 역량, 

신뢰성, 도덕성 등을 비판하였다. 반면, 허가 측은 사회권력이 이율배반적 권력 

집단이라고 주장하거나, 시민단체의 역할을 영리병원 허가 측 프레임에 맞춰 

재설정하였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제주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장본인으로 

인식되도록 하였다.  

영리병원 불허 측은 건강의 공공성 담론을 통해 도덕적 지도력에 기반한 

헤게모니를 구축하고, 신자유주의,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였다. 그리고 

대안 담론은 건강의 공공성 담론과 함께 허가 측의 시장포퓰리즘에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반면, 공공성에 반하는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소송 담론을 통해 도민들을 ‘협박’한 영리병원 허가 측은 도덕적 

지도력을 상실하였다. 또한, 기업과 자본을 대신하여 투자를 강조하는 

‘경제권력에 포획된 국가권력’의 행위는 정당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불허 측이 추진과정 담론을 통해 제기한 각종 의혹과 문제를 책임 

주체인 국가권력 특히, 제주도와 공기업인 JDC가 무시로 일관하여 도민들이 

숙의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모습은 국가권력이 스스로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하는 모습으로 보여졌다. 그들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고, 시민이 아닌 자본과 경제권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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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하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공공재인 보건의료와 건강을 상품화하고 시장 메커니즘에 그대로 노출시켜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도구화하는 ‘영리병원’은 건강의 공공성 그리고 그와 

관계된 도덕적 가치들을 훼손한다.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에서 건강의 

공공성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동의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건강의 

공공성은 신자유주의, 발전주의 그리고 도구적 이성의 헤게모니에 대항하고 

있다. 

 

주요어 : 녹지국제병원, 영리병원, 의료민영화, 공공성, 비판적 담론분석, 

헤게모니 

학  번 : 2020 - 2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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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1) 의료영리화 및 의료민영화1 

 

의료민영화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해 자본의 자유로운 출입과 영리추구를 

제도화하는 것”(이현정, 김선희, 2015, p310) 또는 “민간보험회사가 주체가 

되는 민간의료보험이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본격적으로 경쟁 혹은 

대체할 수 있도록 육성시키고, 영리법인병원 설립 허용 등의 조치를 통해서 

자본시장으로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조달 기전을 합법화하여, 이윤추구를 

존재 이유로 하는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 간에 자율계약을 통해 의료서비스 

비용을 결정하고 공급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가는 과정”이다(김민우, 2014, 

p52).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 의료사유화, 의료상업화 등의 용어는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의료민영화와 의료영리화를 구분하기도 한다. 이현정과 

김선희(2015)는 민영화를 ‘국가가 관장하던 기관의 운영과 사업을 민간 

부문에 넘기는 것’, 영리화를 ‘의료행위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거나 이를 

장려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p301). 의료민영화는 크게 소유 차원의 

민영화와 운영차원의 민영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공공병원을 

민영병원화하거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고, 후자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를 축소,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국의 

                                           
1  본 연구에서는 이현정과 김선희(2015)를 따라 의료민영화 정책 논쟁이 의료영리화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민영화와 의료영리화를 중 의료영리화

를 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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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민영화에 있어서 주요 쟁점은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문제이다(이현정, 김선희, 2015). 

한국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정, 개정을 통해 법제도가 

마련되었고,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종합대책 등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부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의료영리화 

정책이 적극 추진되었다(이현정, 김선희, 2015). 한국에서 의료영리화 정책이 

전개된 과정은 아래 <표 1>과 같다2.  

 

일자 한국의 의료영리화 전개 과정 

2002. 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외국인전용의료기관 도입) 

2004. 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외국의료기관 도입) 

2005. 3.8 제1차 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에서 영리병원 도입 검토, 보건복지부 추진 

결정 

2005. 5.20 정부 국내외 영리병원 설립허가 허용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구상안 확정 발표 

2005.10.1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출범 및 의료산업선진화 전략 마련 

2006. 2.21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정(외국의료기관 도입) 

2006. 7.10 보건복지부 영리병원 도입 연기 

2007. 2.6 서울시의사회 등 집단휴진 및 정부과천청사 앞 의료법 개정안 반대시위 

2007. 2.22 보건복지부 일부 내용변경 및 보완한 최종의료법 개정안 작성 

2007. 3.2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협회 의료법개정 반대 대규모 집회 개최 

2007. 4.12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대폭 수정 

2008. 4.28 제1차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정부의료관광 활성화 정책 포함) 발표 

2008. 4-8 촛불집회(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와 철도, 의료민영화 반대) 

2008. 6.3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국내 영리병원 설립 추진 

2008. 6.19 이명박 대통령 건강보험 민영화 계획 없음 표명 

2008. 6.20 제주도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 

마련 

2008. 9. 제2차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의료영역에서 이윤창출 가능한 정책 포함) 발표 

                                           
2 의료민영화 정책과 그 역사적 전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신영전(2010)의 연구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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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제3차 서비스산업선진화 방안 발표 

2009. 3.10 기획재정부 영리병원 도입 추진 발표, 보건복지부 반대로 연기 

2009. 5.8 제4차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의료, 교육 등 유망서비스분야 규제 완화) 발표 

2009. 10.1 보건복지부, 제주도 재추진 국내영리병원 조건부 수용 

2009. 10.12 제주영리병원대책위, 보건복지부의 제주도 국내 영리병원 허용철회 촉구 

2010. 5.25 국무회의에서 국내영리병원 허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 

2010. 8.8 이명박 정부 개각 단행,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영리병원 

논의는 이번 정부에서 없을 것”임을 표명 

2011. 4.29 영리병원 도입 관련 내용 누락된 채 제주도특별자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2. 4.17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013. 10.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원격의료 논란 야기 

2013. 12.13 4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인수 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외국인 대상 의료광고 허용, 신의료기기 출시 

지원) 

2014. 3.10 의료계 집단 휴진 

2014. 3.17 의료법 개정(원격의료 및 영리자회사 허용) 

2014. 7.23 5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2014. 8.12 6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실손의료보험,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메디텔 허용 

등 영리병원 현실화 계획) 

2014. 9.15 보건복지부, 산얼병원(투자개방형 외국인병원) 설립 무산 결정 발표 

2014. 12.21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및 행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영리병원 허용 기준 완화) 

2015. 1.18 7차 투자활성화대책(영리자회사 설립의 애로사항 해소) 

<표 1> 한국의 의료영리화 전개 과정 

출처 : 이현정, 김선희(2015), 제주특별자치도(2018.12.05) 재구성 

 

의료영리화 정책의 주요 내용은 이현정과 김선희(2015)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이현정과 김선희(2015)는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기초로 정책 분석 역량 변수와 정책행위자들의 이해구조를 

추가한 수정모형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정책행위자들을 신념체계 별로 묶고 

정책이 유지, 변화되는 영역인 정책하위체제 내의 정책옹호연합을 분석단위로 

하여 의료영리화를 둘러싼 정책변동의 구조와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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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옹호연합은 ‘어떤 일정한 정책영역 또는 하위체제 내에서 신념을 

공유하는 행위자들끼리 서로 뭉치는 이해당사자’를 의미한다. 의료영리화 

찬성옹호연합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 등 정부와 재계, 

대한병원협회, 보수언론, 보수의료학자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반대옹호연합은 

시민단체, 노동단체, 보건의료계 등으로 대표된다(2014년 1월 28일, 90개의 

시민단체와 노동단체가 연대하여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였다). 의료영리화 찬성 진영은 

의료영리화를 통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영리병원 

허용, 민간보험 활성화 등이 고용창출, 연관 산업 발전 등으로 이어져 의료가 

국가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료영리화 반대 진영은 

의료는 상품이 아닌 공공재, 가치재이고, 국가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건강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의료영리화로 인해 

건강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한다(이현정, 김선희, 2015). 옹호연합의 

태도와 행태 차이를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의료영리화 찬성옹호연합 의료영리화 반대옹호연합 

참여자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 제주특별자치도 

- 재계(대기업, 대형병원, 

보험회사, 통신사) 

- 대한병원협회 

- 보수언론 

- 보수의료학자 

- 진보성향 시민단체, 노동단체 

-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신념 

체계 

규범적 핵심 효율성, 경쟁력  공공성, 사회적 책임 

정책 핵심 의료선진화, 산업화 의료영리화, 상품화, 계층화 

도구적 측면 

- 영리의료법인 허용 

- 민영보험 활성화 추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전국민 건강보험 

- 영리의료법인 절대 불허 

- 민영보험 활성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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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제도 축소, 폐지) 

이해 

구조 

목적 
경제활성화, 영리 추구 공익 수호, 의료의 형평성, 질 

보장 

효용 비용<편익 비용>편익 

영리화의 결과 

- 의료=경제활성화 촉매제 

- 국가성장 동력, 고용창출 

- 자본의 투자처 확보 

- 서비스 경쟁력 제고 

- 연관 산업 발전 도모 

- 의료=공공재, 가치재 

- 건강보험의 기능 약화 

- 의료소비의 양극화 

- 의료체계의 양극화 

- 국민의 건강수준 악화 

정책 

분석 

역량 

네트 

워크 

연계성 

중심성 기획재정부 주도 시민단체와 의사협회 개별 활동 

밀도 긴밀한 협력과 연대 느슨한 연대 

이슈 

일치성 

강함 약함 

정책변동 

대응성 

- 전면적 시행 보류 

- 점진적 확대 추진 

- 지속적 반대입장 일관 

- 대안 부재 

전략 

- 우회적 영리화 시도 

- 홍보를 통한 정책정당성 

확보 

- 반대 성명서 발표 

- 반대 집회 및 토론회 개최 

<표 2>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옹호연합간 태도와 행태의 차이 

출처 : 이현정, 김선희(2015) 

 

2) 영리병원 

 

병원은 소유 형태를 기준으로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민간병원은 다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으로 나눌 수 있다. 영리병원이란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병원운영의 한 형태”이다(손경복, 2013, p101). 한국에서 영리병원 논의가 

시작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협상 이후 의료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주요 국가 과제로 제기되기 시작한 1990년 

초반이다(황인경, 1998; 손경복, 2013에서 재인용). 서창진 등(1995; 손경복, 

2013에서 재인용)이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영리의료법인의 허용문제를 다루었고, 1998년 한국보건의료관리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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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검토하였다(황인경, 1998; 

손경복, 2013에서 재인용). 2001년, ‘WTO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출범을 계기로 영리병원 도입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고,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한-미 FTA,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 

등에서 (전술한 의료영리화와 함께,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영리병원 도입이 

주된 정책 이슈가 되었다(손경복, 2013).  

손경복(2013)은 영리병원 설립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영리병원은 수익성이 낮은 서비스보다 수익성이 높은 

서비스에 치중할 유인을 갖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진료과를 폐쇄하거나 

관련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이는 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의료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환자의 지불 능력 및 환자의 보험 유무를 기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이는 환자의 의료 접근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영리병원 설립은 공급자유인수요를 더욱 유발할 수 있다.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도한 시설 투자는 의료의 고급화, 상업화로 이어지고 

그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그리고 실제 필요한 서비스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손경복, 2013).  

그는 불평등, 보건의료의 내재적 가치 등에 근거하여 병원의 영리 활동이 갖는 

문제도 함께 지적하였다(손경복, 2013). 운평등주의(luck egalitarianism)에 

따르면 질병은 일종의 근원적인 불행(brute luck)이기 때문에 영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영리병원은 구매력(purchasing power)을 기준으로 환자를 

구분할 가능성이 크고 공공병원이나 비영리병원의 기능을 영리병원이 

대신하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병원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덕재(moral goods)인 보건의료 

서비스가 시장에서 경제재처럼 거래되면 도덕재가 가지고 있던 의미가 변질될 



7 

수 있다(손경복, 2013). 

임금자(2010)는 영리병원 허가 측에서 주장하는 영리병원 도입의 장점을 

열거한 후, 이런 장점들이 ‘한국’ 보건의료체계에서는 그대로 단점 및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즉,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는 몇몇 

국가들은 공공보건의료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영리병원을 견제할 수 있지만 

한국은 국공립의료기관 및 특수법인이 전체 병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8%에 불과하다는 점(한국개발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2009) 3 , 한국의 

의료기관 간 경쟁은 이미 극도로 심화되어 있다는 점, 한국은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수익성이 낮은 진료과목은 공급이 이미 부족한 상태인데 

제도화된 영리추구는 진료과목 간 불균형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점, 대형자본의 

인수합병 및 독과점으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1차 의료)이 붕괴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임금자, 2010). 이는 영리병원 도입이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4. 

 

3) 제주 녹지국제병원 

 

(1) 제주 헬스케어타운 

서귀포시 동흥동 및 토평동에 자리한 ‘헬스케어타운’은 ‘의료산업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으로서 지역 내 특화된 

                                           
3 2020년에도 여전히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 수의 비중은 5.4%이며, 공공의

료기관이 제공하는 병상 수의 비중은 9.7%였다(통계청, 2020년 국립중앙의료원 공공

의료기관현황). 
4 이에 따라 후술할 ‘건강의 공공성 담론’을 통해서 영리병원 도입의 문제점과 이것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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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의료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2006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라 

핵심 프로젝트로 확정, 고시된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이하 JDC)이며, 헬스케어타운의 주요 

투자자는 2011년 사업협약을 체결한 녹지공고집단고분유한공사(Greenland 

Holding Group; 이하 녹지그룹)이다. 이들은 ‘의료관광산업의 메카’, ‘글로벌 

의료관광시장 선점’, ‘제주의 신 성장동력’ 등을 사업소개에 내세우고 

있다(JDC, 2021).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02년 

5월 설립된 JDC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동력 발굴’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2020년 JDC 홍보책자에는 ‘제주가 국가 발전의 핵심’이 되도록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소개와 함께 ‘제주의 가치창출을 

통해 성장과 공존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자신들의 

미션(mission)으로 제시하였다. 녹지그룹은 중국 상하이시 정부 지분이 

46%인 중국 공기업으로, 부동산 투자, 개발을 주된 사업분야로 한다.  

 

(2) 제주 녹지국제병원 

제주 헬스케어타운 안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은 47병상 규모의 

영리병원(외국인투자병원)으로,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를 

진료과목으로 한다. 2015년 보건복지부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였고, 2017년 녹지국제병원 건물이 준공된 후 녹지그룹은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하였다. 2018년 2월,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근거로 

청구인 1,068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숙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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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발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공론조사위원회가 탄생하였고, 총 세 번의 

공론조사와 두 번의 숙의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최종 공론조사에서 개설 불허가 

58.9%로 개설 허가보다 높게 나와, 공론조사위원회는 제주도에 영리병원 개설 

불허 및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제주도지사는 공론조사 

결과 및 권고를 존중한다고 하였음에도 내국인의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으로 

개설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녹지그룹은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한 

제주도의 병원개설 허가 조건에 반대하며 조건부 허가 행정처분 최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개원을 하지 않았다. 이에 제주도지사는 병원 개원 지연을 근거로 

조건부 허가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2021년 현재, 녹지그룹이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중이다. 그리고 2021년 

8월경, 국내법인인 주식회사 디아나서울(우리들리조트)이 녹지국제병원의 지분 

75%를 인수하였고, 의료법에 따라 암치료, 난임치료 등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의료기관으로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노컷뉴스, 2021.10.14). 제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된 주요 사건은 아래 <표 3>과 같다. 

 

일자 제주 녹지국제병원 관련 주요 사건 

2015. 06.11 녹지그룹, 제주도에 사업계획서 제출 

2015. 06.15 제주도,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 

2015. 07.01 운동본부, 영리병원 여론조사 발표(찬성15.9%, 반대 74.7%) 

2015. 12.18 보건복지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2017. 04.21 보건의료노조,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정책협약(의료민영화 정책 폐지 

등) 

2017. 07.28 녹지국제병원 건축물 준공 

2017. 08.28 녹지그룹,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2018. 01.3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녹지국제병원 조속 개원 촉구 

2018. 02.01 청구인 1068명, 녹지국제병원 숙의형정책개발 청구 

2018. 03.06 숙의형정책개발 청구에 따른 출석 협조 공문 발송(녹지국제병원 측은 

불참의사 표명) 

2018. 2.28, 숙의형 정책개발심의회 심의결과, 정책개발 방법을 공론조사로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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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8 의결 

2018. 04.17 공론조사위원 위촉(순수 민간위원으로 구성) 및 제 1차 회의 

2018. 04.25 공론조사위원회(공론위) 제 2차 회의(청구인 및 사업자(JDC) 의견 청취, 

녹지국제병원 불참)   

2018. 05-06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에 따른 숙의자료 접수(청구인 6.12, JDC 5.31, 

녹지국제병원 미제출 답변 5.29) 

2018. 06 녹지국제병원 숙의자료에 따른 양 측의 반론의견 접수(청구인 6.19, JDC 

6.20, 녹지국제병원 미제출) 

2018. 07.25 녹지국제병원, 지역별 토론회 보이콧 선언 

2018. 07.30 공론조사위원회 제7차 회의(1차 공론조사는 비공개로 결정, 

도민참여단의 다수의견 동조심리 방지 및 이해관계자간 불필요한 대립 

때문) 

2018. 07.30-31 녹지국제병원 도민토론회(제주시 30일, 서귀포 31일) 

2018. 08.16-22 제주도민 대상 1차 공론조사 

2018. 09.06-7 공론참여 도민참여단 242명 선발(최종 208명 확정) 

2018. 09.09 오리엔테이션 개최(180명 참여) 

2018. 09.16 1차 숙의토론회 개최 후 2차 공론조사 

2018. 10.03 2차 숙의토론회 개최 후 3차 공론조사 

2018. 10.04 공론위, 공론조사 결과 발표 및 영리병원 개설 반대 권고 

2018. 10.08 제주지사, 공론위 결정 존중 선언 

2018. 12.03 제주지사, 녹지국제병원 허가와 관련 총괄 검토회의 

2018. 12.05 제주지사,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용 발표 

운동본부, ‘제주지사, 숙의민주주의 파괴자’ 비난 성명 발표 

2018. 12.06 복지부장관, 현 정부 하에서 영리병원 추진 불가 선언 

녹지그룹, ‘조건부 허용 항의 및 법적 대응’ 공문 제주도에 전달 

2018. 12.10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용 법적 문제 없음’ 기자회견 

2019. 01.16 의료단체, 시민단체 등 총99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2019. 02.14 녹지그룹, 조건부 허가 행정처분 최소소송 제기 

2019. 04.17 제주도, 조건부 허가 취소, 제주 영리병원 정책 무산 

2019. 05.20 녹지그룹,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제기 

<표 3> 제주 녹지국제병원 주요 사건 

출처 : 김주환, 하동현(2019), 김한빛(2019), 연합뉴스(2020.10.20),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녹지국제병원 추진사항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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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숙의형 정책개발)5 

정책개발 방법으로 ‘공론조사’가 채택된 제주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정책개발은 두 번의 지역별 도민토론회, 두 번의 숙의토론회와 세 번의 

공론조사로 구성되었다. 도민토론회는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2018년 7월 30, 

31일에 이루어졌고(이하 제주시 권역 토론회, 서귀포시 권역 토론회), 그 이후 

2018년 8월 15일부터 1차 공론조사가 이루어졌다. 1차 공론조사 조사대상은 

제주도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모두였고, 성, 연령, 지역별로 

표본을 할당하여 3,000명을 목표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총 3,012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가 진행되었고, 이 중 총 242명이 도민참여단으로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그리고 2018년 9월 8일 최종 도민참여단 

208명을 확정하였다. 2018년 9월 9일, 도민참여단 위촉장을 수여하였고, 

도민참여단으로서의 역할, 책임 강조하는 1부와 자료집 배포,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와 불허 측의 입장 설명을 경청하는 2부로 구성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오리엔테이션에는 208명 중 180명이 참석하였다. 1차 

숙의토론회는 2018년 9월 16일 184명의 도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1차 숙의토론회가 끝난 후, 2차 공론조사가 진행되었다. 2차 숙의토론회는 

2018년 10월 3일 180명의 도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2차 

숙의토론회가 종료된 후 최종 공론조사가 진행되었다. 2차, 3차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관계자들의 입장이 통제되었고, 언론의 취재도 허용되지 

않았다6.  

최종 공론조사에서 개설 불허가 58.9%로 개설 허가(38.9%)보다 높게 나왔다. 

                                           
5 해당 내용은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정보 공개 청구 자료를 토

대로 작성하였다. 
6  숙의 및 공론화와 관련된 논의는 김소연(2019)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

(2019)의 논의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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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불허 이유 중 ‘다른 영리병원들의 개원으로 이어져 의료의 공공성이 

악화될 것 같아서’가 66.0%로 가장 높았으며, 개설 허가를 선택한 이유로는 

‘법에 의해 승인을 받아, 준공 및 채용까지 한 것이라 당연한 것 

같아서’(52.9%)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부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37.1%)가 가장 높았다. 개설 허가, 불허, 판단 유보에 대한 

응답은 아래 <표 4>와 같고, 성, 연령, 지역별 개설 허가 및 불허에 대한 3차 

조사 결과는 <표 5>와 같다. 개설 허가 이유, 개설 불허 이유에 대한 응답은 

아래 <표 6>, <표 7>과 같다. 그리고 공론화 과정 전반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83.9%가 공정했다고 답했으며, 8.9%가 보통, 5%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7. 

또한, 최종 결과 존중 여부에 대해서는 76.7%가 존중하겠다고 답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답과 무응답이 12.8%, 존중할 수 없다는 답이 

10.6%였다(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8.10.04).  

이에 따라 공론조사위원회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와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하여 헬스케어타운 전체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반 

행정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8.10.04).  

 

 

 

                                           
7 공론조사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론조사위원회가 탄생하

였다. 공론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존재하지만, 본고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기에 

제외하였다. 단,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공론조사가 영리병원 불허 측에 불리하게 진

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영리병원 불허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1차 설문지 

문항 구성이 개원 옹호 측에 더욱 치중되어 있었고, 설문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 청구

인 측을 배제하였다(김소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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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차수 

1차 조사 전체 

(n=3,012명, %) 

1차 조사 

(n=180명, %) 

2차 조사 

(n=184명, %) 

3차 조사 

(n=180명, %) 

개설 

허가 
20.5 22.2 27.7 38.9 

개설 

불허 
39.5 40.6 56.5 58.9 

판단 

유보 
40.0 37.2 15.8 2.2 

<표 4> 최종 도민참여단 180명 기준 녹지국제병원 개설 공론조사 결과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정보 공개 청구 자료 재구성 

 

 

 
사례수 

(180명) 

개설 허가 

(38.9%) 

개설 불허 

(58.9%) 

판단 유보 

(2.2%) 

성별 
남자 95 47.4 50.5 2.1 

여자 85 29.4 68.2 2.4 

연령 

20·30대 42 28.6 69.0 2.4 

40·50대 86 32.6 67.4 0.0 

60세 이상 52 57.7 36.5 5.8 

지역 
제주시 134 38.1 60.4 1.5 

서귀포시 46 41.3 54.3 4.3 

<표 5> 3차 공론조사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불허/판단 유보 조사결과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정보 공개 청구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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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 이유 

차수 

1차 조사 

(n=1,189명, %) 

2차 조사 

(n=104명, %) 

3차 조사 

(n=106명, %) 

다른 영리병원들의 개원으로 이어져 

의료의 공공성이 악화될 것 같아서  
33.5 44.2 66.0 

병원의 주기능인 환자 치료보다 

이윤 추구에 집중할 것 같아서  
36.5 20.2 11.3 

유사사업 경험이나 우회투자 의혹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6.3 20.2 12.3 

특정계층만 이용하는 병원이라 

도민들이 이용할 수 없을 것 같아서  
20.3 2.9 2.8 

기타  2.0 4.8 5.7 

잘 모르겠다  1.4 7.7 1.9 

<표 6> 도민참여단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 이유 조사결과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정보 공개 청구 자료 재구성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이유 

차수 

1차 조사 

(n=671명, %) 

2차 조사 

(n=51명, %) 

3차 조사 

(n=70명, %) 

법에 의해 승인을 받아, 준공 및 

채용까지 한 것이라 당연한 것 같아서 
13.1 37.3 52.9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부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33.0 29.4 37.1 

보건의료 관련 해외자본의 도내 투자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9.3 11.8 5.7 

외국 의료기관 개설로 제주도 내 의료 

수준이 높아질 것 같아서 
39.6 5.9 2.9 

기타 2.1 2.0 1.4 

잘 모르겠다 3.0 13.7 0 

<표 7> 도민참여단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이유 조사결과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정보 공개 청구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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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과정에서 어떤 담론 8 이 

존재하였는지 확인하고, 담론들의 권력 효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담론적 

수준에서의 사회적 투쟁과 헤게모니 투쟁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공론조사 결과, 영리병원 불허 혹은 그로 인한 보건의료 공공성 악화 

반대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탐구하였다. 즉, 

어떻게 영리병원 개설 불허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담론과 헤게모니 투쟁을 

통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8 담화/담론은 “사회구성원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현실, 혹은 구조화된 진리(효과)

를 생산하는 불안정하면서도 모순적인, 그러나 한편으로 역동적으로 텍스트와 콘텍스

트 사이를 변증법적으로 매개하는 사회문화적 구성물”(Gee, 2014; Phillips & Hardy, 

2002; 신동일, 2020, p4에서 재인용) 혹은 “특정한 입장(예: 신자유주의 사회구조)에 

의해 형성되고 제약되지만 그것을 (재)구성하는 실천적 사례가 될 수도 있고, 사회 안

에서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서로 얽힌 진술 체제이기도 하며, 텍스트나 이미지

로 드러나는 다양한 기호의 집합체”로 정의된다(신동일, 2018, p2). 신동일은 

‘discourse’를 “일화적이거나, 개별적이거나, 혹은 다소 자의적인 수준에서 경험을 의

미화시킨 언어사용의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담화’로, 산출된 텍스트와 이미지들이 사

회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억자원으로부터 담화의 특정 유형으로 그리고 사회적 

실천방식으로 작동되는 보다 집합적인 혹은 추상적인 의미로는 ‘담론’” 으로 번역하였

다(신동일, 2018,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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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이론적 배경 

 

1) 건강의 공공성9 

 

(1) 건강, 보건의료의 공공성 

김창엽(2019)은 공공성을 “주어진 자연적, 기술적 한계 안에서 가장 좋은 

건강결과를 달성하거나 가장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생산, 제공,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건강 레짐의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구조와 과정, 그리고 그 

특성”으로 정의하였다(p62). 그는 공공성 논의가 보건, 보건의료를 넘어 

건강을 포함해야 하며, 이는 공공성이 “처음부터 어떤 특정한 결과나 과정을 

지향하는 가치로서의 특성을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p53). 그가 

제안한 공공성과 공공,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이해는 다음과 같다. “공공성은 

어떤 사회적 가치, 지향, 특성을 뜻하고, 공공과 공공보건의료라고 하려면 

이러한 공공성을 실천하고 실현한다는 전제를 충족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 구성원 다수의 이익과 좋은 삶을 보장하려는 

지향성을 가리킨다. 공공 또는 공공성은 이런 가치와 그 가치가 실현되는 과정, 

또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결과(산출물)을 의미하고, 공적 주체는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한에서 공공성과 관계가 있다”(p57). 따라서 공공성은 

“바람직한 사회를 목표로 하는 정치제의 정치적 지향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치판단을 거친 ‘바람직함’은 한 사회가 집합적인 삶의 목표와 가치를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달라진다”(p133). 김창엽(2019)의 공공성은 

신자유주의적 경제권력(이라는 구조)와 권위주의적 국가권력(이라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안의 틀로 개념화되었다. 자본 혹은 시장권력에 대항하는 

                                           
9 김창엽의 2019년에 출판된 책 ‘건강의 공공성과 공공보건의료’와 대한공공의학회지

에 출판된 2017년도 논문 ‘한국의 공공보건의료와 공공성 개념’을 주로 참고하였다. 



17 

개념일 때는 주로 형평성, 배분적 정의, 과정의 공정성, 약자의 보호 등을 

포함하고,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개념일 때 공공성은 주로 민주주의와 관련된다. 

김창엽은 공공성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형평성, 

건강할 권리를 충족한 상태 혹은 그 과정, 그리고 결과는 아니지만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 과정과 관련된 시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과정적’ 

공공성 등을 포함한다(김창엽, 2019).  

김창엽(2019)은 공공성과 공공보건의료를 “1) 건강과 보건의료를 대상이자 

목표로, 2) 행위자 또는 주체인 ‘공적 주체’가, 3) 체계와 그 구성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과정”으로 이해한다(p50). 따라서 

공공성은 ‘대상, 주체, 실현된 어떤 상태, 실천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 

따라 그는 건강과 보건의료, 공공(공적)주체, 공공(성)의 내용, 공공의 지배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공적 주체란 “공공성과 공공보건의료를 변화시키려 하는 

모든 권력을 포괄하면서, 국가권력-경제권력-사회권력의 관계에서는 

‘사람중심’을 강조하는 주체 개념”이며(p74), 공적 지배는 “공공성을 실현할 

목적으로 공적 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공적 주체가 실천하고 활동하는 

전체 과정에 개입하는 것”(p68) 혹은 “공적 주체가 공공성을 산출하거나 

산출하게 하는 실질적인 힘과 그 방식”이다(p67). 공적 지배는 공적 주체와 

공공성 실현 사이의 틈을 매개하기 위한 요소로,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공적 주체가 개입, 작용, 활동하는 것을 가리키며, 공적 주체의 특성과 결과를 

실현하는 방식은 물론, 실현 대상인 공공성(공적 가치)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실천”을 의미한다(p93).  

 

(2) 공공 레짐과 건강 레짐 

김창엽(2017)은 공적 주체와 공적 지배, 그리고 공공성 실현을 넓은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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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인 ‘공공 레짐’을 제안하였다. 레짐은 

적어도 세 가지 관점에서 제안되고 논의되며, 공공 레짐은 이러한 세 가지 

시각을 모두 포함한다. 1) 공공 부문뿐 아니라 시장을 비롯한 비공식 부분이 

하나의 체계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Stone CN, 1989), 특히 공공성의 경우 

시민사회도 공적 주체에 포함해야 한다. 2) 가시적인 제도나 정책, 구조뿐 

아니라 원칙이나 규범, 규칙, 법률, 가치, 문화 등의 역할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다는 점(Krasner SD, 1983), 특히 국제 레짐을 강조한 퍼칼라와 합킨스는 

(국제) 레짐은 주관적이며, 합법적이고 적절하며 도덕적인 행동에 대한 

참여자의 이해, 기대, 확신의 형태로 존재하며 중요 원칙과 규범을 포함한다고 

하였다(Puchala DJ & Hopkins RF, 1982). 3) 레짐을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나 제도의 총제 또는 통합물로 이해하는 

것이다(Espiing-Anderson G, 1999; Sainsbury D, 1999). 따라서 그는 공공 

레짐을 “공적 주체에 비국가(비정부), 비공식 부문까지 고려하고, 제도나 정책, 

구조뿐 아니라 원칙이나 규범, 규칙, 법률, 가치, 문화까지 포함하며, 유형의 

제도와 정책의 총합”으로 정의하였다(김창엽, 2017, p74). 

그는 공공 레짐에 이어 건강 레짐(health regime) 개념도 함께 

제안하였는데(김창엽, 2017), 이는 “건강과 보건의료와 연관된 가치, 규범, 

규칙, 정책, 법률, 제도의 총합으로, 형태와 상호관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틀”을 

의미한다(p75). 건강 레짐은 제도, 정책, 기관, 조직만으로는 건강과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포괄할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하여 건강과 보건의료의 

기초가 되는 비전, 이념, 원리, 그리고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도 포함한다. 

따라서 공공성은 건강 레짐의 공공성을 의미하게 된다(김창엽, 2017). 그는 

레짐이 가치와 규범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건강에 대한 권리와 정의로서의 

건강이 건강레짐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창엽, 2019). 여기서 권리는 ‘보편성(누구나)과 기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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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어느 수준 이상의)에 기초하고 있고 주로 개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분포를 문제로 삼고 주로 집단과 사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평성과 관련된다. 또한, 그는 ‘지역’이 삶을 실천하고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며 공론을 생산하는 친밀성의 공간이며 동시에 불평등과 

배제, 경제적 이해관계가 실재하는 현장이라는 점에서 공공성에 기초한 ‘지역 

건강 레짐’ 개념을 제안 및 강조하였다(김창엽, 2019). 

김창엽(2019)이 제안한 건강 레짐의 몇 가지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다(p226). 

그는 이런 구성요소들이 공공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가. 건강, 보건, 의료의 생산체제 : 건강과 보건의료를 누가 어떻게 

생산하는지의 문제로, 주로 생산자와 생산 방식의 시장화, 상품화와 연관되는 

과제다. 전문직과 비전문직의 역할 구분도 중요하다. 

나. 의사결정을 둘러싼 권력 배분 : 국가권력-경제권력-사회권력 사이에서 

건강, 보건, 의료를 둘러싼 의사결정의 권한과 권력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배분되는지에 관심을 둔다. 

다. 권리로서의 건강과 보건의료 : 건강과 보건의료가 경제와 성장, 노동에 

필요한 자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로 수용되는 정도를 

뜻한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건강과 보건의료를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이해하는지도 중요하다. 

라. 형평성을 지향하는 수준 : 권리로서의 건강과도 관련되지만, 이는 집단 

안에서의 분포, 즉 불평등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다. 정책과 제도는 

물론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문화도 관계가 있다. 

마.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포함하는 영역 간 포괄성과 통합성 : 건강과 

보건의료를 생물학적 현상으로 이해하지 않고 사회적 결정요인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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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게 이해하는 수준을 가리킨다. 

 

(3) 공공성과 국가, 경제, 사회권력 

김창엽(2017)은 한국의 공공보건의료와 공공성 개념을 ‘사회적 현상과 변화를 

서로 다른 권력의 주체가 맺는 상호관계’로 파악할 것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예는 에릭 올린 라이트(2012)의 ‘국가-경제-사회권력’의 삼분법으로 이는 

각각의 주체를 정태적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공공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국가=공공 또는 시민사회=공공이라는 기계적 관계를 거부하게 

된다. 즉, ‘세 권력 주체 사이에는 상호 작용과 침투가 일어나고, 공공성은 

서로 다른 주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권력의 균형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김창엽, 2017). 즉, 공공성의 실현 여부는 국가-

경제-사회권력의 상호관계에 의존한다. 여기서 상호관계란 중립적, 정태적 

상태로서의 상호 ‘관계’가 아니라 양방향 또는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침투’ 

과정과 그 잠정적 결과를 뜻한다. 따라서 경제권력의 크기가 사회권력을 

압도하면 공공성이 실현될 공간은 그만큼 좁아지고 사회권력이 강해지면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이 공공성을 추구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김창엽, 2017). 

김창엽(2019)의 공공성은 권위주의적 국가권력(이라는 구조), 신자유주의적 

경제권력(이라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안의 틀로 개념화되었는데, 이에 

따라 공공성은 국가-공공, 시장-공공이라는 이중의 긴장과 기제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된다. 그리고 국가, 시장과의 관련성 속에 공공이 어떻게 

규정되는지는 공적 주체로서 국가와 시장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특성을 

발현하는지에 좌우된다(김창엽, 2019). 경제권력과 시장은 개인의 이해관계와 

이익을 앞세우기 때문에 공공과 조화하기 어렵지만, 국가권력은 공공의 이익 

실현을 최우선이라 표방하며 공공성 실현 책임을 지고자 한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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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은 시장보다는 국가와 친화성이 더 크다. 하지만 국가가 바람직한 공적 

가치를 실천하고 실현할 수 없을 수 있다. 즉, 규제완화, 민영화, 경쟁 

메커니즘 등을 주요 수단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사회정책을 수행하는 

신자유주의 국가가 탄생하기도 하고, 민족주의 국가론을 기초로 하는 

국가경쟁력 담론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국가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역할에 집중하면서 공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경제권력의 

이해관계에 유착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김창엽, 2019). 특히, 국가권력이 

시장을 만들고 경제화를 추진하는 동력 그리고 시장과 자본이 자기 논리로 

스스로를 확대하는 동력을 통해 보건의료 전반에서 산업화와 영리화가 

심화되면서 보건의료의 경제화가 심해지기도 한다. 단, 외형적이지만 

경제권력에 포획된 국가권력도 공적 주체로서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하기도 한다(김창엽, 2019).  

공공성이 자본 혹은 시장 권력에 대항하는 개념일 때는 형평성, 분배적 정의, 

과정의 공정성, 약자의 보호, 보건의료 비용부담과 접근성 등을 포함하며,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개념일 때는 주로 민주주의와 관련된다. 즉,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와 관료주의가 결합한 전통적 국가권력에 대항하거나 반하는 공공성 

개념은 민주성, 진정한 참여의 보장, 투명성과 개방성, 권력의 균점과 분권화, 

관료와 관료 구조에 대한 공적 통제 등을 핵심요소로 해야 한다(김창엽, 2019). 

김창엽(2019)은 ‘민주적 공공성’ 개념을 통해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동시에 

강조하였는데, 이는 ‘국가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변형할 것인가’ 그리고 

‘시장 권력을 어떻게 공적으로 통제할 것인가’라는 핵심 요소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국가권력은 민주성, 시장은 공공성을 중심 과제로 삼는 것이다. 

사회권력은 국가와 경제로부터의 침투를 견뎌야하고, 민주성과 공공성의 

기반을 확대하여 국가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김창엽, 2019). 예를 들어,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촉진하는 정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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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자본이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사회권력은 비판과 견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의 공공성을 높이려면 사회권력이 어떻게 

민주적 참여를 강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김창엽, 2019).   

사회권력이 공적 지배를 추구하는 것은 참여, 민주주의와 연결되고, 이는 

사회권력이 국가권력이나 경제권력에 침투하는 주요 형태이자 

전략이다(김창엽, 2019). 특히 사회권력은 경제권력보다 국가권력에 대한 

참여를 핵심 전략으로 하며, 이는 1) 사회권력이 국가권력의 공적 지배와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2) 국가권력 그 자체에 개입하는 경로(공적 

주체의 특성에 직접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공적 지배를 바꾸는 것)를 

포함한다. 특히 후자는 공적 주체가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 등과 같은 거시적 수준의 정치 영역에서 작동하며, 이러한 

공공성과 관련된 규범, 문화, 지식을 생산, 전파하는 것은 국가권력, 사회권력 

모두의 책임이다(김창엽, 2019). 현실에서 공공성 강화에 적극적인 일부 

연구자와 사회운동이 확보해낸 권력 기반은 지식과 사회적 규범에 집중되고, 

이것은 대중과 여론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김창엽, 2019). 

김창엽(2019)은 사회권력을 강화하여 국가에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 

심화’라는 과제와 연결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의 반-

공공성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원리이자 방법을 의미한다. 그리고 관료주의, 

전문가주의, 비효율, 비민주성 그리고 경제에 포섭된 신자유주의적 국가의 

반공공성 등이 민주적 통제의 대상이다. 예를 들어, 한국 시민들이 

의료영리화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통해 권력관계와 그 과정이 드러나는데, 

국가권력(행정부, 입법부)과 경제권력(대기업, 벤처, 일부 병원과 의사, 보수 

언론 등)이 영리화를 옹호하고 추진하며, 시민, 노동, 사회단체, 일부 

의료인(의원 등 소상공인형 의료 제공자) 등은 이에 반대하는 구조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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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가 영리병원과 공공성을 수용하는 정도가 정해진다. 구체적으로, 

국가권력, 경제권력이 가진 물리적 토대(권력자원, 정보, 언론 등)는 반대 

세력을 압도하지만, (일부) 시민사회가 일반 대중을 설득, 교육하여 더 넓은 

범위의 사회권력을 만들었다. 특히 제주 영리병원 반대 운동에서 보듯, 

영리병원을 반대하고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우세한 것은 권력관계가 

사회권력에 유리하게 강화(재생산)되었기 때문이다(김창엽, 2019). 

김창엽(2019)는 국가, 경제, 사회 권력이 공적 주체로서 권력 내, 외부를 통해 

상호작용, 긴장, 침투 과정을 거치는 현실적 공간으로 공론장을 이야기한다. 

그는 2018년 제주 영리병원 사례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달리 영리병원 

논의가 공공성이나 공적 가치에 대한 공론으로 발전하였고, 주민들이 지역의 

경제적 이해관계, 의료영리화 등의 논쟁 속에서 공적 가치를 선택한 것으로 

보았다. 특히 시민과 지역 주민은 여론, 담론, 혹은 지식의 형태로 공공성과 

공공보건의료를 인식하고 이해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공공성과 

공공보건의료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경험, 여론, 정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한다. 따라서 정확성보다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여론, 담론이 시민의 판단과 태도를 결정한다(김창엽,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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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방법 

 

제 1 절 비판적 담론분석10 

 

1) 비판적 담론분석 

 

담론분석은 “상징적 매개를 통한 사회적 행위와 그것의 물질화된 산물인 

텍스트를 분석하여,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 사회구조의 질서와 변동을 

이해하려는 접근법”이다(신진욱, 2011, p11). Phillips와 Hardy(2002)의 

담화/담론 연구방법을 재맥락화하여 소개한 신동일(2020)에 따르면, 담화/담론 

연구방법은 크게 비판적 주장과 구성주의적 논술, 그리고 콘텍스트와 텍스트 

분석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11 . 본 연구는 ‘불평등과 배제, 갈등과 모순의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 담론으로부터 구축되고 담론에 반영되는 권력/지식의 

역학관계에 주목’하는 비판적 주장 연구이며, 텍스트에 대한 분석보다는 

‘사회역사적 콘텍스트에서부터 텍스트들의 전략적이고 의도적인 배치에 

주목’하는 콘텍스트 지향적 연구이다. 따라서 신동일(2020)의 분류에 따르면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비판적 담론분석12(critical discourse analysis)이다13. 

                                           
10 신동일(2018)은 연구방법인 ‘discourse analysis’를 집합적인 의미로 접근하기 위해 

‘담화’가 아닌 ‘담론’분석으로 번역하였다.  
11 비판적-구성주의적, 콘텍스트 설명-텍스트의 선택과 배제의 조합으로, 비판적 담론

연구(critical discourse analysis), 비평적 텍스트분석(critical linguistic analysis), 사회

적 구성 텍스트분석(social linguistic analysis), 사회적 구성 담론연구(interpretive 

structuralism)의 네 가지 연구방법론이 제시되었다.  
12 참고로 신동일(2018)은 방법적 측면만 부각시키지 않기 위해서 분석 대신 연구라는 

표현(비판적 담론분석 대신 비판적 담론연구)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담론분석

을 연구 방법론으로 소개하기 때문에, 분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13 본 연구는 영리병원을 둘러싼 다양한 담론, 이데올로기, 헤게모니, 권력/지식 역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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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담론분석이 가치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면, 비판적 담론분석은 

“사회의 익숙한 곳에 숨어 있는 담론의 권력 관계, 지배/피지배 관계를 

찾아내고 그것의 힘의 관계를 들춰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최윤선, 2014, p4-

5). 비판적 담론분석은 하나의 고정된 공통의 분석틀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공통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최윤선, 2014, p24). 즉, ‘언어와 언어 

사용은 사회적 실천의 한 형태’(페어클로, 2012)임을 강조하는 비판적 

담론분석 학파는 ‘담론분석을 통한 사회비판’이라는 실천적 목표를 위해 

이론적, 방법론적 다각화를 추구하고 있다(신진욱, 2011). 

본 연구는 노만 페어클로(Norman Fairclough)14의 비판적15 담론16분석 모형을 

                                           

계를 다루기에 비판적 주장 연구라고 할 수 있지만, 공공성, 건강권과 관련된 담론이

나 가치, 도덕, 선 등을 다루는 부분은 구성주의적 논술로 이루어진 사회적 구성 담론

연구라고 볼 수도 있다. 사회적 구성주의 접근은 담화/담론으로부터 해석될 수 있는 

사회적 현실(의 구성 과정), 혹은 특정한 현실이 구성될 때 발휘되는 담화/담론의 사

용(효과)를 탐구하고, 역사성, 사회적 가치의 설명 틀 등으로부터 핵심 사건들을 계보

적으로 추적하는 것을 말한다(신동일, 2020). 하지만 신동일(2020)이 강조하였듯이, 

서로 다른 연구방법들을 조합하여 구분한 것은 연구 기획과 실행을 돕기 위한 편의적 

방식일 뿐이다. 따라서 연구 방법을 분리하거나, 후술할 페어클로의 비판적 담론분석을 

대체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14 참고로, 페어클로(2012)는 소비주의, 관료주의의 담화들이 다른 담화유형들을 식민

지화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소비주의의 문화적 조건에서, 산업화와 도시화는 공동

체 의식의 상실이나 결여를 야기하였고, 참된 공동체가 소비공동체(consumption 

communities)로 대체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광고 담화의 산출과 해석에 대한 조건들 

때문에 몰개성적이며 규격화된 모조 인간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 자의식적 계산, 도구적인 관료적 합리성 등을 강조하는 관료주의가 소비

주의에서 동력을 얻는 경우도 있다고 보았다. 그는 신자유주의로부터 유래된 인간 공

동체 및 자연에 대한 대량파괴가 신자유주의가 창출할 수 있는 번영에 의해서 정당화

되는지 확인하는 것만큼 심각한 질문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사회적 투쟁을 하

는 사람들에게 비판적 담론분석을 통해 언어 비판을 위한 자원을 제공해야 하며, 그 

첫 번째 투쟁은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페어클로, 2012).  
15 페어클로(2004)는 비판적이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를 ‘우리의 전반적인 사회적 관행

과 우리가 특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전혀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인과관계로 묶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16  페어클로(2004)는 ‘discourse’를 사람들이 실제 사회적 상황에서 함께 상호작용을 

하는 것과 실재의 사회적 형성(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혹은 지식의 한 형태(a 

form of knowledge)로 보는 관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페어클로는 이 두 

가지 관점을 결합하여 ‘discourse’를 이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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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였다. 페어클로의 모형은 ‘지배 담론을 통해 교묘히 구현되는 권력의 

이데올로기성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권력을 해체하는데 기여’하는 데 담론 

분석을 내세웠던 푸코의 논의를 기저로 한다(푸코, 1993; 최윤선, 2014, p2에서 

재인용). 즉, “권력을 실어 나르는 구체적 운반 수단의 담화를 통하여 

이데올로기가 생산/재생산되는 과정을 비판적 시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최윤선, 2014, p21). 페어클로는 권력관계가 실제로 실행되고 성립되는 

장소로서의 담화인 ‘담화로 된 권력(power in discourse)’과 사회제도나 

사회를 만들어 주는 사회질서의 차원에서 권력관계에 의해서 담론질서가 

스스로 어떻게 형성되고 구성되는지 다루는 ‘담화 이면에 있는 권력(power 

behind discourse)’에 관심을 갖는다. 그는 권력은 결코 한 사람이나 

사회집단에 의해 소유되지 않고, 권력은 오직 사회적 갈등(혹은 사회투쟁) 

속에서 그리고 갈등(혹은 투쟁)을 통해서만 성취, 실행, 상실될 수 있다고 

보았다(페어클로, 2012).  

한편, 페어클로는 푸코의 담론형성의 논점은 자신의 모형 안에 수용했지만, 

주체의 능동성을 제거해버린 구조주의적 접근은 자신의 모형에서 

제외하였다(신동일, 2018). 그는 푸코가 “특정한 형태의 비판, 권력의 지배적-

일방향적 구조에 골몰해 있다고 지적”하면서(신동일, 2018, p23), 

Gramsci(1971)의 접근을 통해 “담론적 실천에 관한 갈등과 변화”를 

“담론질서를 지배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헤게모니적 투쟁”으로 

인식하였다(신동일, 2018, p26) 17 . 그는 담론이 사회구조로부터 대상화된 

반영물이고 사회구조를 재생산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실천의 행위적 역할을 

                                           
17 박해광(2007)은 비판적 담론분석이 담론을 ‘사회적 실천과의 관련이자 그 자체로서 

하나의 사회적 실천’으로 보기 때문에 ‘권력이자 이데올로기서의 담론의 본성’을 놓치

지 않을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p25), 헤게모니적 효과가 과대평가될 위험

에 대해서도 함께 지적하였다(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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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함으로써 사회를 변화시키는 과정에 기여한다는 ‘담론-구조의 변증법적 

인식론’을 따르며, 담론의 능동적인 사회 행위자 속성을 포기하지 

않았다(신동일, 2018).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을 설명한 로버트 보콕(1992)의 논의를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헤게모니란 “사회 안에서 주요한 집단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통해서 얻어진 지도력, 곧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지도력’”을 

의미한다(로버트 보콕, 1992, p21). 그리고 “가장 완벽한 형태의 헤게모니는 

지배하고 있는 계급 또는 계급들의 동맹 그리고 계급 분파가 마련해 준 지적, 

도덕적, 철학적 지도력이 전체 사회를 위한 근본적인 시각의 제시라는 

헤게모니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했을 때 생겨나는 것”이다(로버트 보콕, 

1992, p102). 헤게모니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백만의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유로운 동의를 진정으로 부여하는 의미에서 지배적인 통치 집단이 

추구하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정책들을 수용하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정치 계획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견지하고 있는 도덕적 가치들과 

적극적인 관련성을 맺어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사람들은 지배 집단들이 추구하는 특정한 정책들을 묵인하도록 조작당했으며 

또는 자신들의 동의에 반해서 지배당하고 통치당하게 되었다고 당연히 느끼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로버트 보콕, 1992, p125). 

페어클로의 비판적 담론분석은 담론 분석 과정을 크게 텍스트(text) 차원, 

담화 실천 18 (discourse practices) 차원, 사회문화적 실천(sociocultural 

practices) 차원으로 나누고, 이 세 차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다(페어클로, 

2004)(<그림 1> 참고).  

                                           
18 ‘Practices’는 실천 대신 수행으로 변역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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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페어클로(2004) 

 

텍스트는 문어체(written), 구어체(spoken) 텍스트 19 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은 전통적인 형태의 언어학적 분석인 어휘, 문장, 의미(론), 문법, 

소리 체계(음운론), 글자 체계 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또한, 페어클로는 

문장들이 서로 연결되는 방식(cohesion), 인터뷰에서의 말순서 취하기(turn-

taking), 문장 이상의 텍스트 조직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였다. 그리고 

텍스트에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재하는 것, 즉 선택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페어클로, 2004). 

담화 실천은 텍스트가 생성되고 소비되는 과정의 다양한 측면들을 의미하며, 

페어클로는 텍스트와 사회문화적 관행 사이를 담화 실천이 중재한다고 보았다. 

                                           
19  페어클로는 텍스트 분석에서 신문 및 텔레비전의 경우, 사진의 이미지, 지면 배열, 

지면의 전체적인 시각적 구성, 영상, 음향 효과 등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는 다기호적인

(multi-semiotic) 분석의 필요성 등도 강조하였다(페어클로, 2004).  

<그림 1> 비판적 담론분석을 위한 3차원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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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담화 실천 사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상호텍스트적 분석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창조적인 담화 관행이나 고도로 복잡한 혼합체에서, 텍스트 

안에 함께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장르와 담론들을 실을 풀어내듯이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페어클로, 2004, p88).  

사회문화적 실천 차원은 담론이 생산되는 조직적, 제도적 환경 20 을 의미하며, 

담화가 사회 구조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되고, 결정된 담화가 사회적으로 

누적되면서 어떤 생산/재생산 효과를 낳고 있는지에 주된 관심을 

가진다(페어클로, 2012). 이는 텍스트 산출과 해석을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의 

논점으로부터 설명하는 것을 의미하며, 담론을 사회적 갈등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반영한다(신동일, 2018). 

정리하자면, 페어클로는 담론분석을 텍스트, 담화 실천, 사회문화적 실천 

차원으로 나누고, 각 차원에 해당하는 분석을 기술(description), 

해석(interpretation), 설명(explanation) 세 단계로 기술하였다(페어클로, 2004; 

2012)(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8> 참고). 

 

 

 

 

 

 

                                           
20  페어클로는 사회문화적 실천 차원이 크게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인 측면으로 구분

될 수 있다고 보았다(페어클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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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차원 단계 내용 

텍스트 기술 텍스트에 대한 형식적 특징들을 찾아내는 단계 

담화 실천 

(혹은 

상호작용) 

해석 

텍스트를 텍스트 자체로서만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 관행과 기억자원으로부터 생산, 유통, 

소비되는 ‘서로 얽힌 텍스트’의 형식자질과 의미를 해석하는 

단계, 즉 기억자원이 어떻게 인출되는지에 관심을 두는 단계 

사회문화적 

실천 

(혹은 맥락) 

설명 

텍스트 산출 과정과 해석 과정에 대한 사회적 결정내용 및 

그것들의 사회적 효과에 관심을 두는 단계 혹은 텍스트의 

산출부터 해석까지 영향을 끼치는 지배적 사회구조나 

이데올로기들의 경합을 추론하는 절차 

<표 8> 페어클로 담론 분석의 3단계 작업 

출처 : 페어클로(2012), 신동일(2018) 재구성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설명’ 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페어클로, 2012). 설명단계의 목표는 담화를 사회적 

과정, 사회적 실천의 일부로 묘사하는 것이다. 사회구조에 의해서 담화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그런 구조들을 담화가 유지, 변화시키면서 어떤 

재생산 효과를 지닐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차원의 효과는 

기억자원에 의해 매개된다. 즉, 사회적 구조가 기억자원을 형성하고, 이것이 

담화를 형성한다. 그리고 담화들이 기억자원을 계속 유지시키거나 변화시키고, 

이것들이 다시 구조를 유지, 변화시킨다. 페어클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회구조 중 권력 관계이며, 사회적 과정과 실천관행 중 사회 갈등의 과정과 

실천이다(p303-304). 담화는 사회적 결정요소나 기억자원을 재생산하거나 

그것들에 변형을 가할 수 있다. 재생산은 산출자가 기억자원에 일치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며, 변형은 산출자가 기억자원을 인출하고 그것에 창조적인 

방법으로 결합하여 변형하는 것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변형은 기억자원 

밑바닥에 깔려 있는 사회적 관계의 변형을 초래할 수 있다(p306). 사람들이 

쉽게 특정 담화를 친숙한 상황 유형에 대한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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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자원은 단순히 뒤따르게 될 규범들(담화 유형, 해석 절차)을 구성한다. 

하지만 기억자원이 명쾌한 규범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면, 해당 상황과 친숙한 

상황 사이에 불합치(mismatch)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상황의 

문제되는 속성들을 잘 처리하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자원이 창의적 

방식으로 제공해주는 자원을 인출하도록 요구한다(p307). 

설명단계는 기억자원으로 녹아 있는 문화적, 사회적 관계 및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가정은 해당 사회나 제도에서 특정한 권력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설명단계에서 탐구될 수 있는 질문은 아래와 같다(페어클로, 

2012, p308-309). 

①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 상황 층위와 제도/기관 층위와 

사회 구조적 층위에서 어떤 권력관계가 이런 담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② 이념(ideologies) : 인출된 기억자원의 어떤 요소들이 이념적 성격을 

지니는가? 

③ 효과(effects) : 상황 층위와 제도/기관 층위와 사회구조적 층위에 있는 

갈등과 관련하여 이런 담화가 어떻게 위상이 정해지는가? 이들 갈등이 

외형적인가 아니면 묵시적인가? 해당 담화는 기억자원과 관련하여 

규범적인가 아니면 창조적인가? 그것이 기존의 권력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가, 아니면 기존 권력관계를 변형시키는가? 

 

2) 보건 영역에서의 비판적 담론분석  

 

비판적 담론분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김종우, 2021; 조상진, 



32 

2021; 신진욱, 2020; 장소연, 류웅재, 2017; 김종태, 2014; 김주환, 2014; 

손흥숙, 2013; 이항우, 2011; 신진욱, 이영민, 2009), 보건 영역에도 

담론분석이 활용되어 왔다(김인숙, 2007; 나영희, 2009; 조진옥, 2016; 이명선, 

2016; 정성식, 김창엽, 2020). 하지만 비판적 담론분석은 고정된 공통의 

분석틀이 없기 때문에 같은 페어클로 모형을 적용한 연구라도 텍스트, 담화 

실천, 사회문화적 실천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었는지, 어떻게 분석을 

수행하였는지는 연구마다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판적 담론분석을 활용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분석 계획을 세웠다. 비판적 담론분석을 활용한 몇몇 

선행연구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나영희(2009)는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과정을 둘러싼 약 1년 

간의 담론을 담론의 대립구도가 뚜렷히 구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자료는 보고서, 시민단체 성명서, 공청회 자료집, 

기사,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자료 등을 포함하였다. 텍스트 차원에서는 

의료급여제도의 재정적 문제의 원인을 둘러싼 양 진영의 담론들에서 사용되는 

어휘, 문단구조, 접속사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고, 담화 실천 차원에서는 

신문매체에서 보도되는 경향을 중심으로 양 담론진영의 텍스트들이 어떻게 

해석되고 반영되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실천 수준에서는 양 

진영 간의 담론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사회 내의 신자유주의적 사고나 

해법과 어떻게 연결되는 지 보여주었다.  

조진옥(2016)은 자살이 주요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담론으로 형성되고 

실천되는 현상을 분석하였다. 저자는 2년 간 발간된 5개의 주요일간지의 

‘자살’을 포함한 제목을 가진 기사를 분석하였다. 텍스트 차원에서는 일차적인 

내용분석, 주제를 통한 유형분석, 사설 및 칼럼형태와 단순 보도 분류가 

이루어졌고, 담화 실천 차원에서는 정보원(정보를 전달하는 주체의 직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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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된 조직), 시기(년도), 사회적 이슈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였다. 사회문화적 

실천 차원에서는 기사와 더불어 정책 자료를 참고하여, 자살에 관한 주요 담론 

생산자와, 담론 내용의 형태, 내용, 구조 그리고 담론이 사회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정성식과 김창엽(2020)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에 대한 권력 중심의 정치 

분석(political analysis)을 진행하였는데, 이해관계자 분석, 통치성 분석과 함께 

비판적 담론분석을 포함하였다. 비판적 담론분석을 통해 어떤 담론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담론들이 어떤 경로로 생산되고 유포되는지 

살펴보았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언론 보도, 학술논문, 시민사회단체 

논평, 성명서 등을 분석하였으며, 담론지형 분석(신문사 유형별 비중 분석, 

기사 내용 범주화, 담론생산 주체 분석), 지배담론 분석(하위담론을 

정식화하여 각 담론의 기본 서사구조, 특징적 어휘, 재현 양상 등 전형적인 

텍스트를 선별하여 각 담론에 내포된 전략과 담론의 권력효과를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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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료 수집 방법 및 분석 자료  

 

본 연구는 매체담화(media discourse)의 중요성을 강조한 페어클로(2004)를 

따라 기사를 분석 자료에 포함하였고, 제주시, 서귀포시 권역 토론회 영상 및 

자료, 1, 2차 숙의토론회 전문가토론 회의록 및 자료, 공론조사 사업 

수행자/청구인 측 숙의자료집 21 , 시민단체 성명서,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 JDC 홍보자료 등 자료집, 홈페이지 소개 등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기사의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뉴스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BIGkinds; https://www.bigkinds.or.kr/)에서 검색 가능한 중앙지 

11개(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방송사 5개(KBS, MBC, SBS, YTN, OBS), 

제민일보, 한라일보의 기사를 수집하였다. 빅카인즈에서 검색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22 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빅카인즈에 참여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서는, 개별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수집하였다. 검색어는 ‘녹지병원 OR 녹지국제병원 OR 

영리병원’으로 설정하였다. 그 외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민단체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서 직접 검색하였고, 접근이 불가능한 자료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자료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21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결과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따르면, 1차 숙의토론회에 참석한 

도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때 배포한 자료집을 얼마나 보고 왔는지 확인한 

결과, 도민참여단의 약 83%가 자료집의 절반 이상을 보았고, 전혀 보지 않은 도민은 

1.1%였다(‘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 32.1%, ‘절반 보다 많이 봤다’ 24.5%, ‘절반 정

도 봤다’ 26.1%, ‘절반 보다는 적게 봤다’ 15.8%, ‘전혀 보지 않았다’ 1.1%).  
22 2009년도 제주의소리가 지방 인터넷언론 전체 4위, 지방 인터넷매체 중 1위를 기록

했다는 기사를 참고하여 포함시켰다. 제주의소리. (2009.03.10). 전국 지방언론사 중 

‘TOP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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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형 정책개발이 청구된 2018년 2월 1일부터 3차 공론조사가 이루어진 

2018년 10월 3일까지 출판된 자료로 기간을 한정하여 수집하였다 23 . 단, 

정확한 분석을 위해 공론조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영리병원 허가 결정에 

대한 전 도지사의 발언 등과 공론조사 사업 수행자/청구인 측 숙의자료집에 

포함된 과거 기사가 포함되었다. 

 

 

 

 

 

 

 

 

 

 

                                           
23  도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지역별 도민토론회가 실시된 날짜는 2018년 7월 

30일이며, 숙의를 포함한 공론조사가 시작된 날짜는 1차 숙의토론회와 2차 공론조사

가 진행된 2018년 9월 16일이다. 하지만 공론조사에 참여한 도민들이 과거 기사를 검

색하여 토론회가 시작되기 이전에 논의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숙의형 

정책개발이 청구된 이후로 청구인 및 사업자 측의 의견 제출과 논쟁 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반영하여 비교적 넓게 기간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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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 분석 방법 

 

본 분석에서 사용한 질적 자료 분석 방법은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이다. 이는 ‘코딩을 진행하다가 중심주제가 나타나면 

그것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코딩이 되었는지 자료를 재검토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 혹은 범주들과 속성들을 개발하고, 포화시키고, 통합시키기 위해 

자료와 자료를 비교하고, 자료와 개념들을 비교하는 것’이다(김인숙, 2016). 

반복적 비교분석법의 과정은 개방 코딩, 범주화, 범주 확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유기웅 외 3인, 2018). 개방 코딩은 ‘자료를 읽으면서 중요한 자료에 

이름을 붙이고 이를 분류하는 작업’으로(유기웅 외 3인, 2018), 자료에 열린 

태도를 갖고 의미단위를 찾아 범주를 생성하기까지의 과정을 통칭하기도 

한다(김인숙, 2016). ‘비슷한 코딩의 이름으로 분류해 놓은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꾸준히 비교하여 상위 범주로 분류하고, 범주에 이름을 붙이는 

작업’이 범주화이다. 범주 확인이란, ‘범주화 과정을 통해 구성된 범주가 연구 

질문과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원자료를 

재확인하는 것’이다(유기웅 외 3인, 2018). 김인숙(2016)은 코딩의 타당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질문하기, 개념을 감지적으로 사용하기 등을 제안하였고, 본 

연구는 이러한 방법들을 적용하여 코딩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귀납과 연역을 함께 사용하는 질적 자료 분석 방법인 틀 

분석(Framework analysis)을 활용하였다(lacey, luff, 2009; 김인숙, 2016에서 

재인용). 틀 분석은 분석 초기에 주제 틀(thematic framework)을 설정하는데, 

이는 대개 연역적 이슈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이 최초의 주제 틀은 자료에서 

출현하는 개념들을 수용하면서 정교화되어 간다. 틀 분석은 코딩에서 출현하는 

개념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귀납적이다(김인숙, 2016). 본 연구는 최초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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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로서, 김창엽(2019; 2017)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질적 자료 분석은 크게 범주 분석(categorical analysis)과 시퀀스 

분석(sequential analysis)으로 구분되는데, 앞에서 제시한 틀 분석은 범주 

분석을 핵심전략으로 하는 분석 방법이다. 분석자료를 범주로 재배치하는 범주 

분석은 자료의 전체적인 형태구조(gestalt)를 보여주지 못하지만 시퀀스 

분석은 맥락을 고려하여 현상을 이루는 사건들의 연속성을 파악함으로써 

범주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현상의 질서, 형태 구조를 보여준다(김인숙,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담론분석의 특성을 고려하여, 범주분석과 함께 

시퀀스 분석도 같이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내적, 외적 타당성(validity)과 신뢰성(reliability) 24 를 높이기 위해 

유기웅 외 3인(2018)과 김인숙(2016)이 제시한 삼각검증법(triangulation) 25 , 

경쟁적 해석들(rival interpretations)을 시험하는 것, 연구 과정과 결정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 등을 적용하였다. 또한, 비판적 담론분석을 활용한 

김인숙(2007)의 연구를 따라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거리를 두면서 

자료를 대하였고, 연구자 자신에 대한 반성적 작업을 연구, 분석 과정 전체에 

                                           
24  질적 연구에서 내적 타당성이란, 연구가 발견한 것이 얼마나 실재(reality)와 맞아 

떨어지는가 하는 것이다(Merriam, 1988; 김인숙, 2016에서 재인용). 질적 연구에서의 

외적 타당성은 Stake(1995)가 제시한 독자의 자연주의적 일반화(reader’s naturalistic 

generalization) 개념을 참고할 수 있다(유기웅 외 3인, 2018에서 재인용). 질적 연구

의 결과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독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상세하고 자세한 기술을 통해 다양하고 서

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 자신만의 이해와 해석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질적 연구에서의 외적 타당성 혹은 전이성(transferability)을 향상시키는 전략이다(유

기웅 외 3인, 2018). 질적 연구에서 신뢰성이란 ‘같은 연구결과를 얻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보다는 수집된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일관성 있는 결과를 찾을 수 있느냐’의 문

제이다(Merriam 2009; 유기웅 외 3인, 2018에서 재인용). 
25 본 연구는 자료의 삼각화를 적용하였고, 특정 담화가 발견되는 다수의 다양한 자료

원을 연구 결과에서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후술할 ‘건강의 공공성 담론’의 실재를 보

여주기 위하여 <표 12> 등을 통해 13개의 이상의 자료원에서 이를 지지하는 담화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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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IRB No. 2110/0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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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결과 

 

영리병원 개설 허가 측에서 주도적으로 형성한 담론은 신자유주의-발전주의 

담론과 소송 담론이며, 불허 측에서 형성한 담론은 건강의 공공성 담론, 대안 

담론, 추진과정 담론이었다. 그리고 녹지국제병원 개설 여부 논쟁은 공론조사 

형식을 빌렸기 때문에 영리병원 불허, 허가 측 주체가 명확하게 가시화되었다. 

따라서 상대 측 권력주체 및 인사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권력주체 담론이 

함께 발견되었다. 한 측에서 주도적으로 형성한 담론일지라도 다른 진영에서 

대항 담론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모든 공간에서 담론적 투쟁이 역동적으로 

발생하였으며 담론과 담론 간에도 연결이 강했다. 따라서 각 담론 별로 대항 

담론도 함께 살펴보았다. 신자유주의-발전주의 담론, 소송 담론, 건강의 

공공성 담론, 대안 담론, 추진과정 담론, 권력주체 담론이 ‘상위 담론’이며, 

각각의 상위 담론은 필요서 서로 배타적이진 않지만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 

‘하위 담론’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26.  

연구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모든 담론과 

갈등에 걸쳐 ‘제주도민’의 이해관계 혹은 ‘제주도민’에게 영향을 주는 

공익/공공성이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이는 공론조사가 이루어지고 

담론이 존재했던 직접적인 공간이 제주도라는 점이 헤게모니 투쟁의 배경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즉, 공론조사가 ‘제주도민’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영리병원 불허, 허가 측 모두 ‘제주도민’을 설득하고 ‘제주도민’의 

                                           
26 후술하겠지만, 상위 담론 간, 하위 담론 간 연결이 다수 발견되고, 담론들 간 구별이 

쉽지 않을 정도로 접합되어 발견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상위 담론과 하위 담론들을 구

분 및 분류하는 것이 해당 담론들이 배타적으로 존재했다는 의미가 아니며, 분석을 목

적으로 분류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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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중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 안으로 담론의 권력 효과가 한정되거나 의미를 획득하는 경우는 

제주도에서 형성되었던 에너지-환경 담론에서도 발견되는 특징이다(최규연, 

2020). 2010년도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의 바람을 공동자원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공공적 관리를 풍력발전 사업의 원칙”으로 제시하는 공풍화 논의가 

발전하였는데(최규연, 2020, p229), 여기서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의 

구별이 철저하게 제주도 내부와 외부라는 지역적 경계로 이루어졌다(p230-

231). 따라서 최규연(2020)은 이런 사례를 통해 ‘공공’이 의미하는 ‘전체 

사회’의 경계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전술하였듯 공론조사 

과정과 담론적 수준에서의 투쟁에서 ‘제주도’에 한정된 이해와 공익은 불허, 

허가 측 모두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였고, 이에 따라 이것은 

후술할 허가 측의 낙수효과, 시장포퓰리즘(신진욱, 이영민, 2009)을 이용한 

헤게모니 구축 전략과 불허 측 대항의 배경이 되었다. 하지만, 후술할 건강의 

공공성 담론에서 보듯, 도민들이 숙의하고 고려하는 ‘공공’의 경계가 

제주도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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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신자유주의-발전주의 담론 

 

1) 신자유주의와 발전주의 

 

신자유주의는 “하이에크(F. Hayek)에 의해 이데올로기적으로 주장되고 

프리드먼(M. Friedman)의 경제적 정당화, 그리고 대처와 레이건의 정치적 

실행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단의 시장지향적 이념”으로 “시장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전제로 시장이 경제문제뿐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문제들에서도 최선의 

대안이라는 시장 만능주의 또는 시장 근본주의 이데올로기의 현대적 

형태”이다(윤상우, 2009, p43). 윤상우(2009)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자원배분 

메커니즘으로서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무역 및 자본흐름의 

장벽 제거하여 자유무역과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가능케 하는 대외 개방, 

자유화, 탈규제 요청, 시장논리의 확대와 경쟁원리 강조, 소득재분배보다 

자본축적을 위한 감세 위주의 조세정책, 최소국가론, 민영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신자유주의의 핵심 논리들을 비판한 나종석(2009)의 경우도, 

신자유주의를 “시장의 자기완결성에 대한 맹목적 믿음에 기반을 두고 정부의 

시장에 대한 규제를 거부하고 경제 문제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문제를 시장의 

논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신조를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p188). 또한, 이광일(2008)은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글로벌 자본을 

더 많이 유치하고 자국의 영토 안에 오랫동안 고정시키기 위한 국민국가들 

사이의 무한경쟁이 핵심이 되었고(존 할러웨이, 1999; 이광일, 2008에서 

재인용), 이에 따라 규제 완화와 철폐가 해법으로 등장하였다고 

주장하였다(p35). 이와 함께, 그는 “공공재는 신자유주의의 최종적 공격의 

대상이며 그것의 사유화는 신자유주의 최종완결을 의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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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p48). 그리고 배성인(2014)의 경우, “신자유주의 시대에 국가는 

개인의 자유 문제는 뒷전으로 미루고 자본의 이익을 위한 자유무역의 문제를 

우선순위로 다루려고 한다. 흔히 ‘세계화’로 불리는 물결 속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신화를 창조하기 위해 자유무역은 불가피하며,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p94), 시장의 논리가 상품논리가 관철되지 

않았던 영역까지 상품화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p99). 한편, 임운택(2010)은 

신자유주의를 정치적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결과로 진단하고, 이를 “자본주의의 

발전단계에 조응하는 축적체제의 새로운 유형(금융자본주의)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축적체제를 온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화과정”으로 

파악하였다(p302). 그리고 신자유주의를 “경제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소유적 

개인주의(possessive individualism) 철학에 기반을 둔 사회와 개인에 대한 

모든 구상을 의미하는 새로운 헤게모니 구성체”로 정의하는 상탈 

무페(2019)는 이의 핵심을 시장원칙(탈규제, 민영화, 재정 긴축 등)을 

부과하고 국가의 역할을 사유재산권,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의 보호로 한정 

짓는데 목표를 둔 정치경제적 실천들로 설명하였다(무페, 2019, p25). 위의 

논의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공재의 사유화 및 상품화, 시장포퓰리즘, 

투자 유치, 규제 완화, 경쟁, 형평성 보다 비용 및 효율성 등을 강조하는 

특성이 발견되는 담론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발전주의는 “산업화(또는 후기산업화)와 경제성장 등을 통한 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다른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태도이자 담론”으로 정의되며(김종태, 2014, 

p168), 발전국가는 ‘성장, 생산성, 경쟁력 측면의 경제발전에 국가행위의 

최우선권을 두고, 평등, 사회복지 등의 다른 목표를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로지 경제발전에만 매진하는 국가’로 정의된다(Onis, 1991, p111; 윤상우, 

2009, p55에서 재인용). 이에 따라 이광일(2008)은 발전국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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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국가의 발전, 경제성장을 위해 동원과 착취의 대상이 되었을 뿐,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실현하는 적극적으로 사회구성원”으로 존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아닌, 

“경제발전을 통한 민족중흥과 통일의 기반이 달성되면 민주주의도, 빵도 

나누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이 고통스럽더라도 참아내야 한다는” 

미래를 그리는 담론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하는 유일한 경로임을 내면화”한 

결과였음을 지적하였다(이광일, 2008, p33).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발전주의 구분 및 혼재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고, 둘 중 어느 것이 지배적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최병두, 

2007; 이광일, 2008; 윤상우, 2009; 임운택, 2010; 박상영, 2015; 박영도, 2016; 

지주형, 2016) 27 . 하지만 신자유주의와 발전주의는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윤상우, 2009; Hill et al. 2012, 14; 박상영, 2015에서 재인용). 이들 

이데올로기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하고(재분배가 없더라도 기업, 시장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성장하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낙수효과(적하효과; 

trickling-down effect) 신봉), 노동부문을 일방적으로 억압, 통제하며 복지 

문제를 회피한다. 그리고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 모두 민주주의보다 엘리트, 

경제관료 주도적인 경제운용이라는 특성을 갖는다(윤상우, 2009). 박성영(2015) 

역시 Hill et al(2012)의 논의를 빌려와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성과’와 ‘자본의 

축적’을 다른 어떤 가치들보다 더 우선시하며, 또한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 

모두 시장 기제에 기초한 국가의 개입 방식을 옹호하고 있다는 

                                           
27 더 나아가, 김동춘(2018)은 한국의 국가 주도형 신자유주의는 발전주의뿐만 아니라 

미국발 반공자유주의 틀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영도(2016)도 이명

박과 박근혜 정부에서 나타난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체제가 갖고 있는 발전주의 논리는 

분단체제와 반공주의의 활용을 통해 허점을 메울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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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박상영, 2015, p29).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에 앞장선 국가권력이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이해관계, 공익 등을 표방해야 하기 때문에 겉으로라도 경제 발전을 

최종 목표로 지향하는 담화가 많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윤상우(2009)가 

제안한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developmental neoliberalization)’ 개념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와 발전주의 간 관계에 접근할 수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이 시장기제의 자유로운 작동을 보장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신자유주의 정책 그 자체가 국가경쟁력과 발전주의적 목표(높은 성장률, 

수출증대, 캐취업 등)를 달성하는 동원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지칭하는 

것”이다(윤상우, 2009, p55). 윤상우(2009)는 한국의 신자유주의화가 심화된 

IMF 경제위기 이후에도 정책목표가 ‘자유시장’ 자체가 아닌 발전주의적 

‘경제성장’에 맞추어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발전주의적 목표를 

내세우더라도 은폐되어 있는 실질적인 목표는 신자유주의적 목표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가 아닌 

‘신자유주의-발전주의’로 담론 이름을 명명하였다.  

 

2) 제주 국제자유도시와 영리병원 

 

신자유주의-발전주의 담론은 담론적 투쟁이 발생하고 존재했던 공간인 ‘제주 

국제자유도시’와 논의의 대상인 ‘영리병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어떤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아왔고, 어떤 경로에 의존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먼저 확인하였다. 

 



45 

(1) 제주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제자유도시’란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의미한다. 정의에서 보듯, 제주 국제자유도시는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표방한다. 이승욱, 조성찬, 박배균(2017)은 제주 국제자유도시는 ‘신자유주의 

공간화의 대표적 산물’이며 ‘신자유주의의 전형적 경제공간을 지향하는 

예외공간’으로 조성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동아시아의 강력한 

국가권력이 신자유주의 논리를 수용하게 되면서, 기존에 국가 영토와 

인구집단에 대해 균일하게 적용되던 각종 규제, 권리, 혜택, 윤리 등이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에 의해 새롭게 재편되어 공간적으로 그리고 시민권의 

차원에서 차별적으로, 예외적으로 작동한’ 결과이다(Ong, 2006; 이승욱, 

조성찬, 박배균, 2017에서 재인용). 하지만 한국의 경우, IMF 경제위기 이후 

이미 우리나라 전체 경제공간의 성격이 신자유주의화 되고 있었기에, 단순히 

발전주의 공간에 신자유주의 공간이 제한적, 선택적으로 도입된 것만으로 

이해될 수는 없으며, 신자유주의가 더 강력하게, 심화된 형태로 발현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이승욱, 조성찬, 박배균, 2017). 한편, 이러한 경제특구는 

저소득국이 빠른 발전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발전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응축되어 있으며, ‘성장’을 약속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이승욱, 조성찬, 박배균, 2017).  

제주 국제자유도시는 신자유주의 자유화와 개방 압력에 대한 수동적 

대응이라기보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두 국가권력의 적극적 행위의 결과였다. 

김영삼 정부 시절 세계화라는 목표와 이를 위해 추진되었던 경제자유화로 

인해 침체된 제주 경제를 극복하고자 하고 개발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지방정부 그리고 제주를 IMF 경제위기 이후 위기 극복과 새로운 경제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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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중심이라는 미래담론과 비전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재현시키고자 

한 중앙정부가 만나 국제자유도시를 탄생시켰다는 것이다(이승욱, 조성찬, 

박배균, 2017).  

한편, 이광일(2008)은 신자유주의 경쟁국가의 특성 중 하나가 지역차원의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자본, 혹은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것이 되도록 경쟁자인 타 지역보다 좋은 사회문화적 

환경을 제공하고, 외부자본의 유치를 위해 물리적 도시재건을 위한 

도시개발전략을 구사하며, 지역의 문화 및 유산을 이용한 이벤트, 페스티벌 

개최 등 지역의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는 종합적 지역판촉전략이 대세를 

이루게 된 것”이다(박경, 2002, p14-15; 이광일, 2008, p46-47에서 재인용). 

현재 국제자유도시는 경쟁력 제고를 이유로 공공 영역인 교육, 보건의료 

부문까지 외국자본에 개방하고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논리에 따른 차별적인 시민권 체제’를 형성하여 개발과 투자를 명분으로 

지역주민을 소외하고 배제하고 있다(이승욱, 조성찬, 박배균, 2017).  

이에 따라 제주가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험장이 되고 있다는 비판(김수길, 2002, 

고충석, 2002), 국제자유도시 개발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조성찬, 

2016), 도정이 성장과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편향되어 ‘개발자치도’로 

전락했다는 비판, ‘외국자본을 위한 천국’을 조성하려는 것이 본질이라는 비판, 

영리병원 도입 등 예외공간에서 발생한 일이 보편공간, 전 국토 공간에서의 

신자유주의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승욱, 조성찬, 박배균, 2017) 등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영리병원 

영리병원 논의는 공공재인 보건의료(혹은 건강)를 상품화하고 이를 통해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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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추구하며, 한국 보건의료 시스템이 시장 메커니즘을 토대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시사인, 2011.04.18)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와 동시에 발전주의를 

목표로 지향하는 논의도 다수 발견된다. 영리병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2002년, 김대중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자 외국인 전용 영리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김한빛, 2019; 임금옥, 2010).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의료산업 

선진화’ 정책 의지를 강하게 천명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 영리병원을 

허용하였다(김한빛, 2019).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으로서 ‘의료산업육성’이 국정과제로 제시되면서 

(김한빛, 2019) ‘소비자의 의료 서비스 선택권 강화, 의료 공급자들의 

자유로운 경영 시도와 경쟁 허용’을 목표로 영리병원 설립을 재추진하였다 

(문화일보, 2018.02.13). 그리고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의료, 보건 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시키는 것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였고, 이에 

영리병원 설립이 다시 추진되었다(김한빛, 2019). 마지막으로, 녹지국제병원을 

포함하고 있는 제주 헬스케어타운의 사업 목표는 ‘의료산업 및 의료관광 

활성화’이다. 녹지국제병원의 설립 계기는 외국인들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과 

이에 따른 외국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함이라고 JDC가 밝혔으며(2차 

숙의토론회), 개설 불허 권고 이후에도 개설 허가를 강행한 제주도지사는 

‘경제 살리기 동참, 관광산업의 재도약,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 등을 그 

근거로 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 2018.12.05). 이렇듯 국가권력의 영리병원 

추진에는 신자유주의와 발전주의적 목표가 혼재하여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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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전주의 국가와 경제권력에 포획된 국가권력28 

 

전 도지사의 발언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 개설은 제주도와 JDC가 “사실상 

녹지그룹에 ‘헬스’ 부분까지 책임지라고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면서 진행된 

사안”이다(제주의소리, 2015.04.16). 따라서 공론조사 과정에서 존재하였던 

담론 및 이데올로기를 확인하기에 앞서, 영리병원 설립 추진의 주된 주체이자 

사업 파트너이기까지 한 국가권력인 2018년도 당시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와 

JDC가 어떤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영리병원을 바라보고, 담론을 

형성하였는지 살펴보았다29.  

 

(1) 제주도 

전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에서 발언한 2018년,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발견되는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제주가 맞고 있는 성장의 기회를 제대로 관리하여 도민 주도의 

발전, 미래에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중략) 제주의 성장은 도민 주도의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중략) 세계 각국의 도시와 경쟁하면서 

풍요로운 제주 공동체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발전의 기회를 더 크게 확보하면서 

                                           
28 본 섹션은 영리병원 추진에 앞장선 국가권력이 어떤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론조사가 끝난 후의 도지사의 발언 등(예를 들

어, 2019년도 신년사, 시정연설)을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29  경제권력인 녹지그룹의 경우, 공론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절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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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통을 극복하고 도민 주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위대하 도시는 위대한 시민이 만든다고 

합니다. 미래를 향한 제주의 담대한 발걸음에 위대한 도민 

여러분이 모두 함께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도지사,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회의록, 2017.11.15). 

 

“앞으로의 4년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시간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더 큰 제주를 위하여 기본으로 돌아가 사람, 자연 그리고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중략) 청년들이 미래의 주축 

세대로 자리 잡고 제주의 새로운 발전의 심장으로 뛸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중략) 흔들림 없는 경제를 

만드는 일은 지속 성장을 담보하는 일입니다. (중략) 미래를 선도할 

신산업을 육성하고 산업구조를 다변화하며, 제주의 경제가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략) 제주도정이 

원칙을 지키면서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도지사,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2018.11.15). 

 

전 제주도지사는 제주의 ‘성장’, ‘발전’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천명함으로써 궁극적인 목표가 성장과 발전이 되어야 함을 당위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리고 ‘도민 주도’의 발전이라고 그 주체를 명시함으로써 

자신이나 특정 집단, 계층만의 목표가 아닌 ‘모두 함께’ 이를 목표로 해야함을 

주장했다. 또한 성장의 ‘기회’, 발전의 ‘기회’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지금 

기회를 잡지 못하면 놓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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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를 통해 도지사가 말하는 성장은 경제 발전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제주의 성장은 다른 지역에서는 부러워하는 일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5% 이상의 경제 성장률, 70% 이상의 고용률, 48%의 

청년 고용률은 단연 전국 1위입니다. 지난 10년간 인구가 10만 

명이 늘었고, 지역내총생산은 최근 3년간 16.4%가 

증가하였습니다. 타 지역들과는 분명히 다른 본격 성장세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문제도 많고 혼란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발전을 위한 진통 즉, 성장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이 어디 있으며 진통 없이 

이루어지는 성장이 어디 있겠습니까”(도지사,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2017.11.15). 

 

‘경제 발전’의 대표적인 지표인 경제 성장률을 앞세워 제주가 전국 1위라는 

점을 명시하면서도 아직 제주는 ‘성장세’를 타고 있을 뿐이라고 묘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는 부러워하는 일’, ‘전국 1위’, ‘타지역과는 

분명히 다른’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하는 표현들을 사용함으로써 ‘1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고, 동시에 타 

지역과의 경쟁이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었다.  

도지사가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명시한 ‘난개발, 쓰레기, 

상하수도 문제, 교통과 주차 문제, 서민주택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양극화’등(도지사,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2017.11.15)은 

‘발전을 위한 진통’으로 묘사되며, “진통 없이 이루어지는 성장이 어디 

있겠습니까”라는 표현을 통해 이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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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회적 문제와 불평등은 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사회적 문제와 불평등의 발생을 문제시 할 가능성 

혹은 과연 이러한 모습의 발전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배제되었다. 이러한 형식은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를 위해 “불평등은 

유감스러운 것이 아니라 (중략)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적 주장과 굉장히 유사하다(Hayek, 1980, Bd3; 임운택, 

2010에서 재인용). 임운택(2010)은 “시민사회의 동의는 무엇보다 첨예화된 

세계시장경쟁에서의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그로부터 미래의 사회적 

번영과 안정을 보장받는 것에 기초”하기 때문에 “사회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시민사회의 불안감은 공교롭게 욕망의 무한질주를 약속(부동산투기와 개발, 

자산자본가들의 해방)하면서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결과에 편승한 

보수세력”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하였다(임운택, 2010, p323). 즉, 

신자유주의-발전주의적 목표를 지향함으로써 발생하고 동시에 주변화되는 

각종 사회적 문제와 불평등은, ‘공교롭게도’ 신자유주의-발전주의적 목표에 

사람들이 더욱 동의하게 하는 헤게모니 구축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해 ‘국제자유도시’로서 ‘국제적인,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경쟁’하며 앞서 나가야 하며, 제주가 ‘세계’를 대상으로 ‘경제적 

영토’를 넓혀야 한다고 함으로써 그 목표를 국제경쟁력 강화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시민들의 사고와 행동의 기준을 국내가 아닌 ‘세계’에 두면,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가 ‘세계 수준’으로 포장됨으로써 그 방향으로의 변화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김종태, 2014)30.  

                                           
30  참고로, 이광일(2008)은 한 국가가 세계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다면 ‘민족

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 사이의 간격에 의해 야기되는 긴장과 모순이 완화되어 가장 

효과적인 대중적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존 할러웨이(1999)가 주장하

듯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유동하는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국민국가들 사이의 무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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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도시와 경쟁하면서 풍요로운 제주 공동체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도지사,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2017.11.15). 

 

“제주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내지는 여러 가지 특성을 잘 

살리면 국제적인,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미래의 생활방식, 

미래의 산업, 미래의 인재 이런 것도 앞서 나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미래를 위한 우리 제주도 자체의 인재 육성과 우리의 

준비, 이 부분을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장점으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도지사,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의회회의록, 

2018.09.05). 

 

“4차 산업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며, 제주가 세계를 

대상으로 경제적 영토를 넓힐 수 있는 기회입니다”(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2019.01.01). 

 

여기서도 다시 ‘우리’, ‘제주’ 등 목표 달성의 주체를 도민 전체로 

확장함으로써 동원효과를 만들어내려 하였으며, ‘기회’라는 표현을 통해 

위기감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를 유발하는 텍스트는 

아래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작한 영리병원 홍보자료(‘외국의료기관 

                                           

이 핵심”이 되었다고 한다(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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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와 진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그대로 다시 나타났다.  

 

“제주가 저가 관광 이미지에서 고부가가치의 해외 의료관광산업 

등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죠. 물론 제주 의료관광의 

청사진과 세계적인 의료관광 도시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니 도민 

모두 힘을 모아 나아갈 필요가 있겠죠”(제주특별자치도, 사업 

수행자 측 숙의자료집). 

 

전 제주도지사가 2018년 공론조사가 이루어진 시기에 형성한 위와 같은 

담화와 담론은 김종태(2014)가 분석한 박정희, 김영삼, 이명박 정부의 

발전주의적 담론과 모습이 유사하다. 이들 모두 ‘선진국’이라는 추상적인 

국가발전의 목표를 위해 ‘우리’ 모두가 그 주체가 되어야 하며, 국제환경 

경쟁의 치열함, 적자생존 그리고 선진국 진입의 기로에 서 있는 현재 ‘우리’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조성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단합과 단결이 강조되었고, 국민들의 현재의 삶은 ‘미래’의 

국가적 영광을 위해 희생될 것이 요구되었다. 김종태(2014)는 ‘선진국 담론의 

틀에서 1970년대 후반 ‘선진국 문턱’에 오른 한국의 정체성이 2014년 

당시까지 40년 가까이 ‘문턱’ 위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고정되었고, 

우리는 이 ‘선진국 진입’이라는 ‘민족적 사명’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40년 동안 강요당해왔다고 비판하였다. 전 

제주도지사가 만들어낸 담론에서 ‘선진국 진입’이라는 목표가 ‘국제 

경쟁에서의 승리’로 대체되고 ‘경제 발전’이라는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의 

궁극적 목표가 그대로 가시화된 것만 제외한다면, 그 담론의 성격과 구조가 

이전 발전주의적 정부들의 담론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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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DC 

다음으로, 영리병원을 ‘강요하다시피’ 추진하였던 또 다른 국가권력 주체인 

JDC를 살펴보았다. JDC는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을 ‘성장과 공존이 조화를 

이루는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해 제주가 국가 발전의 핵심이 되도록 

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있으며(JDC, 2020), 헬스케어타운의 사업 목적을 

‘의료산업과 의료관광 활성화’로 설정했다(JDC, 2021). 이는 

‘국제자유도시’라는 신자유주의적 예외공간을 통해 ‘국가 발전’이라는 

발전주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JDC가 작성한 ‘사업 수행자 측 숙의자료집’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가 경제 발전에 역할 

기대’, ‘경쟁력 있는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통하여 동북아 지역의 주요 

의료관광지로써 미래의 의료관광 산업에 기여’, ‘제주는 관광산업 

특화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의료관광의 경쟁력을 가짐’, ‘관광+치료+요양 등 

연계 서비스 상품개발의 유리한 조건’, ‘각국의 나라들은 의료관광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하고 있고, 의료관광 중심의 흐름이 미국,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오면서 한국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등의 텍스트가 발견되는데 이들 모두 

경제 발전, 산업 발전, 성장, 보건의료의 상품화, 경쟁, 경쟁력 확보, 

지역차원의 장소마케팅 등 신자유주의와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즉, JDC는 영리병원 설립을 통한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 및 

보건의료 상품화는 기업의 자본 축적만이 아닌 제주와 국가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시장포퓰리즘을 내세우고, 다른 국가, 지역과 ‘경쟁’하면 제주가 

우위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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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JDC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조사에서는 시장포퓰리즘 담론을 주로 

형성하였지만, 공론조사 이전에 만들어진 JDC 헬스케어타운 홍보책자를 

살펴보면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보다는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접근을 

강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은 타 산업 대비 시장 규모가 크고 융 

복합 의료기술의 출현으로 꾸준히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낮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건강수요 

증가로 바이오 헬스 글로벌 시장의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의료관광산업은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과 함께 지속 성장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 심화가 예상되며, 가격 경쟁력, 

관광 친화적 환경 등이 강점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한국, 싱가포르, 

태국, 인도 등)이 커다란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들로 

손꼽힙니다”(JDC, 제주 헬스케어타운 홍보책자). 

 

헬스케어 산업은 ‘기업과 자본의 관점’에서 시장이 존재하고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며, 의료관광 산업 안에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겨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한국이 여기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론조사에서는 신자유주의 자체를 목표로 제시하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은폐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보건의료 

상품화 및 시장 기제 도입으로 인한 과실이 기업과 투자자들에게만 

돌아간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모두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시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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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헤게모니를 구축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4) 신자유주의-발전주의 담론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과정 중 영리병원 허가 측(국가권력, 경제권력 등)이 

신자유주의,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형성한 주요 담론들과 담론 간 

연결을 먼저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녹지그룹을 포함한 해외 

대자본을 통한 투자는 의료관광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가 혹은 지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 담론이 존재하였고, 

이는 두 번째 담론인 낙수효과 혹은 시장포퓰리즘 담론과 연결되었다. 즉, 

영리병원을 통한 경제 발전 등이 지역 도민들에게도 혜택을 줄 것이라는 

담론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를 강조하는 담론이 크게 두 

개 존재하였다. 하나는 투자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투자 신인도 

담론으로, 이는 영리병원을 불허할 경우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이는 

의료관광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 유치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다른 하나는 규제 완화 담론으로, 이는 보건의료 영역을 포함한 

전 영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을 전부 개방해야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담론이었다.  

후술할 불허 측의 ‘영리병원의 공공병원,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을 주장한 

대안 담론과 영리병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아닌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담론이 영리병원 허가 측의 시장포퓰리즘 혹은 낙수효과 담론을 

무력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허가 측의 주장은 멈추지 않았다. 이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조사에서 영리병원 불허 측이 낙수효과와 논리적으로 

이어지기 쉬운 발전주의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사실 기업과 자본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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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적 목표가 은폐된 실제 목표일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영리병원 허가 측의 주된 권력 주체인 제주도와 JDC가 

공공성을 대외적으로 표방해야 하는 국가권력이기 때문에 혹은 도민들을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되는 공론조사 형식을 빌렸기 때문에 

낙수효과와 쉽게 연결되는 발전주의적 목표를 최대한 가시적으로 드러냈지만, 

다른 목적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에서 드러난 당시 도지사의 발언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외국인이 설립하든 내국인이 설립하든 영리병원은 보건의료 

체계의 영리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외국인이 설립하는 영리병원도 결국 국내 

법인 투자 및 합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녹지국제병원도 국내법인우회 투자 의혹에 휘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도지사는 이를 무시하고 ‘국내’ 병원의 영리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마치 공공성 및 도민의 이해를 고려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투자’를 위해서 영리병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실제 

목표를 드러냈다. 

 

“*** 지사께서 4년 전에, 원 도정이 출범할 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본인은 국내 병원의 

영리화는 일관되게 반대한다. 갈음하고, 다만 외국인이 설립하는 

영리병원은 투자를 위해서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도의원,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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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해결 담론 

아래 제민일보의 헤드라인과 세계일보 기사를 통해 영리병원 허가 측이 

주장하는 문제-해결 담론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  

 

“투자 메리트 상실 자초한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감소 성장 

동력 상실”(제민일보, 2018.08.13).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추구한 것이 

‘제주국제자유도시’이다. 하지만 2002년 1월 특별법 공포로 

출범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초기에 목표로 삼았던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라는 발전 비전이 제주도의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규제 

강화와 ‘차이나머니’의 유입 중단으로 상실되고 있다. 

관광·휴양·의료 중심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제주국제규제도시’로 

전락하면서 대외 신인도마저 급락하고 있다. 제주도의 규제 강화는 

일자리 창출 정책과 충돌하면서 지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중국 자본이 투입된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건설경기 침체가 현실화한 것이다. 제주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본검증과 사실상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사업에 대한 공론조사 

등을 시행하면서 국제신인도 하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 녹지국제병원을 꼽을 수 있다”(세계일보, 2018.08.06). 

 

그들은 지역 경제가 휘청거리는 이유는 투자 유치 감소(중국 자본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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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로 인해 대규모 개발 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이고, 이는 규제 강화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공론조사를 ‘규제’로 보고 이 때문에 대인 

신인도가 급락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살펴본 전 도지사의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와 동일하게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라는 거의 20년이 지난 

‘발전 비전’을 여전히 당위적으로 수용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 규제 완화, 투자 유치 등 신자유주의적 방법들을 

수단으로 제시하였다. 문제 설정과 문제 해결 방법을 단정함으로써 비판적으로 

문제와 해결을 고민하지 못하게 하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문제 

해결에 동참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대규모 개발이 중단되는 것이 

정말 문제인지, 규제로 인한 중단이 맞는지, 규제 완화는 일자리 창출로 

연결이 되는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한 논리와 근거가 결여되어 있지만 단호하게 

이를 해법으로 제시하였다. 이항우(2011)도 보수세력의 낙수효과론이 

헤게모니 담론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기업을 도와주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문장은 “선행은 선행을 부른다”는 

말처럼 너무 모호하여 그 어떤 반대나 비판도 하기가 어렵다. 사실 그 문장이 

구체적 의미를 지니려면, 최근 십여 년간 한국 경제의 특징적 양상이었던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대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평가와 

해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을 위한 정책이 결국 서민을 위한 

정책”이었다는 “역설”이 세계의 경험을 통해 확인되었다면, 그 구체적인 

사례나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이항우, 2011, p237)31. 

뿐만 아니라 공론조사를 규제와 동일시함과 동시에, ‘법적 근거가 없는 

                                           
31 더 나아가, 보수세력은 ‘낙수효과론’을 넘어 신자유주의가 훨씬 더 평등하고 정의로

운 사회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신자유주의가 경제의 파이를 키워 고용과 분배를 개

선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 대안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평등하고 정의로운 체제를 가

져다 줄 유일한 해답이 곧 신자유주의라는 지배 담론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하였

다(이항우, 2011, p238). 여기에는 ‘행복론’이라는 장치도 동원된다(이항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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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검증’이라는 표현과 공론조사를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마치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절차인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리고 ‘사실상’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사업이라는 표현은 글쓴이도 최종 허가 절차가 남았기에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을 드러내지만, 마치 이미 마무리된 

사업을 ‘규제’로 막고 있는 듯한 인상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보인다32.  

 

(2) 시장포퓰리즘 담론 

영리병원 허가 측은 규제 완화, 투자 유치 등 신자유주의적 수단을 통한 개발 

및 산업 성장은 발전주의적 목적인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고, 이는 

도민들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신진욱과 이영민(2009)는 이를 

‘시장포퓰리즘(market populism)’이라고 정의했다. 시장포퓰리즘이란 “사회적 

삶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시장기제와 상품관계로 변형시키는 것이 단지 

경제적 지배계급의 특수한 이익에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하층계급을 포함한 전체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하는 

언설 행위 및 텍스트의 총체”를 뜻한다(p281). 영리병원, 보건의료산업 자체가 

공공재, 가치재인 보건의료와 건강을 ‘시장기제와 상품의 관계로 변형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영리병원 설립이 최종적으로 도민들에게 이익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 영리병원 허가 측의 담론은 시장포퓰리즘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시장포퓰리즘 담론’이라 명명하였다. 이런 시장포퓰리즘은 

영리병원을 ‘강요하다시피’ 추진한 전 제주도지사와 JDC 모두가 적극적으로 

만들었고,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보도되었다. 이들의 특징은 일반 시민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큰 규모의 금액(투자금액, 생산유발효과 등)을 함께 

                                           
32 이와 같은 공론조사의 정당성에 관한 담론은 후술할 ‘추진과정’ 담론과 연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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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함으로써 낙수효과 33 가 실재하고, 그것이 거대하다는 인상을 주려고 

했다는 것이다. 

 

“외국 영리병원에 대해 도민들이 갖는 우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철저히 감독하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낙수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겠다”(도지사, 

제주의소리, 2015.04.16, 사업 수행자 측 숙의자료집). 

 

“녹지그룹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뭐가 혜택이 있냐 하시는데 

아직까지 6500억 투자했습니다. 1조 투자 약속을 해서 그래서 

지금 운영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낙수효과들이 있겠죠. 채용이라던지 일자리 거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어떤 생산물에 대한 효과”(JDC, 2차 숙의토론회). 

 

“참여 정부에서도 본격 추진된 투자개방형 병원은 많은 정책 

연구를 통해 최소 1조 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와 함께 수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란 평가를 

받아왔다”(문화일보, 2018.04.24a). 

 

그리고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주도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는 주장도 발견되었다. 즉,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주도민에게 혜택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지역인 부산도 이런 혜택을 

                                           
33 홍운선, 윤용석(2018)도 낙수효과가 신자유주의적 사고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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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고 싶어한다고 묘사함으로써 마치 제주도가 ‘영리병원 설립’이라는 

혜택을 놓치고 있고, 제주도가 설립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 이 ‘혜택’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주었다. 

 

“제가 있는 부산같은 경우도, 이 제주도에서 누리고 있는 

중국인들의 무비자 입국, 영주권 획득을 굉장히 유치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저희 부산도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제주도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만들어봅니다”(허가측, 서귀포시 권역 토론회). 

 

더 나아가, 녹지국제병원의 사업으로 인한 이득 중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도민에게 혜택이 된다는 논리도 등장하였다.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게 되는 녹지국제병원의 만약에 

중국환자들이 많이 온다, 여기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10% 

매출의 10%가 다 부가가치로 쌓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 

부가가치가 쌓이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지방교부금으로 

제주도로 들어옵니다. (중략)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에 

들어옴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지방교부금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당장의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체 매출의 

10%를 지방교부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경제적 혜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허가측, 1차 숙의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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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10%가 

붙고, 그중 일부만 지방교부금으로 확보되는 것이지만 마치 10% 전부가 

지방교부금으로 확보되는 것처럼 과장하였다. 이는 토론회에 참석한 도민에게 

과장된 값이라고 곧바로 반박당했으며, 실제로는 오히려 2029년까지 국세 

303억원, 지방세 313억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측되었다(청구인 측 

숙의자료집). 

 

(3) 투자 신인도 담론 

다음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 투자가 유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투자를 위한 신뢰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투자 신인도 담론이다. 이는 

투자와 지역 경제 발전 간 연결을 당연하게 전제하고 있었다.  

 

“외국인 투자 등 투자유치 부진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중략) 이에 따라 

제주경제 규모 확대와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제주 투자 

국제신인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제민일보, 

2018.07.30). 

 

이들은 부진한 투자유치의 다양한 원인 중 투자 신인도에 관심이 집중되도록 

하였다. 즉, 2017년부터 중국 자본의 투자 유치가 저조한 주된 이유가 중국 

내에서 시행되는 ‘외환 보유고 관리 조치’와 사드(THAAD) 보복의 여파 

때문이라는 점(뉴제주일보, 2019.19.03; 뉴스제주, 2018.07.23)을 주변화하고, 

영리병원 불허로 인한 투자 신인도 영향만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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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제주도가 제조업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개발 단계에서도 사실은 

대륙으로는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제조업을 막 끌어내서 해외 

시장을 개척했기 때문에 외국자본의 투자가 그렇게 많이 없어도 

우리가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중략)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도 신뢰를 가지고 또 그것을 보고 또 다른 투자자도 

기꺼이 제주도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합니다”(허가 측, 1차 숙의토론회). 

 

한편, 투자 신인도 담론에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투자 유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담화들도 다수 존재하였지만, 투자 유치 혹은 투자를 위한 대외 

신인도만을 강조하는 담화도 다수 존재하였다. 즉, 경제 발전이라는 

목표마저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투자만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투자만을 강조하는 담론은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 측에서 제기한 모든 

의혹들과 문제들을 전부 주변화하고, (내용 혹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다른 투자를 위해서 허가가 승인되어야 한다고 당위적으로 주장하였다.  

 

“제주도의 신뢰 문제입니다. (중략) 법을 역대 정부에서 만들어서, 

이것도 몇 번에 걸쳐서 보완,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이걸 가져서 

이제 와서 다시 입법 전체를 뒤집어 버린다면, 어느 투자자가 

제주도를 믿고, 정부를 믿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만일에 이게 

잘못된다면, 우리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위상은 물론, 정부와의 

신뢰 관계도 저는 상실할 것이라 생각합니다”(허가 측, 서귀포시 

권역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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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그룹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은 국가 정책의 일관성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보장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내에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받는데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사업 수행자 측 숙의자료집). 

 

“녹지그룹의 제주 투자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향후 

기존 및 잠재 내·외국 투자자에게 제주도는 물론 대한민국은 

투자지로서의 신뢰를 줄 수 없을 것입니다”(사업 수행자 측 

숙의자료집). 

 

“투자유치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제주도 및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8.03.08). 

 

‘정책 일관성’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가져와, 법적으로 규정된 승인 절차 

남았지만 앞에서 승인되었다면 뒤의 절차도 일관적으로 ‘당연하게’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절차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허가’라는 일관성을 지켜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절차상, 내용상 하자 혹은 후술할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전부 배제하고 ‘투자’만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신뢰는 지켜져야 한다’라는 도덕적 명제를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이용하여 동원 효과를 유발하고자 하였다. 공론조사로 

개설 불허가 결정되면 그것은 ‘도덕적 상실’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담화는 



66 

후술할 소송 담론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 

 

“우리 공론결과가 달랐을 때는 도덕적 상실이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문제가 저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허가 측, 서귀포시 권역 토론회). 

 

마지막으로, 지자체간 투자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것이 

‘심각한 우려’라고 주장함으로써 투자 유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도 

발견되었다. 왜 다른 지자체와 경쟁을 해야 하고, 경쟁에서 우위를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발견할 수 없고, 단순히 과거 투자유치 실적과 현재 

투자유치 실적을 타 지자체와 비교, 대비하여 보여줌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이는 자본 유치를 위해 자본 혹은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지역차원의 장소마케팅(이광일, 2008)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전국 지자체간 경쟁에서도 우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신고·도착액 모두 1위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강원·충남·울산·부산 

등에 밀려 신고액은 6위, 도착액은 5위로 떨어졌다”(제민일보,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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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 완화 담론 

앞서 세계일보(2018.08.06), 제민일보(2018.08.13) 기사 등에서 영리병원 

허가 측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제주국제‘규제’도시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규제를 비난했다. 규제 완화 담론은 앞서 다룬 투자 신인도 담론과 비슷하게 

규제 완화를 경제 발전과 연결시키기도 하지만 규제 완화 자체를 목적으로 

갖기도 하였다.  

 

“영리병원은 규제를 없애 의료관광을 비롯한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키자는 의도에서 추진돼왔다. 일각에서는 “태국 싱가포르 

등이 투자를 유치해 아시아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는 데 반해 

국내 병원은 각종 규제에 묶여 의료관광 시장을 경쟁국에 빼앗기고 

있다”(동아일보, 2018.08.17). 

 

이들은 규제를 없애 투자를 받아 의료산업을 활성화시켜, 시장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쟁국’에 시장을 ‘빼앗기고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시장은 원래 우리의 것인데 지금 당장 규제를 없애지 않으면 

우리의 것을 빼앗기게 된다는 불안감과 위기감을 조성하였다. 태국, 싱가포르 

등의 국가는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경쟁해야 하는 존재로 비춰졌다. 뿐만 

아니라 마치 지금 당장 투자를 유치하기만 하면 아시아 의료 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는 투자 만능론을 펼쳤다. 이는 의료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동남아 

국가들의 낮은 인건비(박형근, 2008)와 진료비(이만우, 2009) 그리고 

싱가포르가 영어와 중국어를 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배제하고 투자만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리고 국가 간 경쟁을 넘어 지자체 간 경쟁을 강조하여 위기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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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대화하기도 하였다.  

 

“굳이 의료적으로만 접근할 것이냐.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이 실제로 병원을 짓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제주가 

실제로 인천보다 잘했다고 볼 수 있다”(미디어제주, 2017.09.01, 

사업 수행자 측 숙의자료집). 

 

하지만 일반 시민인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 혹은 

영리병원 추진 주체인 국가권력이 스스로에게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즉, 공론조사가 진행된 제주도만으로 공간을 한정한다면, 규제 

완화 담론이 자주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공론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기 동안, 

제주도 밖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한국의 

경제권력을 대표하는 집단들이 영리병원 설립을 포함한 규제 완화를 중앙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는 공론조사, 담론적 

갈등이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간인 제주도 밖에서 중앙정부를 경유하여 

경제권력이 녹지국제병원 담론에 개입하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이들 

경제권력의 공통적인 특징은 경제 발전, 성장, 일자리 창출 등을 대외적 

목표로 내세웠다는 것이다(시장포퓰리즘). 그리고 이들 모두 규제 완화는 경제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당연하게 전제하였다(자세한 텍스트와 담화는 아래 <표 

9> 참고). 

 

내용(출처)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규제 완화가 주요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하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69 

생기면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경기 침체를 

돌파하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략)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리병원 

설립을 비롯한 9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의료 분야의 규제를 대폭 풀면 

최대 37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중략)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 

완화가 우리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KBS, 2018.07.30). 

“경총 김동욱 사회정책본부장은 “의료산업 규제를 풀면 18만7000~37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데 혁신성장을 외친 정부가 역주행한다"고 지적했다.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과 영국은 의료기관의 10~15%, 미국은 17%가 투자병원이고 

일부는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영리 의료기관 

설립을 금지한 국가는 한국·일본·네덜란드뿐이다. 인제대 이기효 보건대학원 교수는 

"일본도 의료특구에 설립을 허용하고 네덜란드는 금지조항 폐지에 나서고 있다"며 

"쇄국주의에 빠져 국제 흐름에 뒤지면 의료산업 동력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중앙일보, 2018.07.05).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브리핑한 것도 그래서다. 

(중략) 대한상의는 공무원의 책임 시비와 감사 부담, 기득권층의 생존권 위협 의식, 

국회의 이익단체 편향, 국민의 반기업정서 등을 그동안 규제개혁을 가로막은 

장애물로 분석했다. 이를 넘어서려면 한 번에 입법까지 끝낼 수 있는 새로운 

규제개혁 프로세스(규제개혁 튜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중앙일보, 2018.06.18). 

“중기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건의문을 통해 "한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비중이 낮아 산업구조 재편이 시급하며, 의료 관광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략) 중기중앙회가 일자리창출을 위해 개선을 

요구한 10대 규제는 △원격의료 허용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허용 

△관광산업 규제개선 (중략)”(내일신문, 2018.06.20). 

<표 9> 경제권력의 규제 완화 요구 

 

신진욱(2008)이 분석한 ‘자유기업원’이라는 보수단체의 시장공리주의 

이데올로기 담론 전략과 위의 경제권력들, 그리고 더 넓게는 시장포퓰리즘과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권력주체들의 담론 전략은 굉장히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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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은 자유시장경제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정부 규제의 

철폐, 노동조합의 활동 제한, 기업 투자환경의 개선만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p188). 이는 기업의 이익이 사회의 보편적 이익으로 이어져 ‘기업의 

특수 이익이 곧 공공적 이익이라는 헤게모니적 담론 전략’을 펼치는 것이다. 

즉, “자본의 권력을 억제하고 탈상품화된 삶의 영역을 확장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자본 친화적 체제를 지지하고 기업의 이익에 종사함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하게끔” 만들고, 기업과 일반 시민의 

이익의 동일성을 ‘탈쟁론화’하는 것이다(p188). 영리병원 허가 측이 주장하는 

영리병원 도입, 투자 신인도 확보를 통한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의 

낙수효과는 모두 투자자와 기업의 이익이 공공적 이익이 될 것이고 

제주도민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헤게모니적 효과를 구축하고 영리병원 개설로 

이익을 얻을 특정 집단을 은폐하고 피해 입을 사람들을 주변화하였다.  

공론조사 토론회에서도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담화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위의 

경제권력들처럼 노골적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진 못하였고, 규제의 형평성을 

이유로 영리병원 개설을 주장하였다.  

 

“규제는 형평성에 맞아야 합니다. 우리가 남북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데, 사실 상호 신뢰를 통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이 중국에 개설된 것이 200곳이 

넘습니다. 200곳이 넘는 곳은 중국에서 규제를 적정하게 한다면, 

그것을 막을 순 없는 것이죠. 근데 제주도에 50만이 넘는 

중국인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들이 말이 통하지 않는 의료기관 

하나 찾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료기관 하나 개설하는 것 정도는 규제의 형평성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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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허가 

측, 서귀포시 권역 토론회). 

 

‘형평하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중국에서 규제를 적정하게 한다면, 그것을 

막을 순 없는 것’이라는 텍스트를 등장시켰지만, 논리적으로 이는 영리병원 

개설 불허 입장인 ‘중국도 한국에서 규제를 적정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이런 논리 흐름을 피하기 위해 급작스럽게 

‘규제’의 의미를 바꿔 사용하였다 34 . 즉, ‘제주도에서 중국인이 찾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다는 것’이 ‘규제’의 정의가 되었다35.  

한편, 이렇게 경제권력이 적극적으로, 적나라하게 규제 완화를 요구하게 된 

배경엔 중앙정부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 의료영리화가 진행되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이므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라며 방관하였고, 이에 따라 비판 받았다(제주의소리, 2018.07.26, 

2018.09.25, 2018.10.01; 경향신문, 2018.08.19; 내일신문 2018.09.19).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 및 의료영리화를 단순히 방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제때 규제 

                                           
34 전술하였듯, 이들은 아직 최종 허가가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공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규제’라고 당연하게 전제하였다. 
35 한편, 본고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으나 남북간 정상회담과 비핵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던 시기라는 점 그리고 다수의 시민이 그것을 원했다는 점을 이용하여 맥락에 관계

없이 영리병원과 비핵화, 북한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려는 논의가 다수 발견되었다(특히, 

제주가 평화의 섬을 지향한다는 점을 이용하였다). 비핵화를 위해 어떠한 신뢰 구축이 

필요한데, 중국과의 관계에서 혹은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영리병원 개설이 그 신뢰 구

축의 일부인 것처럼 묘사하고, 그것이 필요한 이유가 비핵화처럼 중요한 무엇인 것처

럼 인식되도록 하려는 전략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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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이뤄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동아일보, 2018.08.08). 즉,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추구해야 할 국가권력인 중앙정부가 제주도, JDC와 마찬가지로 규제 완화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규제 완화’로만 

규정함으로써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경제권력들의 요구를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보건 영역에서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즉, 신자유주의 논리에 포획된 국가권력이 보건 

영역마저도 포기하는 모습이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행태는 아래 비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민사회는 무덤 속에서 다시 꺼내진 이번 보건의료의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이 박근혜가 추진하던 의료민영화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에 분노함과 동시에 그 시기보다 더 노골적이라는 점에 대해 

경악한다. 지난 7월 9일 인도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을 버린 것일까? 단언컨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다버리고 얻을 ‘혁신’은 없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제성장의 

도구로 삼겠다는 발상을 버리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머지않아 국민의 혁신 대상이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2018.07.24). 

 

“현재 정부의 의료 규제완화 행보가 *** 지사의 영리병원 

허용정책을 가속화시켰다”, “박근혜 정부에서 준비했던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 이름만 바꿔 현 정부에서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경향신문, 201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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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연속된 보건의료규제완화책은 지난 10여년간 추진되던 

의료민영화 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이들 과제 상당수를 '의료민영화'로 같이 비판하던 

현집권여당이어서 실망감이 크다. 하지만 도덕적 문제보다는 

현정부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 즉 스스로 

오락가락 하는게 더 문제다”(내일신문, 2018.09.19). 

 

(5) 경쟁 담론 

신자유주의-발전주의 담론에서는 국가 간 경쟁 혹은 지자체 간 경쟁 외에도 

보건의료시스템 내에서 공공보건의료 시스템과 영리의료 시스템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담론이 발견되었다.  

 

“***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는 "영리적인 의료가 인구집단에 

도움이 될 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영리의료화는 우리나라 시스템 

전부를 영리화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스템에 영리화라는 

옵션이 추가되는 것"이라며 "영리의료화는 공공의료 시스템과 

경쟁해 공공의료를 더 나아지게하는 모멘텀(성장동력)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한라일보, 2018.07.30a). 

 

“우리의 소득수준이 올라갔을 때 그 여러가지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일 보험 체제, 지금 현재 건강보험체제가 

커버하기 힘들어집니다 점점. 점점 힘들어집니다. 점점 바라는게 

많아지고, 기대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략) 물론,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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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든가 기타 여러기관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그것들을 견제하고, 

그것들이 좀 더 열심히하게 만들어주는 옵션이 필요합니다. 그 

옵션은 국가에서 만드는 또 다른 건강보험 제도가 될 수도 있고,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아니면 한 건강보험 안에서 여러가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보험의 프로그램은 하나거든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한가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많게 하는 옵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과 같이 건강보험의 영향이 

완전히 벗어나는 영리병원 형태를 인정하는 방법도 될 수가 

있습니다”(허가 측, 제주시 권역 토론회). 

 

이는 시장포퓰리즘에 기반한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영리병원 도입을 통한 

보건의료체계 내 경쟁 도입이 공공보건의료를 성장하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구집단에 도움’, ‘우리’, ‘모든 사람’ 등의 표현은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모두가 접근 가능할 것이라는 착각을 유도하였다. 이는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지나치게 적어 시장을 견제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한국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이로 인해 보건의료에 접근하지 못하게 될 

집단까지 의도적으로 배제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영리병원을 도입한다는 것’은 허가 측이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 관광객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병원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지만 사실 

내국인 진료도 분명히 고려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부분이다36.  

 

                                           
36 이는 공론조사 이후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부’로 녹지국제병원 설

립을 허가하였고, 녹지그룹이 이 ‘조건’에 대해 취소소송을 걸면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75 

(6) 선택 담론 

제주도, JDC는 내국인 진료와 민간보험 및 건강보험이 갖는 관계를 지적한 

건강의 공공성 담론을 의식하여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병원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도, 내국인 진료에 대한 

여지를 분명히 남겨두고 이를 도민 이익과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외국의료기관은 해외 의료관광객을 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지만, 내국인(도민)도 진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의료기관은 어떠한 환자든 간에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병원은 인종과 

국가, 종교 등을 떠나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사업 수행자 측 숙의자료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소비자가 거기에 간다면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처럼 한다면 ‘중국 자본에, 

한국인 의사에 의한, 모든 이들을 위한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미디어제주, 2017.09.01, 사업 수행자 측 숙의자료집). 

 

“선택할 수 있는 영리의료라는 게 생겼을 때 과연 그것이 

실질적으로 국민들, 환자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의 증진을 

가져올 것이냐 아닐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열고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시고요. (중략) 건강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잘해왔던 것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지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허가 측, 제주시 권역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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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부분의 도민이 영리병원에 접근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지만, 현실적으로 ‘선택’이 가능할 집단을 명시하지 않고 ‘국민들’, 

‘환자들’, ‘모든 이들을 위한 진료’,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진료’ 등의 

표현을 통해 마치 모두가 이용할 수 있을 것처럼 묘사하였다.  

녹지국제병원이 위치한 서귀포 지역은 서귀포의료원 외에는 종합병원이 없고 

도민들이 서귀포의료원의 의료 질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도민들은 제주시로 

이동하거나 서울에서 치료를 받아왔다(제주의소리, 2018.04.05; 제주의소리, 

2018.07.31; 고충석, 이상이, 홍성철, 2003). 따라서 서귀포 시민들은 자신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서귀포에 위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위의 

담화들은 서귀포 지역의 보건의료 특성과 이에 따른 도민의 기대를 

전략적으로 이용한 결과였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 접근성을 무시하고 영리병원 

허가를 위해 이용된 인도주의, 도덕적으로 모두가 보건의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표현은 후에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내국인 진료를 

정당화시켰다. 

적나라하게 ‘부자’만 영리병원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것은 부자들의 사적 행위이고 ‘자유’이기 

때문에 이를 막으면 안된다는 담화가 발견된다. 

 

“이 녹지국제병원이 개설한 진료과들은 어차피 본인 돈 내는 

것입니다. (중략) 개인의 기호에 맞는 선택적 의료를 하는 것입니다. 

선택적 의료라는데,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이 해서 쌍꺼풀 수술 몇 

번하고 코 높이고, 그런 거 가지고 본인의 자유인걸 어떻게 

방지하겠어요”(허가 측, 제주시 권역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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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내국인이 외국의료기관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이는 본인의 선택에 따른 문제이며,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여서라도 보다 나은 품질의 이용서비스를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사업 수행자 측 숙의자료집). 

 

 “필요할 때는 더 비싼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되는 

문제다. 이것이 제가 첫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허가 

측, 서귀포시 토론회). 

 

‘본인’, ‘자기’, ‘개인’ 등의 표현은 마치 영리병원 설립이 개인들의 사적 

행위와 관련된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고, 개인이 사적 영역에서 행위하는 것은 

자유이고 이것에 타인이 개입하는 것은 자유의 침해라고 인식하게 되는 

효과를 만들었다. 이는 영리병원 개설이 국가 수준의 보건의료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주변 의료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영리병원 

불허 측의 주장 그리고 형평성에 대한 고려를 배제시킨 담론이었다. 즉, 

공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를 허가 측 

인사들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전부 배제하고 사익 추구를 정당화하였다. 그리고 

이를 ‘자유’, ‘자유권’, ‘선택’, ‘선택권’ 등 자유, 권리와 연결하였다. 이를 

통해 시장포퓰리즘이 ‘경제적 논리만으로 지탱되는 것이 아니며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가치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포퓰리즘 성격을 획득한다’는 

모습(신진욱, 이영민, 2009)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자의 자유와 선택권 보장이 최종적으로 도민에게도 혜택이 

될 것이라는 시장포퓰리즘 담론이 다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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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있는 사람이 돈을 그렇게 쓰겠다는 것도 우리가 개인의 

자유권으로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그런일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좀 돈을 벌어서 우리 제주도의 세금으로 

쓰겠다. 전 그게 큰 흐름이라고 봅니다”(허가 측, 제주시 권역 

토론회). 

 

“자기 돈 내서 비급여에 선택적 의료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 여기 아니어도 서울가실꺼고 여기 아니어도 해외나가실 

분들입니다. 그리고 중국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입장으로 

보면, 과연 우리가 이것을 굳이 막아야 할 것인가? 오히려 이것을 

토대로 뭔가 중앙정부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제주도민이 훨씬 

더 지혜를 짜내는 게 아닌가”(허가 측, 제주시 권역 토론회). 

 

(7) 비용, 효율성 강조 담론 

한편, 형평성을 우선순위에서 제거하고, 비용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담화도 

포착되었다.  

 

“의료기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야기한 

것이 형평성, 그 다음에 efficiency, 효율성,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지속가능성입니다. 한번 

들어온 그 의료기관이 그 지역 주민에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형평성만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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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학자로서 말씀드리고 

싶고요”(허가 측, 제주시 권역 토론회). 

 

허가 측 인사 스스로 ‘지속가능성’의 정의를 ‘지역 주민에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로 명시함으로써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은 대다수의 지역 주민이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 하지만 후술할 건강의 

공공성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형평성의 중요성을 낮추기 위해 권위있다고 

여겨지는 세계보건기구와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를 전략적으로 왜곡하여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수익이 아닌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의 

적자를 강조하며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으로 설립되면 결국 폐업할 

것이라는 주장이 발견되었다. 이는 앞의 지속가능성 논의와 같이 비용을 

공공성보다 더 높은 순위에 위치시켜 후술할 건강의 공공성 담론과 대안 

담론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여진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홍준표 도지사가 있었던 

진주의료원. 국공립의료기관이지만, 폐업했습니다. 1년에 적자가 

100억을 넘어가는 이런 것을 계속 운영, 유지할 수 없는 

것이지요”(허가 측, 제주시 권역 토론회). 

 

5) 신자유주의-발전주의 담론 대항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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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비판 

국제자유도시, 영리병원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실험’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담론이 형성되었다. 공론조사 중에 지방선거가 

진행되었는데, 이때 제주 진보정당(노동당제주도당, 민중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이 ‘6.13 지방선거 제주 진보정당 공동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폐지 및 국제생태평화도시 특별법으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이를 요약한 한라일보(2018.05.17) 기사 전문은 아래 <글상자 

1>과 같다.  

 

노동당제주도당, 민중당제주도당(준), 제주녹색당은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6·13지방선거 제주 진보정당 공동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국제생태평화도시 특별법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제주녹색당 고은영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중앙집권적 국가권력은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미명 

하에 제주다판다센터(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설치해 

신자유주의의 온갖 실험을 해대고 있다"며 "도민이 원치 않는 

제2공항을 통해 그 그림을 완성하려 하고, 해군기지를 지어 

평화의 섬 제주를 동아시아 화약고로 만들어 68만 도민을 국가 

주체에서 배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개 정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의 비전은 도민들의 주체적인 

선택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법으로 규정한 '국제자유도시'"라며 

"제주의 난개발과 대형 토건 사업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한 제주특별법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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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진행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 정당은 "최근 도민 3000명의 설문을 통해 운명을 결정하기로 

한 영리병원의 도입 여부도 왜 하필이면 제주에서 이런 실험을 

진행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신자유주의의 실험장으로 

제주도의 역할을 부여한 것이 중앙정부가 강요한 국제자유도시이고 

그 근거가 특별법"이라고 규정했다. 

이들 정당은 또 "국제자유도시 추진 결과 부동산 가격 급등과 

난개발이 이뤄져왔고, 세제혜택을 비롯해 다양한 혜택들을 받고 

들어온 외국자본들이 만든 대형 개발단지에는 비정규직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만 만들어졌다"며 "개발이익은 중앙정부와 

대형자본들이 독점해서 가져간 결과 빈부의 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정당은 "제주지역 진보정당들은 제주에서의 신자유주의 

실험을 멈추게 하고 자치권 확보를 위한 우선 과제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폐지를 공통정책으로 제안하며 

뜻을 함께하는 시민, 노동, 농민 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도민들이 

함께 참여해줄 것을 제안한다"면서 "국제자유도시를 폐기한 

자리에 제주를 국제 생태와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갈 근거로 

특별법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한라일보, 2018.05.17 

<글상자 1> 6.13 지방선거 제주 진보정당 공동정책 발표 기자회견 내용 

 

신자유주의의 ‘실험’장이 되어버린 제주도에서 전 도지사는 영리병원이라는 

“하나의 특별한 ‘실험’적인 정책”을 시도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밝히기도 

하였다(제주의소리, 2015.12.21). 그리고 이에 따라 영리병원이라는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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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하는 담화가 발견되었다. 

 

“배심원단 회의를 통해 제주 땅에서 잘못된 실험이 종결되길 

희망한다"(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한라일보, 2018.10.02a). 

 

“저는 처음부터 부동산기업에게 영리기업을 하라고 JDC가 얘기를 

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재부가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영리병원을 제주도 보고 유치하라고 한 것 

제주도를 실험장으로 삼은 것 이런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불허측, 2차 숙의토론회). 

 

한편, 국제자유도시뿐만 아니라 영리병원을 ‘비인간적인 신자유주의적 

광기’라고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한 경쟁과 대형 

자본의 이윤 창출을 비판하는 담화도 발견되었다. 

 

“국내 최초로 승인받은 영리병원은 어떤가. 영리병원은 한계에 

부딪힌 천민자본주의가 인간의 생명과 건강까지 돈의 질서로 

편입시키는 비인간적인 신자유주의의 광기이자, 반(反) 서민 

정책들로 점철됐던 박근혜 정권의 막가파식 의료영리화 정책의 

산물이다. 영리병원은 단지 의료장사꾼들의 배만 불릴 뿐, 과연 

도민들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오히려 제주의 영리병원은 

시장경제에서 유일한 청정구역으로 남아있던 건강권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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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논리에 무너지는 빌미만 제공할 수도 있다”(제주의소리, 

2018.05.09).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의 의료환경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영리병원 허용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근대화와 선진화의 상징적 

존재인 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보건의료인들을 지금보다 

더 심한 무한 경쟁의 대오로 내몰거나 의료업을 매개로 한 대형 

자본의 이윤창출 수단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청구인 측 숙의자료집). 

 

(2) 발전주의 이데올로기 비판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비판에 이어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담론도 

발견되었다. 이들은 발전주의의 맹목적인 우선순위와 국제자유도시를 비판하고,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전환을 제안하였다.  

 

“제주의 급격한 양적 팽창 속에 정작 도민의 삶의 질을 누릴 

권리가 확장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략) 양용찬 열사가 

그토록 원했던, 그래서 온몸으로 외쳤던 말을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살과 뼈를 갉아먹으며 노리개로 만드는 

세계적 관광지 제2의 하와이보다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자 생활의 

보금자리로서의 제주를 원하기에 제주도개발특별법 저지를 외치며 

이 길을 간다.” 이 예언처럼 국제자유도시라는 이름으로 10여 년간 

한 것이라고는 개발사업뿐입니다. 자본과 개발을 근간으로 하였기 

때문에 제주의 정체성과 비전에 대해서는 소홀했습니다. 그 결과 

도민의 상대적 박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늘어도 조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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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률은 50%도 안 되고 1차 산업 조수입도 목표 대비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도내 85%를 차지하는 5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 

수준도 전국 평균 대비 2010년 82.9%에서 2017년도 78.5%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정에서는 중앙정부 권한을 더 

확보하면 만사형통인 것처럼 권한이양에만 매달리고 

국제자유도시의 외형 키우기에만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제주 고유 

가치는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회복, 복지, 평화, 인권의 

가치를 염원하는 기본정신을 담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 수 있도록, 비전을 새롭게 

담을 수 있도록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국제생태평화도시 및 지속 가능 제주 발전 조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특별법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국제자유도시에 관하여 언급한 것처럼 제주는 제주의 고유 가치는 

잃어가고 난개발과 투기자본이 할퀴고 간 상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버투어리즘이 화두가 되는 상황에서 제주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입니다. 제주에 또 하나의 

공항이 필요한지, 더 많은 관광객이 필요한지, 향후 제주 관광의 

방향과 비전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도의원,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2018.09.05). 

 

한편, 발전의 중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건강이 그것을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는 주장이 다수 존재했다. 특히, 이들은 영리병원 허가 

측에서 당위적으로 주장하는 규제 완화와 경제 발전 간 연결고리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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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건강을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산업으로 하다 보면 문제의 

본질이 자꾸 사라집니다. 건강이 본질인데, 공기청정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공기청정기를 들여오다 보면, 미세먼지가 문제인데 

미세먼지와 관련된 건강을 본질적으로 고민하는 게 아니고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산업이 발전한다는거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만드는데 공기청정기 산업은 발전하고 

오히려 건강은 퇴보하는 이런 사회현상을 산업이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해요”(도의원,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2018.07.17). 

 

“이익은 개인화하고 부담은 사회화하는 것이면, 경제를 키워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규제를 풀고 일자리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다. 

불평등만 키우는 성장, 지출과 부담이 늘어나는 가계, 빈곤을 

예비하는 질 낮은 일자리가 건강과 안녕에 닿을 리 없다. (중략) 

삶의 질을 높이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권리를 높이고 불평등을 

줄이는 경제라야 생명이 산다. 가치와 수단을 뒤집지 말라. 건강할 

권리를 누리고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가치라면, 경제와 혁신과 

일자리는 이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한겨레, 2018.06.27). 

 

“최근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 속에 신산업 촉진에 대한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 신산업 촉진요구가 이들에 

대한 지원책보다는 주되게 국민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규제개혁을 

하지 못해 작금의 경제위기가 가중되는 양 주장되고 있다. 이들 

신산업은 대부분 '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기초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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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다는 최종판매상품과 관련된 규제완화에만 열을 올린 

기현상이 벌어진 셈이다. 여기에 바이오헬스산업발전을 핑계로 

보건의료 규제완화가 다시 추진되고 있다. (중략) 이제 더 이상 

산업성장의 먹잇감으로 보건의료를 거론해선 안된다. 정상국가로 

돌아가야할 과제 중 하나는 보건의료의 공공적 성격을 공고히 하고 

더 이상 산업발전과제로 보건복지부분을 거론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상식이 되어야 한다”(내일신문, 2018.09.19).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와 개발 사업자 중심으로 개발을 추구해왔던 것이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각종 부작용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미 

제주도 관광객이 1700만명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성장이 아닌 재분배에 

관심을 갖고, 가치를 지켜야한다고 다시 주장하였다. 

 

“두 번째 (목표)는 소득 불균형 해소입니다. 제주 경제의 

중추기반인 관광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2000만 명 관광객 

달성도 아니고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관광 

소득이 대기업과 몇몇 개발 사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제주 

관광의 미래는 또한 없다고 봅니다. 지난 민선 6기 도정에서 

제주가 전국에서 드물게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느 지역보다 많은 일자리를 공급하며 외형적으로 

경제적 풍요를 가진 것처럼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비정규직과 가장 낮은 임금을 보이며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숨 

막히는 제주의 삶을 도민들은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기업의 낙수효과를 바라보는 도정의 경제정책은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중앙정부에 독자적으로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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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소득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분권을 요구하기도 해야 

됩니다. 어려운 도민들의 혈세를 모아 일부 사업자의 소득만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은 더 이상 제주도민의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도의원, 제36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2018.07.04). 

 

“관광객 증가에 따라 수익이 더 창출된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한 

현실적 피해는 하수처리 포화를 통한 바다오염과 환경파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익은 사업자가, 피해는 도민과 미래세대 

모두가 감당하며, 죽어가는 바다를 헤매며 눈물 흘리는 

해녀분들의 고통은 우리의 앞날을 예견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략) 절대수익 부족이 아닌 소득 불균형에 따른 위기가 

제주도에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거시 

경제적 차원의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투자 및 

기업유치와 사업개발 등 대규모 사업자 중심에서 진행해 온 누적된 

도정 정책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도의원,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2018.07.19). 

 

“제주 미래비전의 방향 전환입니다. 지난 10년간 제주도의 

관광객은 600여만명에서 1700만명 이상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도민행복은 3배 증가하지 않았지만 

부동산값상승, 교통불편, 쓰레기문제 등 도민의 불편은 3배이상 

증가했습니다. 제주의 미래에 대해 전 도민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제주가 되기 위해 

제주미래 비전이 도민중심, 자연중심으로 전환돼야 합니다”(도의원 

후보, 제주의소리,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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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포퓰리즘 비판 

마지막으로, 건강이 개발과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영리병원 허가 측에서 기대하는 낙수효과 혹은 시장포퓰리즘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직접 근거를 들어 반박하는 담화들도 다수 존재하였다. 이는 

후술할 대안 담론에서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을 비교하여 제주도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비교하는 담론과도 연결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녹지국제병원을 이용하게 될 관광객 수는 외래 환자를 포함해도 연간 1만명에 

불과하다(청구인 측 숙의자료집). 구체적으로, 오상원(2017)은 녹지국제병원 

허가 측에서 주장하는 ‘의료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은 터무니없이 

과대포장 되어 있다고 다음과 같은 근거로 비판하였다. 영리병원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많은 환자를 유치하고 수술 횟수를 늘리기 위해 

평균재원일수가 일반병원(4.5일)보다 짧은 3일이다(한국병원경영연구원, 2006; 

오상원, 2017에서 재인용). 그리고 녹지국제병원은 47병상 규모의 병원이기 

때문에 연간 입원환자 수는 약 5,800명이다. 여기에 외래 환자를 포함하면 

연간 약 1만 명의 환자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녹지그룹이 밝힌 

수치와 일치한다. 하지만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2016년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360만명으로, 녹지국제병원 도입으로 인한 실질적 

관광객 증가율은 0.27%이다.  

녹지국제병원에 고용될 사람들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민,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보건의료노동자일 가능성이 높다(청구인 측 숙의자료집). 실제로 

녹지국제병원에 고용된 의사 9명, 약사 1명, 간호사 31명 등 직원 134명 중 

의사와 약사는 제주 출신이 아니고, 간호사도 일부만 제주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인원은 청소, 주차요원 등 시설관리요원이다. 지금은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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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전이기 때문에 제주도민 고용을 이야기하지만, 개설 이후 중국인이 병원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에도 제주도민을 고용할지는 아무도 

모른다(제주의소리, 2018.07.26). 그리고 중국인이 아닌 제주도민을 

고용한다고 할지라도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하다. 녹지국제병원 전체 직원수는 

총 134명인데, 통계청에 의하면 제주 취업인구 수는 36만 6000명으로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가져올 고용창출 효과는 0.036%에 불과하다(오상원, 

2017).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 운영하는 여행사, 

식장, 숙박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2014년 제주방문 중국 관광객 

290만명이 중국인이 운영하는 곳을 이용하였다(청구인 측 숙의자료집). 또한, 

녹지국제병원이 위치한 제주 헬스케어타운은 호텔, 카지노, 면세점, 음식점 등 

관광에 필요한 모든 업종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기여할 수 없고, 헬스케어타운 내에서 모든 수익을 독차지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준다(오상원, 2017). 

한국에서 영리병원을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는 태국 등 의료관광 주도국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없다. 한국에서 영리병원을 통해 의료관광이 활성화된다는 

주장은 국내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데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청구인 측 숙의자료집). ILO 보고서 및 연구에 따르면 태국 등 동남아 

국가가 의료관광에 성공한 비결은 병원원가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이며, 동남아 국가들의 의료관광 전담 영리병원이 진료비, 

치료비가 더 싸다. 그리고 영리병원 성공사례를 만들어낸 싱가폴 최대 

영리병원인 파크웨이 그룹도 태국과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영리병원을 짓지 않겠다고 하였다. 태국 등 동남아 국가를 찾는 사람들은 

치료비 때문에 다른 나라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치료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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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다면, 더 비싼 병원을 이용할 동기가 없다. 그런데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해 국가 간 의료기술의 차이도 크지 않다(청구인 측 숙의자료집). 그리고 

‘녹지국제병원을 대변한다는 JDC’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고품질 의료 서비스 제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와있다(도의원,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의회회의록, 2018.09.05). 

이미 많은 곳에서 의료관광을 위한 외국인 영리병원을 설립했다. ‘한 물 간 

사업’이다(제주의소리, 2018.04.05). 

따라서 아무리 투자하고 지원해도 의료관광 성과는 미미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따라서 녹지국제병원은 ‘국내’ 환자에게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만을 

하게 될 것이 뻔하다(청구인 측 숙의자료집). 그리고 “건강과 보건의료는 본래 

경제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만에 하나 그렇다 해도 국민의 

주머닛돈에 의지해야 한다”(한겨레, 2018.06.27). 즉, “보건의료지출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낮출 수 있는 필수지출로 필연적으로 가계소비 및 건전한 

지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약화시킨다. 사람은 누구나 아프기 때문에 기업들이 

호시탐탐 노리던 시장이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건강보험 등의 

제도가 마련된 이유가 이 때문이기도 하다. 즉 최저임금과 소득을 올려도 

의료비, 약값이 더 들어간다면, 실제 가계지출은 늘어나지 않는다. (중략) 

한국에서는 보건의료산업화와 민영화를 통해 일자리도 크게 창출되고, 

경제성장도 할 수 있다는 환상을 부추겨왔다. 더구나 보건의료 부분 

일자리조차 공공병원과 같은 공익적 보건사업 확대가 영리병원 같은 

영리사업보다 휠씬 낫다. 보건의료부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인력을 

축소하고, 가격은 높게 받는 방식밖에 없다. 보건의료부분은 생산제조업이 

아니라 태생부터 사회를 보좌하는 필수서비스산업이다. 따라서 주요선진국 

누구도 추구하지 않는 보건의료부분 시장화 정책은 망상이고 

허상이다”(내일신문, 2018.09.19). 



91 

제 2 절 소송 담론 

 

1) 소송 담론 

 

국내 공공보건의료체계 붕괴 우려와 함께 도민참여단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이슈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로 인한 소송 가능성이었다(제주의소리, 

2018.10.03) 37 . 소송 담론은 소송이 제기된다는 것과 제주도가 소송에서 

패소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전제하고, 도민들이 개설 불허 결정을 내리면 

소송비를 도민이 책임져야 한다는 담론이다. 허가 측은 단순히 소송 위험을 

강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도민들의 부담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송비를 

과장하기도 했다. 또한 ‘투자비 및 누적순손실 합계 약 850억 원 가량 추정’, 

‘매월 약 8.5억원 순손실 발생’(사업 수행자 측 숙의자료집) 등 그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부담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도록 만들었다(아래 <표 10> 

참고). 

 

내용(출처) 

“녹지그룹, 1조원의 투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실행된 거만 약 6천억 

입니다. 만약에 이게 공론화위원회에서 중지가 되면 이 6천억 소송을 하겠죠, 

그러면 제주도 도민들이 6천억원, 6357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제주도지사 님이 이걸 

다 내실까요? (중략) 이 부분을 제주도민들께서 부담하셔야 될 것 

                                           
37 전 제주도지사가 영리병원 불허라는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영리병원 개원을 허

가한 후 2019년도 신년사에서 “전면 불허 결정을 내릴 경우 외교적 문제가 우려되고, 

대규모 소송이 제기돼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면 손해배상에 따른 정부(보건복지부), 공

기업(JDC), 제주도 간에 책임 공방을 놓고 싸움을 벌여야 하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발언하여 마지막까지도 소송을 개원 허가의 이

유로 제시할 만큼 소송 담론은 영리병원 허가 측의 주요 담론 중 하나였다(제주특별자

치도, (2019.01.01)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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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습니다”(제주시 권역 토론회).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걸 잘못하다가는 제주도가 엄청난 덤터기를 쓸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허가 측, 2차 숙의토론회). 

“녹지병원은 건물을 준공하고 인력을 채용했지만 병원 개원도 못 한 채 매월 

8억여원을 지출하는 등 경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론조사에 따라 

병원 개설을 불허하면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세계일보, 2018.08.06). 

“녹지 측은 개원이 불발될 경우 제주도를 상대로 인건비(월 8억5000만원)를 포함해 

거액의 손해배상 및 행정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이다”(중앙일보, 2018.07.05) 

“불허로 결정될 경우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빠른 결론이 요구되고 있다”(제민일보, 2018.02.26). 

“특히 도가 공론화를 명분으로 정책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도민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녹지국제병원이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제민일보, 2018.04.18). 

“향후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도민들의 혈세만 날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략) 녹지병원은 개원이 안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한라일보, 2018.07.23).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이미 공론조사위원회 

결정 사항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제주도의 최종 결론에 따라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제민일보, 2018.08.29). 

<표 10> 소송 담론 담화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대형 로펌을 소송 대리인으로 언급하고 ‘우려사항’이 

아닌 ‘현실사항’이라고 강조하여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라는 전제를 

정당화하고, 시민들이 영리병원 개설 불허를 선택할 경우 이런 소송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그리고 국가권력인 JDC는 자신들이 

영리병원 허가 측에 서서 경제권력인 녹지그룹을 대변하는 이유가 이러한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는 

국가권력이 공공성에 반하는 결정을 추진하는 행위를 소송 담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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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하려고 했다. 

 

“녹지그룹은 현재 ***을 통해서 이미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고 

이미 도에다가 이미 공문을 두 번 보냈거든요 그런걸 보면 사실은 

우려사항이 아니라 현실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막아서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많습니다”(JDC, 2차 

숙의토론회). 

 

또한, 국내 재판이 아닌 국제 재판으로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책임을 제주도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조성하였다38. 

 

“국가소송이라는 ISD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가 투자협정상 

의무를 위반했거나 투자자가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는, 국내 

법원이 아니라 국제 기관에 중재를 요청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공론조사 결과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와 

다르게 우리 공론결과가 달랐을 때는 도덕적 상실이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문제가 저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허가 측, 서귀포시 권역 토론회). 

 

녹지그룹을 대변하고 있는 JDC를 포함하여 영리병원 허가 측 전문가들은 

                                           
38 기업과 투자자가 소송 등을 통해 공공정책과 법에 개입하는 것은 ‘Regulatory chill’ 

개념을 참고할 수 있다. 보건 영역과 관련된 논의는 Boru(2021)의 연구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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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그룹을 대신하여 소송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시민들에게 소송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을 얻으려 하였다. JDC의 이런 행태는 전형적인 ‘경제권력에 포획된 

국가권력’의 행태로 볼 수 있다. 

 

“이게 집 지으라고 막 강요해 놓고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판 안하시겠어요?”(JDC, 2차 

숙의토론회). 

 

“지금까지 14개월 이렇게 지연되고 당연히 손실을 보고 있는데 

어느 누가 여러분은 그러면 가만 나두시겠습니까”(JDC, 2차 

숙의토론회). 

 

“그 다음 민원책에 관해선 웃기는 사항은 건물 지어서 매달 

8억5천씩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지연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드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가 1년에 매년 40, 14개월 이상 

지났는데 그 778억에다가 매월 8억 5천 나가는 상태를 그냥 

민원책을 당연히 여기겠습니까? 그것은요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주도에서도 민원책을 지연한 것이기 때문에 

녹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향후에 법적 소송을 할거다 쓸 

수 있는 그런 카드일 수 있습니다”(JDC, 2차 숙의토론회). 

 

그리고 소송의 정당성 뿐만 아니라, 녹지그룹이 공론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성도 소송 담론을 통해 부여하였다. 즉, 녹지그룹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공론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소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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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을 형성함과 동시에 공론조사 불참에 대한 정당화가 이루어졌다. 

 

“아마 녹지국제병원이 지금 공론화 진행과정에 본인들이 직접 안 

나오고 제3자가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에 본인들이 나오면 

소송에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저도 굉장히 억울한 면이 있는데 그 

얘기는 반대로 녹지국제병원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거의 저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허가 측, 1차 숙의토론회). 

 

“녹지병원은 오늘 공청회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론화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좀 의아한데, 그 예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벌써 소송 준비하고 있는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허가 측, 제주시 권역 토론회). 

 

2) 소송 담론 대항 담론 

 

가장 많이 발견된 대항 담론은 아래 <표 11>의 담화처럼 소송, 손해배상을 

이유로 개원 불허를 주장하는 것은 협박이라고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다. 

 

내용(출처) 

“방송을 보다가 경영본부장인가, 지금 이사장 대리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숙의형 공론조사를 하면서 헬스케어타운 여론조사를 하는 

상황인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도지사와 도청과 도민들을 협박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녹지국제 병원 인허가를 안 주면 700억에서 1000억원 되는 돈을 배상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인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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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제주도에서 분명하게 논의를 심사숙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장 대리께서 그런 얘기를하시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도의원,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의회회의록, 2018.09.05). 

“소송에 걸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소송에 걸린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시는데, 기정사실화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협박이에요. 소송에 걸리니깐 다시는 

취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불허 측, 1차 숙의토론회). 

“이 공론조사 과정이 여러분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명한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결정해봐야 소용없다 왜 어차피 소송 들어올 거다 소송 그 

잘못된 결정하면 돈 다 물어낼거다 니네들 물어낼래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 매우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지요”(불허 측, 2차 숙의토론회).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죠 이게 그런 과정에서 비용이 어느 정도 수반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이 지금 JDC가 말하는 그런 협박처럼 그렇게 대단히 많이 들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고”(불허 측, 2차 숙의토론회). 

<표 11> 소송 담론 협박 비판 담화 

 

하지만 도민들은 이미 손해배상을 ‘피부로 와 닿는 문제’(도민, 2차 

숙의토론회)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불허 측에서는 도민들이 체감하는 

소송의 가능성과 패소 가능성을 낮추려는 대항 담론을 형성하였다. 현재 

녹지국제병원은 개설 허가가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고 개원 연기도 녹지 측의 

동의를 얻고 연기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행정소송이 발생해도 승소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불허 측, 1, 2차 

숙의토론회). 특히, JDC가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비용을 도민들에게 전가하려는 

모습을 직접 비판하며, 소송이 발생하더라도 정부와 JDC가 그 책임 주체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걸면 몇 백억 물어준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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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자꾸 지난번 설명할 때 1인당 33만원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돈벌 때는 한 번도 본인들, JDC가 일 년에 천억 이천 넘게 

남거든요, 그런데 그 일인당 얼마씩 돌려준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손해 볼 때만 갑자기 도민들에게 1인당 얼마라고 

얘기를 합니까? 1인당 물어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정부와 JDC, 

일 년에 이천억씩 이익이 남고 9600억 이익이 났는데, 그걸로 

물어주면 됩니다. 도민들이 그걸 왜 물어 줍니까 그걸. 그건 소송 

걸리지 않을뿐더러 소송에 걸린다 하더라도 감내해야 할, 미래를 

위해서 감내해야 할 비용이고 그것은 정부와 도가 감내해야 할 

비용이겠죠”(불허 측, 1차 숙의토론회). 

 

 

 

 

 

 

 

  



98 

제 3 절 건강의 공공성 담론 

 

1) 건강의 공공성 담론 

 

(1) 건강의 공공성 

영리병원 개설 논란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사회권력이 형성해온 대항 담론은 

공공성 담론이다. 그리고 이번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과정에서도 건강의 

공공성 혹은 그것을 구성하고 그것과 관계하는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강조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담론이 존재하였다. 아래 <표 12>에서 보듯 이는 ‘건강권’, 

‘격차와 차별 없는 건강’, ‘건강할 권리와 불평등을 줄이는 것’, ‘아픈 이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 ‘병원의 공익적 역할’, ‘보편적 의료 이익’, 

‘공공재로서의 보건의료’ 등 김창엽(2019)이 제안한 건강의 공공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가치들을 강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9 . 그리고 불허 측은 

영리병원 개설과 그것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이런 가치들과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건강의 공공성 담론은 앞서 

살펴본 신자유주의-발전주의 담론 대항 담론과도 연결되었다.  

 

내용(출처) 

“가치와 수단을 뒤집지 말라. 건강할 권리를 누리고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가치라면, 

경제와 혁신과 일자리는 이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한겨레, 2018.06.27). 

                                           
39 2장 3절 자료 분석 방법에서 명시하였듯, 본 연구는 김창엽(2019; 2017)의 논의를 

참고하여 초기 주제 틀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의료 공공성 담론’ 혹은 ‘보건의료 공

공성 담론’ 등이 아닌 ‘건강의 공공성 담론’으로 담론 이름을 명명하였다. 뿐만 아니

라, 좁게 본다면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례가 영리병원이라는 한정된 주제를 다루는 사

례일 수 있지만, 본 사례에서 실재한 건강의 공공성 담론은 영리병원을 넘어 사람의 

건강에 대한 논의도 다수 포함하고 있었다(특히, 헤게모니를 고려한다면 건강권, 건강

형평성 등 건강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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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의 핵심으로 병원의 공익적 역할을 아예 사적 이익추구 

영역으로 내주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 제주도민의 건강권과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의료비 폭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 제주도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적폐 영리병원을 청산하라”(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2018.07.30). 

“국민 건강권 수호와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해 공공병원화를 추진해줄 것을 

제주도에 강력히 촉구한다”(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한라일보, 2018.07.30b). 

“근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적폐인 영리병원 정책은 청산돼야 

한다”(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제민일보, 

2018.10.03). 

“영리병원, 도민의 건강권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전략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보편적 의료 이익에 부합되게 재설계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처 강구해 주십시오”(도의원,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2018.07.17). 

“격차와 차별 없이 모든 이의 생명과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을 막아서고, 의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첫 횃불을 제주에서부터 들어 

전국 곳곳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제주도민과 배심원단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라일보, 2018.10.02b). 

“영리병원은 그 설립 자체가 의료의 본령과 본질에 어긋나 있다. 영리병원은 그 

목적이 아픈 이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인 병원이다”(청구인 측 숙의자료집). 

“병원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은 기본적으로 영리건 비영리건 돈 버는 

그런데는 아니다. 그런 개념이 있지요”(불허 측, 2차 숙의토론회). 

“의료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죠. 

(중략) 헌법재판소는 ‘의료는 공공재’라며 국가의 법적 규제가 당연하다고 

판결했습니다”(제주의소리, 2018.07.25). 

“아프면 병원에 가야합니다. 근데 아픈데 병원비가 엄청 비싸다 못가요. 그러면 

사람이 죽는거죠. 따라서 의료비는 사람이 부담할 수 있을 만큼 해야된다 그게 바로 

건강보험이고, 건강보험 적용안하고 의료비를 아주 비싸게 받는 것이 영리병원이기 

때문에, 영리병원인 병원 안되고. 비영리병원, 국공립병원으로 개설하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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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리는 것입니다”(불허 측, 서귀포시 권역 토론회). 

“제주의 영리병원은 시장경제에서 유일한 청정구역으로 남아있던 건강권마저 

경제논리에 무너지는 빌미만 제공할 수도 있다”(제주의소리, 2018.05.09). 

“도민 건강을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산업으로 하다 보면 문제의 본질이 자꾸 사라집니다. 건강이 

본질인데, 공기청정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공기청정기를 들여오다 보면, 미세먼지가 

문제인데 미세먼지와 관련된 건강을 본질적으로 고민하는 게 아니고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산업이 발전한다는거죠”(도의원,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2018.07.17). 

“이제 더 이상 산업성장의 먹잇감으로 보건의료를 거론해선 안된다. 정상국가로 

돌아가야할 과제 중 하나는 보건의료의 공공적 성격을 공고히 하고 더 이상 

산업발전과제로 보건복지부분을 거론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상식이 되어야 

한다”(내일신문, 2018.09.19). 

<표 12> 건강의 공공성 담론 담화 

 

(2) 영리병원과 건강의 공공성 : 갈등의 사회화 

건강의 공공성 담론은 영리병원 개설과 그것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이런 가치들과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 그리고 그 구체적인 연결 

기제와 근거를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건강의 공공성 담론은 제주 영리병원 

개설을 전국 차원의 공공성과 연결하였다. 즉, 도민들은 숙의할 때 제주도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한국 보건의료체계 전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제주도민만을 대상으로 공론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주도의 이해관계, 

공익(혹은 이익)만 고려되고, 양측 진영에서 그것에 기반하여 헤게모니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의 사회화 

전략(김한빛, 2019)은 ‘공공’의 의미가 ‘제주도’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사회’로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최규연, 2020). 따라서 신자유주의-

발전주의 담론이 제주도민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시장포퓰리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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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게모니를 구축했다면, 사회 전체의 공공성을 고려한 건강의 공공성 담론은 

신자유주의-발전주의 담론에 대항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김한빛(2019)은 Moore(1995)의 정치적 관리(political management)를 통해 

2005-2008년 당시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가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하였던 

영리병원 설립이 실패한 이유를 분석하였다. 당시 영리병원 불허 측은 갈등의 

사회화(socialization)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슈와 관계자를 확장시키려 

노력하였고, 이에 따라 제주도 영리병원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끌어 모아 

영리병원 설립 불허에 우호적인 정치적 환경을 만들었다. 반대로,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는 갈등의 사사화(privatization)를 통해 전국적 차원의 의료민영화 

문제와 제주 영리병원을 구별짓고자 하였다. 이번 녹지국제병원 사례에서 

사회권력의 사회화 전략은 전 국민의 관심을 끌어 모아 우호적인 정치적 

환경을 만드는 것을 넘어, 도민들의 ‘숙의’에 사회 전체 수준의 공공성이 

고려되고 이것이 주요 아젠다가 되도록 만들었다 4041 (<표 13> 참고). 

후술하겠지만,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측은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제주도와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간 연결고리를 끊어내려고 

하였다. 

                                           
40  2009년 6월 1일부터 2012년 6월 1일까지 출판된 의료민영화 및 영리병원에 관한 

신문 사설을 대상으로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핵심 키워드와 핵심 키워드 간 연결 

중심성 분석을 수행한 김윤후(2012)의 연구에 따르면, “국민”, “건강”, “건강보험”이 핵

심 키워드로 분석되었다. 이는 당시 사설들이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을 국민의 건강, 

건강보험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김윤후, 2012). 따라서 2000

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영리병원 개설 논란은 이미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문

제가 아닌 전국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41 김주환, 하동현(2019)의 경우,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영리병원을 둘러싼 갈등 주

체는 영리병원을 추진한 보건복지부, 제주도 등 중앙, 지방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시민

단체였지만, 2018년 공론조사에서 보건복지부와 제주도가 공론조사의 독립성을 위해 

배제되면서 비대칭적 갈등구조가 형성되었고, 국가 일반의 정책과제가 제주만의 지역

문제로 치환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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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출처) 

“이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영리병원 하나를 허용하면 다른 영리병원까지 허용 될 

것이라는 신호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에서도 나고 경총에서도 관심을 굉장히 기울이고 있고, 좀 

서울에서 연세대 교수 뭐 교수 분들이 다 내려오셔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JDC 

측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이지요. 이게 제주도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 만큼 

제주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불허 측, 1차 숙의토론회). 

“그런데 왜 이렇게. 서울에서. 연세대 의대 교수가 와서. 교수가 왜 와서. 우리나라 

제도는 기술적으로 발전해야된다는 등 이렇게 큰 국가적 얘기를 할까요. 

영리병원제도를 어떻게든 허용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거에요. 그게 바로 

의료민영화론자, 의료영리화론자들이 다 하는겁니다. 처음에는 영리병원 하나로 

시작하는거에요 그러다가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미국이 의료제도가 망한게 

20년만에 전국에, 미국 그 큰 땅어리를 영리병원 네트워크, 체인 영리병원 3-4개가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미국 의료제도가 망한거고요”(불허 측, 제주시 권역 토론회). 

“우리는 영리병원이 논의되던 순간부터 일관되게 반대해 왔고, 처음 시작이 단 

1개의 영리병원이라도 그것은 결국 나라 전체의 의료체계를 허물어뜨릴 것이라 

주장해 왔다”(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2018.10.02) 

“만약 영리병원 개설로 의료 공공성이 훼손된다면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다. 제주특별자치도라 하더라도 공공 의료체계는 전국 공통이다”(제주의소리, 

2018.09.25). 

“제주 녹지국제 영리병원 공론조사위는 제주도민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수 많은 시민들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2018.07.30). 

“의료민영화의 단초를 제공하는 영리병원 허용은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가 걸린 

문제”(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라일보, 2018.10.02b)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녹지국제병원 추진이 멈춰지길 

바란다”(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한국일보, 



103 

2018.10.02).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은 1차 의료기관이 도태돼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점이다”(의협신문, 2013.12.31, 청구인 측 숙의자료집). 

“국내 1호 외국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운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70만 제주도민의 대표 도민참여단(200명) 결정에 도민사회 

뿐만 아니라 의료계·시민사회 등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제주의소리, 

2018.10.03). 

<표 13> 갈등의 사회화 담화 

 

영리병원 불허 측은 건강의 공공성과 영리병원 간 연결을 단순히 당위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의 영리병원이 어떻게 보건의료체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기제도 구체적으로 함께 설명함으로써 시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고자 하였다. 특히, 미국, 태국, 한국 등의 실제 사례를 가져와 주장의 

현실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공론조사 중 지속적으로 언급된 몇몇 기제를 

정리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인천, 대구 등 전국에 8곳이 

있다. 따라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역차별 논리에 따라 다른 

지역에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지역에 영리병원을 불허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위헌소송이 걸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허용을 시작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허용해야 한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반대 

의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위험이다(불허측, 2차 숙의토론회).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한 녹지국제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내국인이 세운 병원은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내국인 역차별을 이유로 

위헌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영리병원 개설이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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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개설의 물꼬가 될 수 있다(제주의소리, 2018.07.25). 제주도와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을 허용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당국의 일시적 입장일 뿐 책임질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안들은 행정부의 결정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의무화하여 적용하기 어렵다.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대해서 상품의 범위와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설립된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안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건강보험 틀 밖으로 나와 민간의료보험과 계약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 주력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강화될 수 있다. 그나마 ‘대한민국 헌법 119조 2항’에 담겨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 조항에 의거하여 일정한 규제가 가능하긴 하지만, 영리병원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이 제기되면 합헌 결정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청구인 

측 숙의자료집). 

영리병원의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진료에 대한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제도가 안착된 이후 

민간보험회사들이 담합하여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이는 이미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다(제주의소리, 2018.07.25).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되면, 주식회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 당연지정제 안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건강보험 틀 밖에서 민간의료보험과 계약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 주력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이전보다 강화될 것이다. 기존 

병원에게 영리병원으로 전환할 기회를 준다면 공공병원이 10%에 불과한 

우리나라 형편에서 당연지정제 폐지와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민간의료보험체계가 성장하면 건강보험체계를 벗어나는 

의료기관의 수와 범위가 커지고, 건강보험제도는 그만큼 위축될 것이다(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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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숙의자료집). 

미국의 영리병원들도 처음에는 작은 영리병원에서 시작했지만, ‘재벌’ 

병원들이 작은 영리병원들을 인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년 후, 3-4개의 

영리병원 체인들(HCA, 테넵, HMA, CHL)이 미국의 병원들을 통합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의료보험이 지금처럼 망가지고, 민간보험이 커지면서 의료비가 

상승하였다. 한국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치과, 성형외과 

네트워크 병원 협회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 형식으로 출발한 ‘츤뭐 찬뭐 

들뭐’ 병원들이 영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돌파구’를 만들려고 한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매각이 가능하고, 영리병원에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자회사가 다른 병원과 합작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주변의 비영리병원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연구로 확인되었다(불허측, 2차 숙의토론회). 현행법상 

외국자본이 50%만 투자되면 투자자도 내국인, 의사도 내국인, 환자도 

내국인으로 구성할 수 있는 ‘무늬만 외국의료기관’인 내국인 영리병원으로 

운영이 가능하다(청구인 측 숙의자료집). 

영리병원이 설립되어 병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의료비가 상승한다. 병원 간 

경쟁은 일반 경쟁 이론과 달리 환자 유치를 위한 시설 고급화, 첨단 장비 구비, 

우수 의료진 확보 등으로 인해 의료비가 상승을 유발하며 이는 ‘의료계 

군비경쟁(medical arms race)’라고 명명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영리병원으로 

인한 비급여진료가 이전보다 더 활성화되면 민간의료보험과 자율적으로 

가격결정을 하는 체계에서의 병원 간 경쟁은 의료비 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청구인 측 숙의자료집). 뿐만 아니라, 영리병원은 주변의 비영리병원의 

의료비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뱀파이어 효과’ 혹은 ‘좀비 

효과’라고 부른다(불허 측, 제주시 권역 토론회). 태국에서 의료관광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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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영리병원이 늘어나자 의사들이 비싼 

병원으로 이직하였다. 그리고 도시 지역에 영리병원으로 모이자 도농격차가 

심해지고, 태국인들이 이용하던 병원의 의료비까지 비싸졌다(불허측, 제주시 

권역 토론회). 

한편, 사회권력이 주장하는 제주 영리병원과 건강의 공공성 연결 기제의 

정당성을 영리병원 허가 측에서 인정하는 모습도 포착되었다42.  

 

“예를 들어서, (중략) 회를 1년에 한번 안먹으면 죽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건강보험이 있기 전에는 회값이 5만원, 6만원, 

7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먹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3만원짜리 회를 만들었습니다. 3만원짜리 회를 만들고, 그 회를 

사먹으면 대신에 한 70-80% 돈을 내주겠다. 그게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싼값에 회를 사먹을 수 

있으니까 좋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갖춰서 저희가 1977년부터 

40년간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이런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이 3만원의 가격제한에 걸리지 

않는 의료기관이, 횟집이 생기게 된면은, 3만원 파는 사람들이 

나도 더 돈을 많이 받고 싶은데, 왜 나는 3만원만 받고 저기는 

맘대로 5-6만원 받냐. 이런게 생겨서. 3만원으로 거르는 것을 

못하게 될까봐. 그렇게 되면은 모든 기관들이 5-6만원짜리만 

팔게되면 사람들은 3만원짜리를 못사먹게 되고, 의료이용이 

                                           
42  발언자는 경제권력이나 경제에 포획된 국가권력이 아닌 의료민영화를 적극 지지하

는 보건의료 학자이다. 그는 영리병원으로 인해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

재하지만 부유층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영리병원을 통한 보건의료시

스템 내 경쟁 도입은 공공보건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신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전파 및 헤게모니 구축에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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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지고.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럴 

수 있는 말입니다”(허가 측, 서귀포시 토론회). 

 

불허 측은 기제 설명에 이어, 제주 영리병원과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훼손 간 

연결이 실제로 한국에서도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이후 국내병원에 대한 역차별 

금지 사설 및 병원협회의 주장, 경제권력의 영리병원 개설을 포함한 규제완화 

요구, 과거 행정부의 행태, 법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영리병원의 관리, 합작 

문제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를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5년 12월 18일에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서 승인이 발표되자 12월 19일, 

조선일보에서 국내병원에 대한 역차별 금지를 사설로 냈다(불허 측, 1차 

숙의토론회). 이미 병원협회가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 승인 과정에 대해 

국내병원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대한병원협회는 과거에 

헌법재판소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해 3차례나 위헌소송을 

제기했다(청구인 측 숙의자료집). 한국의 병원장들은 국민건강보험 때문에 

돈을 많이 못벌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없애고 영리병원을 만들고자 한다(불허 측, 2차 숙의토론회). 

특히, 현재도 많은 의료기관에서 ‘낮은 의료수가’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의료수가 제약이 없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병원이 생기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청구인 측 숙의자료집). 그리고 

이미 2018년 9월경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영리병원 허용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고, 6월경 기획재정부에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규제 완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불허 측, 1차 숙의토론회). 

위헌 소송 외에도 이전부터 2001년 12월 보건복지부 산하 ‘민간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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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TF’ 최종 보고서,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절 의료민영화 정책 등 

당연지정제 폐지 논의, 영리병원 허용 논의가 행정부 차원에서 수도 없이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와 보건복지부가 당연지정제 지속을 

주장하는 것은 국면 돌파를 위한 ‘면피용’ 발언이다(청구인 측 숙의자료집). 

그리고 녹지국제병원은 사업계획서도 보여주지 않는 ‘영리기업’이다. 

영리병원이 다른 비영리병원과 합작회사를 만드는 것 등을 관리하는 방법은 

사실상 있을 수 없다(불허 측, 2차 숙의토론회). 

 

(3) 지방 선거 

2018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다. 전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여부를 

공론조사에 맡긴 것 자체가 지방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책임 회피 

전략이라는 비판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지방선거의 주된 이슈 중 하나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문제였다. 지방 선거를 통해 녹지국제병원 담론이 크게 

확산되었고, 이중 가장 많은 힘을 얻은 담론은 다름아닌 건강의 공공성 

담론이었다. 제주의소리가 실시한 제주도의원(교육의원, 비례대표 제외) 후보 

현안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72.9%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반대 입장을 

피력하였고, 이 중 제 11대 제주도의회에 입성한 당선자는 총 20명으로 

교육의원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역구 의원 총 31명의 2/3에 

해당한다(제주의소리, 2018.09.25). 뿐만 아니라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도를 

비교할 때 가장 객관적인 지표’라 할 수 있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결과를 보면, 

건강의 공공성을 이유로 영리병원 개설을 반대하는 진보정당 지지율 합계가 

20.17%(정의당 11.87%, 녹색당 4.87%, 노동당 1.83%, 민중당 1.6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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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 도 중 1위였다(제주의소리, 2018.06.18)43.  

당시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의원 후보자들의 공략과 발언을 통해 지방 선거 

과정 중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건강의 공공성 담론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건강의 공공성을 이유로 영리병원 개설 반대를 표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병원, 공공병원 설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후보자들도 

다수 존재하였다(아래 <표 14> 참고).  

 

2018년 6월 

제주 지방선거 

후보자 

내용(출처) 

바른미래당 

도지사 후보 가 

“녹지국제병원은 제주지역과 대한민국의 의료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불허돼야 한다. (중략) 녹지영리병원은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대한민국 공공의료체계의 틀을 훼손하는 시작이 될 수 

있다”(한라일보, 2018.04.23). 

“영리병원 반대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제주도정에 

‘불허’하라는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제주의소리, 

2018.05.23a). 

녹색당 

도지사 후보 가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영리병원은 절대로 승인하지 

않겠다”(제민일보, 2018.06.08). 

“영리병원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 발붙이게 하겠다는 

계획자체가 어이없다. (중략) 지금 제주에 시급한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의료의 강화(다)”(한라일보, 2018.03.28). 

무소속 도의원 

후보 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추진되는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이 

중국계자본이면서 초고액의 수가를 적용해 도민 반대여론이 높고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비해, 비영리병원이면서 동네별 

                                           
43 특히 진보정당인 녹생당이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치고 도지사선거에서 3위를 하였다

는 점은, 진보정당의 정치, 담론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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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이 가능하고 제주도청-보건소-대구한의대와 연계한 

공공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운영되므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며 

예방·치료·관광 연계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한라일보, 2018.06.05). 

민중당 도의원 

후보 가 

“영리병원 없는 제주입니다. 전국최초의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영리병원은 의료비 상승, 의료의 상업화로 

이어집니다. 저는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합니다”(제주의소리, 

2018.05.04).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가 

“제주에서 허용될 경우 전국적으로 의료의 민영화와 영리화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한라일보, 2018.03.28).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나 

“녹지병원 개설 허가전에 공론화를 결정한 것은 새로운 가치와 

의의를 찾아낸 것으로 환영한다”(한라일보, 2018.03.28).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다 

“국가차원의 의료공공성 논의가 필요하고 공공의료 약화, 

의료영리화 논란을 종결할 때가 됐다”(한라일보, 2018.03.28). 

<표 14> 6월 제주 지방선거 후보 발언 

 

(4) 드라마와 영화 

공론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상급종합병원을 배경으로 전문경영인 출신 사장과 

그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갈등을 그린 의학 드라마 <라이프>가 방영되었고, 

해당 내용이 토론회에서도 언급되었다. 드라마는 병원을 사람의 몸에 

비유하는데, ‘철저히 시장 논리를 따르는 사장은 체내에 침입해 특이 반응을 

유발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 항원’으로, ‘신념을 중시하는 응급센터 전문의는 

저항력이 필요한 신체 부위로 달려가는 항체’로 표현되었다(경향신문, 

2018.08.21). 드라마 <라이프>는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재벌의 병원 부대사업 

독점, 진주의료원 폐원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의료농단’을 노골적으로 비판하였다(경향신문, 2018.08.09). 드라마를 통해 

비춰진 병원의 영리화와 토론회 발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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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송에서 상국대학병원 의료진이 화정그룹에 맞서 영리화를 

막아냈다. 손발이 묶인 상황에 답답해하던 예진우(이동욱 분)는 

구승효(조승우 분)에게 절박한 질문을 던졌다. 구승효는 “사장님 

영혼은 누구 겁니까? 그것마저 재벌 회장이 쥐고 있습니까?”라는 

예진우의 물음을 외면했다. 그러나 화정그룹 조남형(정문성 분) 

회장을 찾아간 구승효는 민영화의 뜻을 꺾으려 설득에 나섰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조남형은 구승효를 총괄사장직에서 직위 

해제했다. 구승효의 해고는 상국대학병원과 의료진의 목숨줄도 

화정이 쥐고 있다는 일종의 경고였다”(스포츠동아, 2018.09.12). 

 

“며칠 전에 끝난 라이프라는 JTBC의 드라마에서 마지막 장면이, 

지금은 안 되지만 거기서 영리병원 전환시도가 실패했죠. 

그러면서 그쪽 영리병원 하려고 하던 분들이 지금은 안 되지만 

언젠가는 부자들 뜻대로 될거다, 돈 많은 사람들이 영리병원 꼭 

허용하려 할 것이다, 재벌들이 허용하려 할 거다, 라는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과연 그런 부분이 진실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불허 측, 1차 숙의토론회).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절 의료민영화 및 영리병원 반대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영화 <식코>가 다시 등장하기도 하였다.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이윤을 따지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식코'는 이윤에 목마른 미국의 의료보험체계를 비판한 영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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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수익논리에 사로잡혀 이윤을 극대화하기에 급급한 미국 

의료보험제도 속의 관련 기관들은 돈 없고 병력이 있는 환자를 

의료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다. (중략)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허가를 반대하는 측은 '한국판 식코'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략) 이어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보험체계가 민간과 공공으로 양극화되고 국민들의 

의료혜택도 양극화가 진행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미국의 

식코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라일보, 

2018.09.30). 

 

2) 건강의 공공성 담론 대항 담론 

 

(1) 건강의 공공성 인정과 주변화, 배제 

영리병원 개설 허가 측도 건강의 공공성이 중요하며 이것이 보장되어야 함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건강의 공공성 자체에 대해 반박하거나 문제시하진 않았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건강의 공공성과 영리병원 간 연결고리를 끊어내려고 

하거나 공론장에서 공공성을 주변화하고 배제하고자 하였다4445.  

 

                                           
44  경제권력에 포획된 국가권력인 제주도와 JDC도 녹지그룹을 대변하긴 하였지만, 국

가권력으로서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라도 공공성을 표방하는 모습을 

보였다. 
45  전술한 신자유주의-발전주의, 소송 담론 등도 건강의 공공성을 배제하고 주변화시

키는 전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건강의 공공성에 대한 언급 자체를 회피하

여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차단하거나 건강의 공공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자

유주의-발전주의 이데올로기적 목표가 더 우선이라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신자유

주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형평성보다 효율성, 비용,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주장

하는 담화가 발견되었다. 즉,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다른 요소가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건강의 공공성의 중요성을 폄하하고 주변화시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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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보건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건강과 관련된, 특히 인구집단의 

건강과 관련된 것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자리에 계신, 시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도 계시겠지만, 시민단체에서 나오신 분들이 

거기에 관심이 아주 많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략) 

목표는 똑같을 거에요. 목표는 건강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환경을 만들자라는 거에 있어서 목표가 다를 수 없을 것 

입니다”(허가 측, 서귀포시 권역 토론회). 

 

“저도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무너지는 것 반대합니다”(허가 측, 

2차 숙의토론회). 

 

“일부 의사들은 의료는 순수하게 서비스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자유시장과 영리병원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다. 그러나 공공의 

노예가 자본의 노예로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당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의료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외면할 수도 

없다”(국민일보, 2018.06.26). 

 

영리병원 허가 측 전문가들은 건강의 공공성 담론이 대항 헤게모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인지하였기 때문에(혹은 자신들도 그것에 동의하거나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 건강의 공공성 보장을 표방하면서 영리병원 허가를 

촉구하였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곳에서 시도하고 있지만, 어느 정당이 전 국민이 반대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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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선호하는 국민건강보험체계를 흔들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반대합니다”(허가 측, 1차 숙의토론회). 

 

“만약에 이게 국민의 생명과 직결이 되는 다른 진료과목으로 

변경이 된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죠. 그건 저도 반대할 

겁니다”(허가 측, 1차 숙의토론회). 

 

영리병원 허가 측의 첫 번째 대항 전략은 보건의료체계와 녹지국제병원이 

‘전혀’ 상관없다고 단순, 단호하게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었다. 즉, 

전술한 사사화 전략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논의 범위를 녹지국제병원이라는 

지리적 공간에 한정시켜 공공성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려고 하였다. 영리병원 

불허 측이 주장하는 기제는 하나의 영리병원 허용이 ‘점진적’으로 전체 

보건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영리병원 허가 측은 이를 하나의 

영리병원 허용만으로도 ‘곧바로’ 보건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도민들이 둘 간 연결을 비약으로 인식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즉, 

영리병원 허가 측이 의도적으로 녹지국제병원이라는 지리적 공간에 논의를 

한정시켰기 때문에, 이 지리적 범위를 넘어가는 공공성 논의는 비약처럼 

느껴지게 만들고자 하였다. 이들 텍스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전혀’, 

‘상당히’, ‘아무런’ 등 강한 표현을 사용하여 이어질 수 있는 질문 및 논쟁을 

단호하게 차단시키려는 모습이다(아래 <표 15> 참고). 

 

내용(출처) 

“기본적으로 이것은 중국사람 상대하는 것인데 제주도민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제주도의 공공의료에 기여를 하고 영향을 끼칠 건가 얘기가 나오죠?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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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가네요 정말”(허가 측, 2차 숙의토론회). 

“외국의료기관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와해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47병상짜리 병원이 1년에 매출 한 300억 정도할까.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오설록 

차, 그 1년 매출액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건강보험공단을, 재정을 와해한다.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허가 측, 제주시 권역 토론회). 

“47병상짜리 병원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 의료체계를 와해시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불성설이다”(허가 측, 서귀포시 권역 토론회). 

"부유층 외국관광객용 특화 병원이어서 일반 병원에 전혀 영향이 없다"(JDC 

의료산업처장, 중앙일보, 2018.07.05). 

“질문: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와는 무슨 상관이 있나요? 

답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외국의료기관 설립 운영이 우리나라 건강 

보험제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의미입니다”(사업 수행자 측 숙의자료집). 

“공공의료 체제와 전혀 문제가 없다. 대한민국 의료 체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침소봉대 내지는 전혀 제주도는 하나의 특별한 실험적인 정책으로서 가고 

있는 것인데 이를 금방 전국적으로 공공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것처럼 그렇게 논의 

초점이 변질돼선 안된다”(도지사, 제주의소리, 2015.12.21, 사업 수행자 측 

숙의자료집). 

“우리나라 헌법체계가 명확하고 주권국가인데 외국 투자자가 우리의 근간을 뒤흔들 

수 없다. (중략) 한 투자자가 우리나라 의료근간을 흔드는 것은 말이 안 

된다”(미디어제주, 2017.09.01, 사업 수행자 측 숙의자료집).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의료기관 설립 

자체가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붕괴시킨다고 우려하지만 이는 지나친 

비약입니다”(사업 수행자 측 숙의자료집). 

“익명을 요구한 도 관계자는 “의료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영리병원으로 왜 

건강보험제도가 붕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건강보험체계와는 전혀 다르다. 

헬스케어타운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자도 생각해야 한다. 국가와 국가 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행정의 신뢰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겨레, 

20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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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이 아니므로 건강보험제도와는 관련이 없음”, “내국인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병상규모·의료인·지리적 제한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사업 수행자 측 숙의자료집). 

<표 15> 갈등의 사사화 담화 

 

내용과 절차상 하자 및 의혹이 있더라도 ‘관례상’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영리병원 허가 측 전문가도 발견된다. 그는 

녹지국제병원 개설은 ‘개별’ 민원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영리병원 등 전국적인 

이슈(보건의료체계 공공성)와 상관없이 처리해야 하는 ‘개별’ 사안이라고 

주장하였다.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에 관한 우리 제주특별법 등의 정책이 

결정된 외국인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해서 정한 절차와 허가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당연히 해야 되는 개별적인 허가 민원입니다. 

의료기관, 영리병원 총괄적, 총체적 의미와는 다릅니다. 개인 

민원입니다”(허가 측, 서귀포시 권역 토론회). 

 

(2) ‘영리’ 의미 왜곡 

이렇게 영리병원과 건강의 공공성 간 관계를 끊어내려는 시도는 

녹지국제병원에서 영리병원의 ‘영리’라는 텍스트가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공공성에 반하여 사익 추구)를 제거하려는 시도와 연결되었다. 즉, 

‘영리병원’ 대신 ‘투자개방형 병원’, ‘외국인 의료기관’ 등의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영리병원이라는 용어 사용을 최대한 회피하였다.  

용어를 바꿔 영리병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려는 시도는 김태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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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의 영리병원 설립 추진 과정에서 기원한다. 2008년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는 영리병원을 강하게 추진하였지만, 영리병원 설립 허용에 대한 

도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더 많아 추진이 

중단되었다(헬스코리아뉴스, 2009.06.10). 하지만 몇 개월 뒤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는 ‘영리병원’을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이름만 바꿔 

재추진하였다(제주의소리, 2008.12.29; 고경민, 2010). 즉, ‘투자개방형 

병원’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여 영리병원이 아닌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듯이 보이는 효과를 기대하였고 이와 동시에 영리추구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투자개방형 병원’의 위와 같은 기원에도 불구하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측에서는 마치 투자개방형 병원이 원래 이름이고 영리병원이라는 명칭 사용이 

불허 측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한 프레임 전략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현재 한국의 비영리 의료기관들도 어차피 영리행위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영리’의 의미를 왜곡하였다. 

 

“그들은 ‘영리병원’이라는 이름을 쓴다. 필자는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헛웃음이 난다. 지금도 이미 대부분 병원이 영리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네 병·의원 의사들은 모두 돈을 벌기 위해 

의사가 됐고 돈을 벌기 위해 개업했다. 그렇지 않은 의사들은 

너무나 희귀해서 신문기사가 될 정도다. 이미 모든 병원이 영리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이다. (중략) 새삼스럽게 ‘영리’라는 

이미지를 덧씌워 투자개방형 병원이라는 혁신적 제도를 악마로 

만들어 버렸다”(문화일보, 2018.04.24b). 

 



118 

그리고 토론회에서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단체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대표가 의사이고 비영리 의료기관을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즉, 

‘영리’ 의미의 왜곡을 사회권력이 이율배반적 권력 집단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는 “권력과 자본의 도덕적 일탈을 비판하지만, 실상은 

도덕적으로 전혀 나을 것이 없는 이중적 존재일 뿐”(이항우, 2011, 

p239)이라고 주장하여 사회권력이 건강의 공공성이라는 도덕, 가치에 기반한 

담론을 통해 얻고자 하는 헤게모니를 막으려는 시도였다. 

 

“우리가 영리병원 다른 건 잘 모르고 우리가 영리병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병원의 80%는 비영리법인이 아닙니다. 

지금 우대표님 앉아 계시지만 의원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이거 

비영리법인 아닙니다. 비자 빼니깐 영리병원 같은 얘기에요. 

한국병원, 한마음병원 영리병원하고 다를 것 없습니다. 뭐가 

다르냐 의사만 참여했느냐 다른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느냐 그 

차이에요”(허가 측, 2차 숙의토론회). 

 

(3) ‘괴담’ 수준의 ‘프레임’ 주장 

영리병원 허가 측의 다른 전략은 공공성 붕괴, 훼손 혹은 그 기제가 ‘괴담’ 

수준의 ‘프레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단, 이것이 왜 프레임이고 

괴담인지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영리병원 불허 측이 기제에 대한 

설명, 근거, 발현 가능성을 상세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반박하거나 

주장되는 기제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지적해야 하지만, 전부 무시한 후 

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이어질 수 있는 질문과 논쟁을 차단하였다(아래 <표 

16> 참고). 



119 

 

내용(출처) 

“사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국내의료체계가 와해된다는 것도 저는 공포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만약에 녹지국제병원이 운영된 이후에 한국의 의료체계가 

와해된다면 제 대학교수로서의 퇴직금과 제가 갖고 있는 부동산 전부 

걸겠습니다”(허가 측, 1차 숙의토론회). 

“우선 저는 녹지병원이 허가된다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진다는 우려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략) 영리병원이 그렇게 퍼질 것이라는 

우려는 하늘이 무너지는 거다 하고 걱정하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허가 

측, 1차 숙의토론회). 

“여러분 의료보험제도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거 

국가적으로 없앨 수 없는 겁니다. 그 어느 재판관도 없앨 수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나온 거에요”(허가 측, 2차 

숙의토론회). 

“영리병원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영리병원은 곧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와 

건강보험 체계의 붕괴라는 프레임에 갇혀 논의의 진전이 가로막혀 

있습니다”(동아일보, 2018.08.08). 

“투자개방형 병원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괴담 수준의 ‘영리병원’ 여론 

프레임으로 소모적인 논쟁과 의료 선진화가 표류하는 동안 의료 환경이 더 

열악해졌다”며 “지금이라도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정상화를 시작으로 의료산업 

정책과 보건의료 정책의 선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문화일보, 2018.04.24a). 

“일부 보건의료 전문가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된 투자개방형 병원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괴담(怪談) 수준의 ‘영리병원’ 여론 프레임에 갇혀, 바람직한 정책 

논의와 국민과의 소통·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문화일보, 2018.02.13). 

<표 16> 공공성 붕괴, 훼손 프레임 담화 

 

한편, 영리병원 허가 측은 영리병원이 없어도 어차피 ‘식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영리병원 불허 측에서 주장하는 기제를 반박함과 동시에 의료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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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영리병원이 없어도 멀지 않아 우리나라에도 식코와 같은 현상이 

생길 것이다. 지금과 같이 변호사들이 넘쳐나면 이들이 병원 

소송을 부추길 것이다. 소송에 걸리면 병원에서는 이기든 지든 

손실이 발생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간병원이 망하면 정부에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의 운영비가 사립병원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의료비 상승을 감당할 방법이 없다. 정부에서는 

민간이 망하지 않도록 의료수가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한라일보, 

201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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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대안 담론 

 

1) 대안 담론 

 

대안 담론은 영리병원 대신 공공병원 혹은 비영리병원 설립을 제안하는 

담론이다. 즉, 이미 준공된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자는 주장이다. 영리병원 불허가 모든 병원을 불허하자는 주장이 아님을 

강조하고, 공공병원과 비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도민도 이용 

가능하며 허가 측이 주장하는 낙수효과가 유지되고 오히려 비영리병원이 

고용도 많이 하고 의료질도 높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전술한 영리병원으로 

인한 다양한 피해, 의혹이 해결됨을 강조하였다.  

본 담론은 앞서 제시한 건강의 공공성 담론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 

서귀포 지역에서는 서귀포 의료원 외의 종합병원을 찾을 수 없고, 의료의 양적, 

질적 문제로 인해 서귀포 시민들은 양질의 보건의료에 약 20년이 넘도록 

접근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서귀포 시민들은 제주시 혹은 서울로 이동하여 

병원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고 비행기, 숙소 값 등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아야 했다. 즉, 건강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제주의소리, 2018.04.05; 

제주의소리, 2018.07.31; 고충석, 이상이, 홍성철, 2003). 2018년 10월 18일 

제주도의회에서는 ‘1일 평균 서귀포 시민 3-4명씩 제주시 종합병원을 

이용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서귀포 환자의 70% 이상이 제주시나 

서울 등 육지로 입원하고 있다’고 밝혔다(도의원, 서귀포의료원장,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2018.10.18). 따라서 서귀포시에 

위치한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비영리병원, 공공병원으로 개원하자는 대안은 보건의료 접근성에 있어서 



122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민들의 건강권과 건강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영리병원 허가 측이 주장하는 낙수효과, 시장포퓰리즘을 통한 

제주도민의 혜택, 그리고 이를 통해 구축한 헤게모니를 사회권력이 대안 

담론을 통해 가져올 수 있었으며, 이와 동시에 대안 담론은 건강의 공공성을 

지향했다. 즉, 대안 담론은 헤게모니 투쟁에서 강한 권력 효과를 

만들었다(아래 <표 17> 참고). 

 

내용(출처) 

“당연히 이번 공론화 절차에서 저는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용문제 다 해소돼요. 제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가서도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불허 측, 1차 숙의토론회). 

“이번 공론화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아닌 새로운 대안을 찾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제주 영리병원은 논란이 없는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해도 된다. 또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으로 매입해도 된다. 그리고 서귀포 중산간에 위치한 수려한 

경관을 고려해 정부나 제주도가 매입해 국영 또는 도립 휴양시설 국민의 품에 

돌려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제주의소리, 2018.08.16). 

“저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손해를 봐서도 안 되고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이 바랐던 부분들. 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영리 의료법인이 아니라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그리고 서귀포의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제주도가. (중략) 예를 들어 가지고 

영리병원이 안 되면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하든, 또 그 속에서 사업자가 ‘노’ 했을 때 

제주도가 인수할 수 있는 방법, 공공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도의원,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2018.08.20). 

“녹지그룹은 비영리병원이래든, 영리병원이래든 거기 원래 부동산 기업이니까 관심 

없을껍니다. 저희는 그 건물을, 녹지그룹은 영리병원되나 비영리병원 되나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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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데, 도민 입장에서는 그게 비영리병원으로 개설하는게 훨씬 더 

좋겠다는거죠”(불허 측, 서귀포시 권역 토론회). 

“사실 이후에 전문병원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원래 여기에는 맨 처음에 

JDC에서 제주도에 헬스케어타운을 만들었을 때에는 제주도민 육지관광객 

해외관광객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장기 휴양 관광단지였습니다. 의료시설이 포함이 

된 그런데 지금 와서는 외국인 전용 대상의 병원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아주 뭐 

이상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거죠. 지금이라도 저는 제주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들을 마련해서 그곳을 개발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불허 측, 2차 

숙의토론회). 

“건강보험 적용안하고 의료비를 아주 비싸게 받는 것이 영리병원이기 때문에, 

영리병원인 병원 안되고. 비영리병원, 국공립병원으로 개설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불허 측, 서귀포시 권역 토론회). 

<표 17> 대안 담론 담화 

 

그리고 단순히 비영리, 공공병원으로 전환하자고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하였다. 예를 들어, 이미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병원들을 

제시하거나 과거 제주도에서 직접 탐라대학교 부지를 사들인 사례를 가져와 

지방정부 혹은 중앙정부가 충분히 녹지국제병원을 매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병원 건물이 리모델링하기 용이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015년에 서울대병원의 오병희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외국인 상대 부문이라면 영리병원 굳이 문제되는 거 하지 말고 

비영리로 하면 된다. 현재 급여보다 외국인에 대한 의료수가가 

높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굳이 

영리병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병원, 부천에 있는 **병원이 외국인 전용병원 운영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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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요. 군포의 *병원 이런 데들도 하고 있고 제주도에서도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해서 **병원 **병원이 *호텔 운영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비영리로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굳이 논란이 

있는 영리병원하지 않아도 됩니다”(불허 측, 1차 숙의토론회). 

 

“매입한 건물을 활용해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서귀포에 도립이나 

시립병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인데요. 녹지국제병원을 매입해 

산부인과 중심의 요양병원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시설을 조산원 등 회복시설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만 조성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옛 탐라대학교 부지를 제주도가 직접 사들인 사례도 

있으니까요. 제주도 입장에서는 새로운 공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죠. 또 정부가 매입해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등의 

제주연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는 한 의사는 “병원 개설 여부가 불투명해서인지 

언제든지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건물을 만든 것 같다. 고급 

의료장비도 사실상 없었다”고 귀띔했습니다”(제주의소리, 

2018.07.26).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을 비교하는 것으로 토론을 시작할 만큼, 영리병원 불허 

측은 대안 담론 확산에 집중하였다. 이는 전술하였듯, 대안 담론이 건강의 

공공성을 지향함과 동시에 제주도민의 이해관계와 일치하여 강한 헤게모니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을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대비하는 담화가 다수 발견되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발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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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가격을 받고, 질 좋은 국립대 병원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비싸고 고용이 안되는 그런 중국 영리병원을 만들 것이냐”(불허 측, 

제주시 권역 토론회).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비싸고, 그리고 비싼 반면에 사망률도 

더 높다. 이것이 지금까지 나온 모든 연구결과의 결론입니다. 또 

하나, 그러면 고용인력은 많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불허 측, 

제주시 권역 토론회). 

 

이들은 의료의 질, 의료비, 고용률 등을 비교하여 모든 지표에 있어 

비영리병원이 더 나은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영리병원은 ‘설립 목적 상 연구와 교육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기 때문에 미국 

‘U.S. News & World Report’에서 발표하는 병원 순위에 미국 영리병원이 

상위권에 위치한 적이 없으며,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된 

논문들에 의하면 비영리병원의 의료비를 비교하면, 영리병원의 의료비와 

의료비 증가가 빠르다는 것이다(청구인 측 숙의자료집). 그리고 영리병원은 

고용을 최소한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인력이 비영리병원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불허 측, 제주시 권역 토론회). 

이들은 영리병원은 이윤 추구가 존재 목적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건강이나 

공공성을 우선순위에 둘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영리병원이 개설되어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악영향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에 따라 각종 지표에서 비영리병원 보다 나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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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병원은 돈을 벌어도 그 병원 안에서만 쓰라는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리병원은 기업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 이런 것이 그냥 병원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요”(불허 측, 2차 

숙의토론회). 

 

“영리병원은 이렇게 고용인력이 적고, 의료의 질이 낮고, 

비싸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영리병원이 이럴까요. 

영리병원의 목적은 주주들에게 이윤배당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불허 측, 제주시 권역 토론회).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처럼 병원에 투자하면 저 병원이 얼마 

주식이 오르고 얼마 내리고가 그 영리병원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비를 올리고, 고용을 적게 하는 것이 영리병원에 가장 

부합합니다. 그 목적에 가장 부합한 것이 돈벌이라는 것이죠. 

비영리병원은 최소한 병원에서 돈 벌면 병원안에서 쓸 수밖에 

없는데, 영리병원은 병원안에서 돈을 벌면 다 나눠줘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공익적 기능이 아예 없거나 거꾸로 

됩니다”(불허 측, 제주시 권역 토론회). 

 

2) 대안 담론 대항 담론 

 

영리병원 허가 측의 대항 담론에서 주목할 점은, 영리병원 허가 측 전문가들도 

대안 담론을 인정하고 동의했다는 것이다. 즉, 대안 담론은 허가 측 인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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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할 정도로 강한 헤게모니 구축 효과를 가졌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 수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에 따른 손익과 불허에 따른 손익을 

계산해 도민들의 판단을 돕자는 제안이 녹지병원 찬성 측에서 

나왔다. 특히 이 제안자는 “서울대학교병원 분원 유치야말로 

헬스케어타운의 완성”이라고 발언해 이목을 끌었다. 서울대병원이 

비영리병원이어서다. (중략) 그는 “서울대병원 유치야말로 (진정한) 

헬스케어타운 완성”이라고 말했다. 찬성 측 인사조차 서귀포시 

의료의 질을 높이려면 수준 높은 공공의료병원 설립이 더 좋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제주의소리, 2018.07.31). 

 

한편, 한 허가 측 전문가는 대안 담론을 인정하면서도 영리병원이 의료비, 

교용, 사망률 등에서 더 나쁜 결과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모든 연구 결과가 다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일정부분 영리병원이 의료비가 

많고, 고용인원이 적은 것, 그리고 사망률이 높은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리병원이 보다 고가의 

의료를 시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성이 높은 의료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보건소에 가서 뇌 수술하지 않죠. 그러니까 보통 

의료비가 더 많은 곳에 가서 더 위험한 진료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일부의 연구결과도 있습니다”(허가 측, 

제주시 권역 토론회). 



128 

 

하지만 대부분의 영리병원이 그렇듯, 녹지국제병원의 진료과목에 ‘위험한 진료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영리병원 자체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진료, 수술이 우선되며, 영리병원은 뇌 수술과 

같이 정말 필요한 의료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토론회에 참석한 도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제주시 권역 토론회). 

영리병원 허가 측은 영리병원 불허 측의 대안에 맞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도 보였다. 즉,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이 대안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영리병원을 감시하거나 사후관리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시민단체가 ‘영리병원 반대’라는 잘못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자신들의 틀에 맞춰 시민단체의 역할을 재설정하였다. 하지만 해당 대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토론회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다. 특히 

후술할 추진과정 담론과 연결되어 “영리병원을 관리한다? 사업계획서도 

보여주지 않는 영리기업을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불허 측, 2차 

숙의토론회) 등의 반론을 마주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시민단체가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윤이 창출되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가, 이 이익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본금 변동 계산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관리 감독하는 매의 눈과 같이 이런 것을 

지켜봐야 하는데, 이게 반대만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허가 측, 제주시 권역 토론회). 

 

JDC는 신자유주의-발전주의 담론, 투자 신인도 담론을 가져와 대안 담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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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섰다. 즉, 녹지그룹에게 비영리병원으로 전환을 요구하게 될 경우 제주 

투자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심지어 대한민국은 투자지로서 신뢰를 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가 측 전문가들 마저도 도민들의 건강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대안 담론을 인정했지만, 제주도에 위치한 공기업인 JDC가 도민보다 

투자를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법률 및 행정체계를 믿고 보건복지부 승인 조건에 맞게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이행한 녹지그룹이 비영리법인 

전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요구가 계속된다면 

녹지그룹의 제주 투자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향후 

기존 및 잠재 내·외국 투자자에게 제주도는 물론 대한민국은 

투자지로서의 신뢰를 줄 수 없을 것입니다”(사업 수행자 측 

숙의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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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추진과정 담론 

 

1) 추진과정 담론 

 

추진과정 담론은 2015년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승인 과정에서부터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도청의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한 

다양한 의혹에 대한 담론이다.   

2015년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될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승인 내용에 대한 각종 의혹이 발생하였고 시민단체가 문제제기를 

하였지만(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2015a; 2015b; 참여연대, 2015; 오상원, 2017), 제대로된 검토 및 해결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는 공론조사를 통해 불투명한 

사업 추진 과정과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도민들이 그것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한 것임을 천명하였다.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한 운동본부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이 국내외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국내 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투자 논란, 영리병원 

사업 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 논란에 대한 객관적 검증,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증에 대해 명확한 답을 이해하고 있는 

도민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도의원,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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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중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사 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녹지그룹에서는 제공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미충족되었지만, 제주도에서 사업 승인을 했고, 복지부에서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사업승인이 되지 않아야됨에도 불구하고 

사업 승인이 된거죠. 그리고 우회진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불허 측, 서귀포시 토론회). 

 

그리고 이들은 각종 의혹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진행된 

절차는 불법이고, 이제라도 멈추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다. 

 

“즉, 제주녹지국제병원은 현재 불법입니다. 불법의 소지가 매우 

크고, 허가를 해선 안되는 것이죠”(불허 측, 제주시 권역 토론회). 

 

“2015년부터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추진되었던 영리병원, 이제는 

그만두어야합니다”(불허 측, 제주시 권역 토론회). 

 

영리병원 불허 측에서 주장하는 추진과정상 의혹, 문제점들은 청구인 측 

숙의자료집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 유사사업 경험 증명 부재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승인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도지사는 개설 허가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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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녹지그룹은 병원 사업을 해본적이 없으며, ‘유사사업경험증명 자료’로 

제출된 자료는 녹지의 사업경험이 아니고 중국 BCC, 일본 IDEA와의 MOU 

체결 내용이며, 해당 MOU 체결 내용도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이다. 

나. 국내의료재단의 우회진출 의혹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조레’ 제 

15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인력운영계획, 자금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하지만 

국내의료재단인 ‘미래의료재단’이 의료법 시행세칙 60조에 의거 

‘병원컨설팅업’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없는 비영리 의료재단임에도 불구하고 

녹지국제병원과 병원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미래의료재단 *** 이사가 녹지국제병원장으로 

소개된 바가 있다. 그리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자료에서 미래의료재단 

소속 의사가 녹지국제병원 소속의사로 되어 있는데, 녹지그룹이 ‘녹지국제병원 

의사명단’을 공개하지 않아서 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다. 따라서 

녹지국제병원의 표면상 주요투자자는 중국기업 녹지그룹이지만, 실제 

병원운영은 국내의료기관 및 국내의료인이 될 것이고, 이는 ‘무늬만 

외국의료기관’인 국내 영리병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사태를 야기할 것이다. 

다. 사업계획서 비공개 : 개원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못한 채 심의를 

마쳤다. 

라. 사후 관리감독방안 부재 : 보건복지부 승인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속적인 사후관리 감독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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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도 제주도의 사후관리 감독방안에 대해 확인된 바가 없다. 

공론조사가 진행되던 중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이런 의혹들에 대해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녹지그룹이 병원 운영 경험이 없다는 것과 

사업계획서를 사업의 최종 허가자인 도지사도 본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46(아래 <글상자 2>, <글상자 3> 참고).  

 

도의원 : 녹지그룹이 병원 운영 경험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 없습니다.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2018.07.17 

<글상자 2> 녹지그룹의 병원 운영 경험 부재 

 

도의원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깊게 다루어야 

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보는데, 그 하나가 이 녹지재단이, 

녹지법인이 아시겠지만 의료와 관련된 사업을 전혀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부동산 전문으로 개발하고 분양하는 회사였고. 그런 

측면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이 

하나, 그 다음에 도민 대다수가 걱정하고 있는 우회투자. 이것에 

대한 집중적 내용을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심의위원은 사업계획서를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될 

                                           
46  보도자료에서는 사업계획서 승인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도 제대로 사업계획서의 적

합성을 직접 확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시민단체가 장관을 고발하기

도 하였다(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2019). 보도자료 

및 영상은 뉴스타파. (2018.09.28). 누가 숨겼나, 의혹 가득한 제주 영리병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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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지사님께서 개방형 직위와 관련된 

동료·선배 의원님들의 질문에 직무계획서, 직무 수행계획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으로 

표현하면 직무수행계획서이고 사업이라고 한다면 사업 계획서인데 

이 사업계획서를 보건의료정책심 의위원들에게 보여 준 적이 

있습니까? 

도지사 : …… 

도의원 : 혹시 내용 잘…… 

도지사 : 실무적인 사항까지 제가 일일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의원 : 확인을 해 보면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들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제기를 

했고요. 문제제기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차피 승인한 거 아닙니까? 승인을 했다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들에게 보여 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안 보여 주는 것인지 먼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도지사 : 저도 본 적이 없는데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2018.09.05 

<글상자 3>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비공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글상자 4>에서 보듯, 제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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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겨울 제주도는 국내 1호 영리병원을 노리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심의를 4차에 걸쳐 진행했다. 하지만 4차에 걸친 심의 

기간 동안 심의위원회에서는 단 한 번도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전문을 보지 못했다. 제주도는 심의위의 자료제공 요구를 끝내 

무시했고 국내 1호 영리병원에 대한 심의위는 수박 겉도 핥아보지 

못한 채 종료됐다. (중략) 심의위에서 확인된 것은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 증명자료가 없는 것이 밝혀졌다. 사업자는 

유사사업 경험 증명자료 대신 중국과 일본에 있는 병원 

서비스회사들과 사후관리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서가 미충족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을 승인했고 형식적인 영리병원 심의위는 단 4차 만에 

종료됐다. (중략) 헬스케어타운에 헬스가 없어서 억지로 

녹지그룹에 병원사업을 맡겼다는 *** 제주지사. 의료영리화정책에 

혈안이 돼서 영리병원을 꼭 해야 했던 박근혜 정부. 이 두 요구가 

들어맞아 사업계획서상 자격조건도 갖추지 못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을 제주도와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것이다. (중략) 

심의위에서 녹지국제병원장으로 소개된 김 모 씨는 국내 모 

의료재단 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또한 해당 의료재단 소속 

의사는 녹지국제병원 소속 의사로 확인됐다. 그리고 해당 

의료재단과 연계된 각종 회사의 녹지국제병원 진출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제주도 행정부지사인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혹을 규명하지 않고 무시로 일관했다. 심의위는 국내의료기관의 

우회 진출 의혹규명을 위해 병원 의사명단을 요구했지만, 

제주도는 녹지그룹이 공개를 거부하고 개인정보라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끝내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 제주도가 직접 나서 

사업계획서가 미충족된 녹지그룹과 우회 진출 의혹이 있는 

의료재단을 감싸줬다. (중략) 불법과 각종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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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는 종료됐다. 만약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미충족과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의혹을 명확히 규명해 불허 의견을 

냈다면 지금의 공론화 과정까지 오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제주의소리, 2018.08.16 

<글상자 4>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 상실 

 

심지어 토론회에 참석한 공기업이자 사업 책임자인 JDC는 녹지국제병원이 

유사사업 경험을 입증할 수 없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을 

밝히면서도 녹지국제병원을 옹호했다. 이들은 앞서 건강의 공공성 담론 대항 

담론에서 나타난 영리병원 허가 측의 ‘영리’의 의미를 왜곡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저도 모슬포 촌놈인데 이 사업 맡아서 고민하면서 그러면 과연 

유사사업이라는 것이 삼성의 의료원과 제가 삼성에 있다가 왔지만 

삼성에서는 전자제품하고 그 다음에 휴대폰 만들고 있는데 

아산병원 크지 않습니까. 현대건설하고 현대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처음 병원 진출할 때에도 이것도 다 검토 했을까요. 

저는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여기 녹지그룹이 부동개발이니깐 유사성이 없다는데 그러면 국내 

유명기업들 처음에 병원 출발할 때 과연 그랬을까 그런 좀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JDC, 2차 숙의토론회). 

 

삼성, 현대 등 국내 대기업이 운영하는 병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설립한 

‘비영리병원’이기 때문에 논의되고 있는 ‘영리병원’의 유사사업 경험 입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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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관계가 없다(불허측, 2차 숙의토론회). 하지만 JDC는 국내 병원들이 

‘비영리병원’이라는 점을 무시하고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녹지그룹을 대변하였다. 

영리병원 허가 측은 제기된 의혹 및 문제점들에 대하여, 현재 사업계획서는 

중앙정부가 승인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책임 밖이라고 주장하거나, 

중앙정부가 이미 승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영리병원 불허 측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이 다 문제없이 해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의 사전심사, 보건복지부의 승인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JDC는 숙의자료집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득하였음’이라는 답변만 

남겨두었다. 그리고 국내 의료재단 우회진출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을 녹지그룹 본사를 통해 100% 조달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받은 내용에 근거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한 

것을 알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및 보건의료정책심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음’이라고 답변하였다. 즉, 

맹목적으로 중앙정부를 신뢰하거나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각종 의혹과의 연관성을 최대한 끊어내려는 시도가 나타났다(사업 

수행자 측 숙의자료집). 토론회에서 발견되는 담화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이 중앙부처가 심의할 때, 아무리 대통령 47 이 

잘못한다 하더라도 심의할 때 그냥 하진 않았겠죠”(허가 측, 

제주시 권역 토론회). 

                                           
47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당시 대통령인 박근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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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가 여기보시는 것처럼 

승인하기로 결정했고”(허가 측, 서귀포시 권역 토론회). 

 

“보건복지부의 먼저 사업승인 계획을 올리죠. (중략) 이런 영역을 

만약에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뭐 국무위원 

탄핵감이고요48.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뭐 

그런 공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는 없죠. 이상입니다”(허가 측, 1차 숙의토론회). 

 

“사업계획서는 저희 민원인 신청해서 제주도청을 거친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검토 승인결과를 

통보를 해줍니다. 제주도와 여기 녹지그룹에 거기에 검토할 때 

사업계획서 내용에 문제가 없고 같은 조건 다 정리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이행사항들이 있는데요 다 문제없다 해서 

복지부가 정부승인을 냈습니다. 그리고 병원개설에 대한 

외국의뢰인 같은 경우는 최초에 정부가 사업계획을 승인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녹지병원은 사업계획대로 건물을 다 짓고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주도청에다가 확인을 하시는 

개설허가를 내는 절차입니다 이미 사업계획은 복지부가 승인을 

했고 확인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허가 측, 2차 숙의토론회 

전문가 토론). 

 

                                           
48 이에 불허 측은 바로 해당 정권의 대통령이 탄핵되었다고 주장했다. 



139 

한편, 추진과정에 대한 논의를 공론조사의 정당성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려는 

담론이 발견되었다. 전술하였듯, 영리병원 개설 불허 측은 사업계획서 승인 

단계에서부터 절차, 내용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밝히기 위해 

공론조사를 청구했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아직 최종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며,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도민들이 숙의하는 것이 

당연한 민주적 절차임을 강조하였다(아래 <표 18> 참고). 

 

내용(출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론화 문제를 제기를 한겁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녹지그룹이 제대로 사업계획을 제출했는지 검토를 

하자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제주도에서 사업계획이 잘못 검토되었으면, 

도지사는 그거에 대해서 심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게 지금의 법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고요”(불허 측, 제주시 권역 토론회).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타당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서 

의구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제주도정이 갖는 

의무이기도 합니다”(도의원,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2018.02.06). 

“이건 너무 늦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우리의 공론화과정에 승인 

이런 과정의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많으신 분들이 왜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너무 늦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하는 것이죠”(불허 측, 

1차 숙의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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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전에 허가나 승인을 할 때부터 충분하게 검사하고 

나서 그런 승인이나 허가 절차를 내자고 저희가 계속 주장해 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JDC와 제주도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와서 굳이 법적으로 따지자면 

허가는 맨 마지막에 허가권자가 도지사에요. 그것을 법적 사유로 합법적 근거로써 

허가를 내주기 전에 제주도 공론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전혀 위법은 아니죠. 

공론과정을 거쳐서 그 공론과정에 따라서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위법이고 

무슨 이런 법적인 용어가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정책 

결정이고 민주적 결정입니다. 그걸 왜 자꾸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런 비민주적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불허 측, 2차 

숙의토론회). 

<표 18> 공론조사 정당성 담화 1 

 

반면, 영리병원 허가 측은 이미 중앙정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서이기 때문에 

절차, 내용상 하자는 없고, 개원 허가, 불허를 논하는 공론조사도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공론조사의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개원 

불허를 논하는 것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과 절차 

그리고 행정, 민원 처리의 신속, 신뢰 등을 맹목적으로 강조하며 심지어 

‘관례상’ 당연히 허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하였다. 하지만 숙의와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절차’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아래 <표 

19> 참고). 

 

내용(출처) 

“8월달에 복지부에 사전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대로 투자를 다 완료했고, 그 

상태로 승인 신청을 한 녹지국제병원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한대로 제주도에 허가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승인을 했습니다. 

(중략) 절차상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이 깨지는 양상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허가 측, 서귀포시 권역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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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관례상으로 보면, 2016년까지 우리 도내 의료기관 780개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780개를 처리하면서 불허된 민원이 없습니다. 당연시 허가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녹지병원도 당연시 허가하는게 저는 맞다고. 법적인 절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허가 측, 서귀포시 토론회). 

“그리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에 관한 우리 제주특별법 등의 정책이 결정된 

외국인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해서 정한 절차와 허가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당연히 

해야 되는 개별적인 허가 민원입니다. 의료기관, 영리병원 총괄적, 총체적 의미와는 

다릅니다. 개인 민원입니다”(허가 측, 서귀포시 토론회). 

“민원처리에 관해서 법률을 보시면요 민원 처리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친절하게 합법 안에서 정직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것들 입니다”(허가 측, 

2차 숙의토론회 전문가 토론). 

“제가 공론조사가 문제 있다는 말씀을 한 것은 무엇이냐면 숙의청구에 대한 조례는 

2017년 11월에 만들어졌고요. 녹지국지병원 사업계획은 2015년 개설 허가 신청은 

2018년 8월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법률 부속의 원칙에 따라서 그 절차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허가 측, 2차 숙의토론회). 

<표 19> 공론조사 정당성 담화 2 

 

그리고 허가 측은 공론조사의 정당성을 투자 신인도 담론과 다시 연결하였다.  

 

“정부가 사업을 승인해 중국 기업이 병원을 짓고 직원까지 

채용했는데 최종 허가권자인 *** 지사가 개원 여부를 공론 결정에 

떠넘겼다. 지방선거 앞에선 ‘신의 한 수’였을지 모르지만, 외자 

유치 신인도 측면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중앙일보, 

2018.07.19). 

 

반면 영리병원 불허 측은 제시된 의혹들이 영리병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이에 따라 대안으로 제시된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을 통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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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이 곧바로 해결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추진과정 담론은 대안 담론과 

연결되기도 하였다. 

 

“마치 제주도에서는 작년에 이미 허가를 다 내놓고, 지금까지 

허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바로 

녹지국제병원이 계속 불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 소지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도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장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따라서 좀 안정적으로 개원을 

하자. 비영리병원으로 개원을 하면, 그 녹지병원, 이름이 뭐가 

되었던 간에, 더 안정적으로 병원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불허 측, 서귀포시 권역 토론회). 

 

“이런 사업계획서를 비영리병원이나 공공병원이면 당연히 오픈을 

하게 공개하게 되어있어요. 영리병원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비밀이라고 공개를 안합니다. 저희가 계속 사업계획서를 

승인하라고 저 공개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이다라고 해서 승인을 안해요. 이것부터가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죠”(불허 측, 1차 숙의토론회). 

 

추진과정 담론의 또 다른 특징 한가지는 영리병원 허가 측이 중앙정부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근거로 의혹들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기 때문에 영리병원 

불허 측에서 중앙정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함께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승인된 당시 정부가 박근혜 정부라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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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과 연결되는 다양한 담화가 발견되었다(아래 <표 20> 참고). 

 

내용(출처) 

“그 지난번 정권이 어떤 정권이지 다 아시잖아요. 탄핵을 당했을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죠? 탄핵을 당했죠. 그런 정권에서 비밀리에 아무런 도민의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인된 겁니다”(불허 측, 1차 숙의토론회). 

“지난번 박근혜 시절에 정진엽 장관은 문제가 컷던 서창석 병원장이 추천을 해서 

임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여러 재판을 통해서 알려졌고요. 정진엽 장관은 

그냥 저 병원장이었을 뿐이지 보건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제주도에서 하라니깐 그냥 한 거고 사실은 안종범 재판에서 밝혀진 바로는 안종범 

수석이 시켜서 그냥 정진엽 장관이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매우 창피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창피한 일을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장관이고 박근혜 정부도 

정부였으니까 이제와서 바로 잡으려니깐 저희 도민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 

겁니다”(불허 측, 2차 숙의토론회). 

“이제 공론화 과정은 매우 중요해졌다. 이번 영리병원 공론화에서 중요한 것은 

찬성, 반대가 아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수많은 불법으로 국정농단이 이뤄졌다. 

녹지국제병원 또한 박근혜 정권에서 사업계획서가 미충족 된 채 승인됐다. 공론화 

과정에서는 어떻게 미충족된 사업계획서가 제주도와 정부 승인을 받았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국내의료기관의 우회 진출 의혹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제주의소리,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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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미완’의 의료 민영화를 완성하기 위해 애썼다. 2014년 1월에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의료 민영화 비판은 유언비어다”라고 

일축했다. 처음으로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해준 것도 박근혜 정부였다. 현재 개설 

허가 여부를 놓고 논란 중인 제주 녹지병원이 그 주인공이다. 제주 녹지병원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추진사업을 정리해 담은 ‘안종범 수첩’에도 등장한다. 2015년,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는 ‘5월 25일자 VIP 지시사항’으로 ‘제주도 

외국인 영리법인(병원), 국내 자본 이동’이라고 적혀 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외국 

영리병원에 국내 기업과 자본이 ‘우회’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이뤄진 지 6개월 만에 보건복지부는 녹지병원 

설립을 승인했다.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검진센터와 병상 47개를 갖춘 병원 

건물은 지난 2016년 착공해 1년여 만에 준공됐다. 의사 9명을 포함한 134명의 

운영인력에 대한 채용도 모두 이뤄졌다”(경향신문, 2018.08.19). 

<표 20> 탄핵 담화 

 

마지막으로, 영리병원 허가 측은 추진과정 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감정, 도덕적으로 호소하였다. 그들은 영리병원 개설 불허가 

이미 태어난 아이를 죽이는 것과 똑같다는 비유를 사용하였다.  

 

“저도 세 자녀의 아버지인데, 제 막내가 약간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안 낳을 수 없잖아요. 장애가 있다고 애를 지우겠어요? 

생명을 없애겠습니까? 출산해야죠. 출산하고 나서 이 아이를 다시 

엄마 뱃속으로 넣겠습니까? 이 아이가 장애가 있으면, 이 장애를 

극복해서 그 아이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중략) 제주도에 외국 자본이 들어왔으면,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나라가 서로 다르니까, 제도가 

다르니까. 다만 자본이 들어와서, 그러면 우리 제주도민이 원하는 

것은 이런 방향이니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좀 운영을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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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략) 

이게 반대만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지금 그 시기를 

넘었습니다. 지금 애 낳다가 애 지금 뭐 임신 8개월, 9개월 

되었는데, 이 애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산 되어 나온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아이가 심장이 안 뛰면 심장을 뛰게 

하고, 눈을 못 보면 어떻게 좀 시력을 교정할까. 이런 문제를 지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하는 이 아이의 

발걸음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갈까 이 논의를 해주시는게 오히려 

시민단체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쪽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허가 측, 제주시 권역 토론회). 

 

이러한 담론들의 역동적인 투쟁 결과, 영리병원 개설 허가 이유 중 ‘법에 의해 

승인을 받아, 준공 및 채용까지 한 것이라 당연한 것 같아서’가 52.9%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는 영리병원 허가 측이 각종 의혹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고, 중앙정부를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책임을 전가한 것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공론조사 기간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 

승인 때부터 지속적으로 각종 의혹 및 절차, 내용상 하자가 지적되었지만,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책임 주체인 국가권력이 제대로된 답변을 제공하지 않고 

무시로 일관한 것이 영리병원 허가 측의 담론에 힘을 실어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공론조사 결과 발표 이후 밝혀진 하자들 

 

공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공론조사위원회가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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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불허 및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을 권고했음에도 전 제주도지사는 

영리병원 개원 허가 결정을 강행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에서 추진과정 

담론에서 지적된 각종 의혹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 제기에 대해 뒤늦게 

본격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고, 실제로 다수의 하자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는 정보 공개의 책임 주체인 국가권력이 의도적으로 숙의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거하여 이들이 등장하지 못하게 배제시켰다는 것을 보여준다. 몇 

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가. 유사사업 경험 증명 부재 및 고문변호사 의견 선택적 제출 : 녹지국제병원

이 유사사업을 했다는 증명자료는 없으며, 녹지그룹은 부동산 개발회사로 유사

사업을 직접 한 적이 없다. 제주도청은 네트워킹을 통해 녹지그룹이 병원을 운

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조례를 해석하여 허가를 내주었다. 

그리고 도청은 해당 내용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조사 결과, 고문 변호사 4명 중 2명은 반대, 2명은 찬성이었지만 도청에서 도

의회에 찬성 의견만 전달하였다(도의원, 행정부지사,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2018.12.13). 

나. 사업계획서 비공개 49  : 사업계획서 승인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뉴스타파, 

2018.09.28), 도지사(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2018.09.05)

에 이어 JDC 의료산업처장도 사업계획서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제368회 제

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 행정사무조사를위한

                                           
49 2019년 3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뒤늦게 사업

계획서가 부분 공개되었지만, 녹지그룹이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부분공개결정 취

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사업계획서가 공개됐을 경우 신청인(녹지국제병원)에

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

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

았다(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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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회의록, 2019.01.30). 또한, 제주 행정부지사, 보건복지여성국장, 보

건위생과장 모두 “두꺼운 책 한권” 분량의 사업계획서를 8 페이지로 요약한 

요약본만 보았다고 고백하였다(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

회회의록, 2018.12.13). 영리병원 개설이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에 따라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으며 제주도에서 이를 다루는 최초의 

숙의형 공론조사가 이루어지는 중대한 사안임을 알고 있음에도 행정부지사는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판단이 됩니다. 굳이 책 한 

권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행정부지사,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2018.12.13). 

뿐만 아니라, 제주도청은 사업계획서가 ‘두껍기 때문에 그리고 녹지그룹의 요

청에 따라’ 영리병원 개설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에 8 페이지의 요약본만 전

달하였다. ‘강요하다시피’ 영리병원 개설을 앞장서서 추진한 제주도청에서 정

보를 ‘선택’하여 정리한 요약본에만 근거하여 심의위원들은 심의를 진행하였

다(도의원, 행정부지사,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

록, 2018.12.13). 

다. 수차례의 사업계획서 변경 및 특혜 제공 : 도의회에 참석한 제주 행정부지

사는 사업계획서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단언하였으나, 조사 결과 사업계획

서가 철회되고 다시 제출된 적이 있으며, 제출된 사업계획서도 수차례 변경되

어왔다(도의원, 행정부지사, 제 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록, 2018.12.13). 

헬스케어타운의 사업계획이 최초 승인 이후에 수 차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처음 승인 당시 주장했던 공익적인 측면이 사라지고 수익의 극대화 목적만 남

았다. 제주도의 숙박시설 과잉 공급 문제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타운의 숙박시

설이 730실에서 1335실로 82.8% 증가하였는데, 도민, 도의회 의견 수렴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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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도의원, 제3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2019.01.30). 

녹지 그룹에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임원인 황민강은 2018년 4월 12일 사임

했고, 구샤팡이라는 사람이 등기되었다. 하지만 현재 모든 허가는 황민강 이름

으로 진행되었다. 임원이 완전히 바뀐 경우 양도양수라고 볼 수도 있으며, 이

에 따라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재심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심지어, 의료

기관 개설 허가증에 대표자인 ‘황민강’이 ‘황만강’으로 작성된 오타가 발견되

었다(도의원, 행정부지사, 보건건강위생과장,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

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2018.12.13). 

또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는 사업시행 기간이 2015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로 설정되었다. 하지만 사업자 측(녹지그룹)에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제주도청에서 ‘선심적으로’ 사업 시행기간을 6개월 연장해주었다(도

의원, 보건건강위생과장,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

록, 2019.02.20).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이 발생한 경우, 개설사항 변경신고는 

개설자(녹지그룹)가 해야하지만, 도청에서 다시 ‘선심적으로’ 이를 먼저 요청

하였다. 하지만 변경신고는 제출되지 않았다(도의원, 보건건강위생과장, 제369

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2019.02.20). 

헬스케어타운은 특정경관단위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토질 형질변경 

등을 위해서는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생략하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

아 징계 요구를 받았다(감사위원회 감사과장, 제3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

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2019.01.30). 

라. 사업계획서 타당성 조사 부재 및 우회투자 의혹 :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

서 타당성 검토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아닌 그랜랜드헬스케어만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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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행되었다. 그랜랜드헬스케어는 우회투자 논란으로 철회된 사업계획이다. 

그리고 그랜랜드헬스케어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 자료만 제출되었고, 이것을 

토대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승인이 되었다(도의원, 행정부지사, 보건위

생과장,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2018.12.13; 

도의원, 도지사,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2018.12.21). 

2015년 5월 체결된 녹지 그룹과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와의 업무협약

서에서 후자에게 병원 의료진 채용, 운영 지원, 해외환자 유치 지원, 해외환자 

귀국 후 사후관리 등의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회투자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도의원, 제3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2019.01.30). 

내국인이 녹지국제병원의 지분 49%를 양도, 양수할 수 있는데, 현재 조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도의원, 보건건강위생과장, 제369회 제주특별

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2019.02.20). 

의료법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미래의료재단의 컨설팅, 카운셀이 불가

능한데, 이를 불법적으로 진행하였다(도의원, 행정부지사, 제366회 제주특별자

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2018.12.13). 

마. 경제성 분석 부재 및 효과 과장 : 보건의료 특례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내 고용효과 등 경제성 분석 및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타당

성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해당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조례를 위반하였다. 또한, 투자자인 녹지 그룹이 작성하여 과대포장 가능

성이 높은 경제적 효과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였다(도의원, 행정부지사, 제366

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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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에 녹지국제병원의 채용인력이 134명인데도 불구하고 1,700명의 고

용유발 효과가 있다고 작성되었다. 그리고 제주 헬스케어타운 전체의 고용유발

효과를 녹지국제병원의 고용유발효과인 것처럼 제주도가 녹지그룹을 대신해서 

과대포장해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도의원, 행정부지사, 제366회 제주특별

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2018.12.13). 

바. 녹지국제병원 가압류 : 녹지그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가 되어 있

고, 녹지국제병원 건물 가압류 청구금액이 1218억이다(녹지그룹의 투자비용은 

건설비용까지 합하면 870억 쯤이다). 그리고 제주 행정부지사는 여러 가지 공

사가 부진하다는 것과 투자가 어렵다는 것을 다 ‘계속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도의원, 행정부지사,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2018.12.13). 

사. 사후 관리감독방안 부재 : 영리병원 개원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를 1년 전부터 도청에서 주장하였지만 현재도 마련되지 않았다. 뿐만 아

니라, 내국인 진료 제한을 감독할 방법은 없다. 사업계획서, 의료진 명단 등도 

공개하지 않은 영리기업을 감독, 관리할 수 없으며, 환자의 비밀 유지가 법적

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내국인 환자가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행정부지사는 ‘의사협회, 전문가, 교수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구체적인 대책 없이 단호하게 주장하였다(도의원, 

행정부지사,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2018.12.13). 

아. 응급의료계획 부재 : 녹지국제병원이 수립한 응급의료계획이 없다. 의료법

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준수해야 하지만, 제주대

학교병원과 서귀포의료원과 체결된 MOU만 존재한다(도의원, 행정부지사, 제

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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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권력주체 담론 

 

도민들에게 영리병원 추진 및 허가 주체는 녹지그룹, 제주도청, JDC(그리고 

몇몇 보수학자)로, 영리병원 불허 주체는 시민단체로 명확하게 가시화되었고, 

도민 참여단은 토론회를 통해 영리병원 불허, 허가 측을 대표하는 사람을 

실제로 접할 수 있었다. 따라서 어떤 권력주체가 어떤 담론을 생성하고 

헤게모니를 구축하고자 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났고, 이에 따라 각 권력주체 

및 인사를 직접적으로 공격해 담론의 정당성,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담론이 발견된다. 국가권력(제주도청, JDC, 중앙정부 등), 경제권력(녹지그룹), 

사회권력(시민단체)을 비판한 담론들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국가권력 

 

국가권력을 비판한 담론을 살펴보기에 앞서, 건강의 공공성 담론이 출현하게 

된 이유를 먼저 살펴보았다. 최규연(2020)은 공공성 기표가 출현하게 된 

‘현실의 난제’를 에너지 노동-환경 담론 분석에 기반하여 고찰하였는데, 

영리병원 사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공공성 

기표를 구성하는 ‘공공’이라는 개념은 ‘사회 전체의 구성원’인 ‘일반 시민’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회 전체’는 집단적으로 의미를 조직화하기 어려운 

무정형의 실체이고, 경험적으로 대표될 수 없다. 즉, “‘공공’을 대표하는 

‘일반인’ 혹은 ‘평균적 개인’이란 경험적으로 실재하지 않는다”(p237). 

따라서 “사회 전체라는 단위의 집단은 ‘공공’이라는 기표를 통해 명명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공공의 유익이나 공공을 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게 된다”(p237). 그리고 최규연(2020)은 ‘정부’라는 기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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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라는 기표에 대신하여 사회 전체의 대표성을 가지는 대안적 기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이 ‘정부’라는 기표의 활용이 무의미해져 공공성 

기표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즉, “사익 추구 주체들이 전방위적으로 

지배력을 확장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항해 사회 전체가 향유하는 가치와 

재화를 수호하는 주체가 정부가 아닌 현실’” 때문에 공공성 기표가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p237-238). 그리고 이는 한국에서 공공성 개념의 생성 및 

확장이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로의 편입이 본격화된 1990년대라는 점에서 

역사적 사실과도 조응한다(p238). 신자유주의-발전주의 담론에서 보았듯, 

지방정부인 제주도와 JDC는 ‘강요하다시피’ 녹지그룹이 영리병원을 

설립하도록 한 장본인이다. 이들은 영리병원 개설을 적극 지지하고 

공론조사에서 녹지그룹과 경제권력을 대변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인 문재인 

정부도 경제권력이 요구하는 규제 완화에 앞장서 ‘경제권력에 포획된 

국가권력’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영리병원을 추진해 온 과거 

정부들에서도 발견되는 모습이다. 즉, 영리병원 이슈에서도 국가권력이 

기대되는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사회권력의 ‘공공성 

기표’가 그 역할을 대신 수행하게 되었고 건강의 공공성 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50.  

공론조사 과정 중에 제주도와 JDC를 위의 이유로 비판하는 모습이 다수 

발견되었다(중앙정부 비판은 전술한 신자유주의-발전주의 담론에서 

시민단체의 문재인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 비판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즉, 

국가권력이 공공성을 보장해야 하는 자신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고, 

경제권력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아래 <표 21> 참고). 

                                           
50 물론, ‘정부’, 국가권력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사회권력의 역할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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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출처) 

“엉뚱하게도 JDC가. 우리나라 정부의 공기업인 JDC가. 분명히 정부가 영리화, 

의료영리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개설허가측 입장에 선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고요”(불허측, 서귀포시 토론회). 

“개설허가 측의 주체가 JDC라는 걸 알고계십니까? (중략)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 공문으로 내려왔는데, 국토교퉁부 산하의 공기업인, 

개설허가측 입장을 대변한다는 것은 JDC가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공기업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게 하고요. 김현미 장관에게 한번 입장을 확인하고 개설허가 측에 

서시기 바랍니다”(불허측, 서귀포시 토론회). 

“헬스케어타운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이랑 소송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분양 사기랍니다. 이런 중국, 사기꾼 집단인데요. 우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 중 한 분도 마지막에 회의끝나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도민들 상대로 사기치고 있다고 중국 녹지그룹이. 그런데 그걸 명확히 

밝혀야할 사람이 누가냐. 제주도와 JDC인데,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정말 제주도와 JDC 정신차리시고, 도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불허측, 서귀포시 토론회).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영리병원 문제 등으로 자체 

비상대책위까지 구성해 운영했으며 일부 JDC 고위 임원은 지난 7월말 서울에 

출장까지 가면서 공론조사 위원을 면담했다는 문서를 확인했다"며 "JDC는 여전히 

중국자본만의 이해를 대변하고 공공의료를 훼손하는 정책에 앞장서는 모습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제민일보, 2018.10.03). 

“제주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중국 녹지자본은 공론조사위원회 

참여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영리병원을 

유치업자처럼 토론회를 강행, 중국 녹지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발제자로 나서고 

있다. 제주도 내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도민 찬반 

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녹지국제병원’ 유치 관련 토론회인 것처럼 일방적 

홍보하기를 하고 있다. 제주도의 편파적 홍보와 불공정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는 영리병원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이번 공론조사위에 반대 토론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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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다. 제주도의 편파적 권력 남용으로도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침묵하도록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2018.07.30). 

"이러한 JDC의 행태는 자신들의 핵심프로젝트라는 이유로 투자자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마무리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제주도와 

제주도민은 뒷전이고, 조직의 성과를 어찌됐든 유지해 조직이 살아남고 보겠다는 

이기주의가 철저히 배어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라일보, 2018.02.07). 

"공론조사 과정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점은 녹지 측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한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중략) JDC가 영리병원 문제 등으로 자체 

비상대책위까지 구성해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 도민을 위한 공기업인지 

의문”(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한라일보, 

2018.10.02a). 

“제주도가 제주헬스케어타운내 녹지국제병원 허가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지만 이를 도민들에게 숨긴 채 진행한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론화조사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제민일보, 2018.07.18)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당론을 감안하면 제주도의원 절반 이상이 영리병원 

개설에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도의회 차원에서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마치 

강 건너 불구경 하는 듯하다”(제주의소리, 2018.09.25). 

“6.13지방선거에 제주도지사와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낸 녹색당이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투기자본 앞잡이로 규정하고, 해체를 

공약했다”(제주의소리, 2018.05.23b). 

<표 21> 경제권력에 포획된 국가권력 비판 담화 

 

2) 경제권력 

 

영리병원 불허 측은 녹지그룹의 제주도 호텔사업 임금체불, 분양 사기 및 중국 

내 소송 문제, 수출약속 불이행 등 녹지국제병원 밖의 사례를 가져와 

녹지그룹은 문제가 많은 기업이고, 병원을 올바르게 운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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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공론조사라는 절차에 녹지그룹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자체가 도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제주시, 서귀포시 권역 토론회, 1, 2차 숙의토론회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언급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가.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및 채무 불이행 문제 :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은 녹지그룹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2018년 중순 기준으로 약 1년 

6개월째 중단된 상태이다. 녹지그룹은 헬스케어타운 내 호텔업체에 

임금체불되어 있고, 임금을 요구하는 직원들을 부당해고 하였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녹지그룹의 채무 불이행 지수가 88%에 육박한다. 뿐만 아니라 

녹지그룹이 추진하는 ‘드림타워’ 공사에서도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나. 분양 사기 문제 : 부동산 기업인 녹지그룹은 헬스케어타운을 분양사업에 

동원하여 영주권 대상 사업을 통해 돈을 ‘엄청’ 많이 벌었지만, 중국 내에서 

사기분양으로 자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고 소송 중에 있다. 

다. 수출약속 불이행 문제 : 2014년 12월 녹지그룹은 제주도에 500억 

수출약속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1억원만 이행했다. 500억 수출약속을 통해 

드림타워를 추진할 수 있었고, 추진이 결정되자 약속 이행을 멈춘 것이다. 

라. 공론조사 불참 : 공론화 과정을 녹지그룹이 거부하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 자체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토론회에서 영리병원 불허 측이 녹지그룹을 어떤 식으로 묘사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몇개의 텍스트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녹지기업, 부동산 투기기업입니다. 병원사업 할 사람들 

아니고요. (중략) 이게 정말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도민을 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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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입니까. (중략) 과연 이런 업체가 병원을 해야할까요?”(불허 

측, 제주시 권역 토론회). 

 

“중국, 사기꾼 집단인데요. 우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 중 한 분도 

마지막에 회의끝나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도민들 

상대로 사기치고 있다고 중국 녹지그룹이”(불허 측, 서귀포시 

토론회). 

 

“녹지호텔에서 임금체불 발생해가지고 그 사람들 해고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고요. (중략) 그리고 지금 저기 신제주 이마트 옆에 

드림타워 공사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녹지그룹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임금체불 때문에 건설노동자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나쁜 기업입니다”(불허측, 1차 숙의토론회). 

 

“저는 녹지그룹이 500억 수입 하겠다고 얘기한 그 부분은 이렇게 

많은 문제재기가 되고 있고, 제주도민이 이정도로 문제제기 하고 

있습니다. 녹지그룹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황민강이라는 사람이 누군가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안 나오나요? 소송하겠다 소송하겠다 이런 얘기를 녹지그룹이 

한건가요? 안한 건가요? 그거 몰라요 녹지그룹은 대변인도 

없나요? 녹지그룹은 한국말 하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나요? 왜 

이렇게 많이 하는데 공론화 과정에서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최소한 대변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병원을 어떻게 지었다 이런 

말을 한마디도 못하나요? 녹지그룹은 대변인이 왜 없고, 자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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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왜 얘기를 못하고 언론도 있고 여러 군데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얘기를 안 하는 겁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이해가 안가고 

제주도민을 뭐로 아는 거예요? 도대체? 녹지그룹이 나와서 

대답해야죠. 지금까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그런 기업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에요”(불허측, 2차 

숙의토론회). 

 

뿐만 아니라, 녹지국제병원에 미래의료재단 등 국내법인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는 점, 과거 영리병원이 삼성과 같은 재벌 기업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점, 그리고 현재도 경제권력들이 중앙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재벌, 상속과 영리병원을 엮는 담론이 발견되었다.  

 

“영리병원 하게 되면 상속할 때 굉장히 좋아요 특히 아들 둘에다가 

딸 하나인데 이거 모두 다가 의사가 한명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것 

따질 거 없이 그냥 나눠주면 돼요 지분별로 딱 나눠주니까 

상속하기가 굉장히 편한 이런 말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의료경영학과에서 논문까지 다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된다고 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영리병원 허용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불허측, 2차 숙의토론회). 

 

반면, 신자유주의-발전주의 담론, 투자 담론에서도 발견되었듯, 영리병원 허가 

측은 공론조사에 참여하지도 않은 녹지그룹을 강하게 옹호하였다. 이들은 

‘투자’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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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그룹은 거의 1조에 가까운 투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투자한 것은 6300억이 넘습니다. 6300억이 넘는 

착실히 계획대로 실행해온 진정성 있는 그런 투자자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런것들이 조금 생각이 되고요”(허가 측, 

서귀포시 권역 토론회). 

 

“녹지국제병원이 사실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니깐 녹지국제병원 녹지그룹 자체가 

제주도에 쏟아놓은 투자한 비용이 현금자산 현금기준으로 자산 

화폐기준으로 6500억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니깐 어떤 

기업이 이렇게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허가 측, 1차 숙의토론회). 

 

“어느 누구도 제주도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고요”(허가 

측, 2차 숙의토론회). 

 

3) 사회권력 

 

앞서 건강의 공공성 담론 대항 담론에서 기술하였듯 영리병원 허가 측은 

‘영리’ 의미의 왜곡을 통해 사회권력이 이율배반적 권력 집단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대안 담론 대항 담론에서 살펴보았듯, 시민단체의 역할이 

잘못 설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영리병원 허가 측에서 전개한 

사회권력 및 시민단체를 공격한 전략은 시민단체가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영리병원 이슈에 ‘과도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주장하거나(허가 측, 제주시 권역 토론회), 시민단체가 모든 시민을 대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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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못하고,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시민들 내부에서 여러 갈등이 있습니다. 시민 단체가 진정한 

시민의 대표라면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전문가적인 

의견을 좀 도출해주시는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구요”(허가 측, 제주시 권역 토론회). 

 

“시민 단체들 간에 이런, 제가 보기엔 두 가지 반대가 있습니다. 

오히려 빨리 진행해야한다. 아니면 좀 천천히 해야한다. 반대한다. 

시민단체 의견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공론화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허가 측, 

서귀포시 권역 토론회). 

 

우선, 영리병원 허가 측 전문가가 ‘시민 단체가 진정한 시민의 대표’라고 

가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시민을 대표해야 하는 첫 번째 주체는 국가, 

정부이다. 하지만 최규연(2020)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듯, 그들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리병원 허가 측에서도 시민단체가 공공성 

기표, 담론을 통해 그 역할을 대신 수행하고 있다고 인지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정확하게 말하면, 녹지국제병원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전체’ 시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가치 혹은 ‘공공성’ 보장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전체’ 시민을 대표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고 시민단체가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마치 그들이 제대로 의무,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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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리고 ‘시민들 내부에서 여러 갈등’, 

‘시만 단체들 간’ 갈등 등을 강조하여 마치 ‘영리병원 불허’가 사회권력 

내부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토론회에 전문가로 참석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직접 공격하기도 하였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이 2017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0일까지 임기입니다. 정책심의 위원 열일곱 분이 임명 되어 

있습니다. 지금 *** 의원이 지금 계속 좀 주장하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말씀 하시는 게 없어서 저는 그게 좀 

의아합니다”(JDC, 2차 숙의토론회). 

 

토론회에 참석한 위원은 자신이 위원회를 대표한다고 발언한 적이 없으며, 

위원회와 관련하여 발언한 것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윈회에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점, 녹지그룹에 요청한 자료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절당한 점, 미래의료재단이 녹지그룹을 대신하여 사업 설명을 진행한 점 

등이다. 하지만 JDC는 마치 참석한 위원이 위원회를 ‘잘못’ 대표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발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 허가 논의를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간 

의견충돌’로 프레임 씌우는 담화가 존재하였다. 이들은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주체가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주변화하고, 시민단체가 

야기한 충돌로 인해 ‘제주 공동체’가 분열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제주 공동체 분열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제주발전을 저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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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담화가 다시 

발견되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녹지국제병원 역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단체와 병원 개원 허가를 촉구하는 지역주민간 의견 충돌이 

빚어지면서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중략) 지역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공동체 분열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 제주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제민일보,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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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찰 및 결론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51 

 

본 연구는 노만 페어클로의 비판적 담론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제주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과정에서 어떤 담론이 존재하였는지 확인하고, 

담론들의 권력 효과, 이데올로기, 담론적 수준에서의 사회적 투쟁과 헤게모니 

투쟁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영리병원 개설 허가 

측에서 주도적으로 형성한 담론은 신자유주의, 발전주의 이데올로기가 

혼재하여 나타나는 신자유주의-발전주의 담론과 소송 담론이었다. 그리고 

영리병원 개설 불허 측에서는 건강의 공공성 담론, 대안 담론, 추진과정 

담론을 통해 대항 헤게모니를 구축하였다. 또한, 녹지국제병원 개설 여부 

논쟁은 공론조사 형식을 빌렸기 때문에 영리병원 불허, 허가 측 주체가 

가시화되었다. 따라서 각 권력주체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권력주체 담론이 

함께 발견되었다.  

신자유주의 공간화의 대표적 산물인 ‘제주 국제자유도시’(이승욱, 조성찬, 

박배균, 2017), 그리고 공공재인 보건의료와 건강을 상품화하고 시장 

메커니즘에 그대로 노출시켜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도구화하는 

‘영리병원’이라는 숙의 대상은 그 자체로 허가 측 담론의 배경이 되었다. 

하지만 영리병원이 사적 이익 추구를 목표로 하는 주체들에 의해서만 

                                           
51 연구 결과 요약에서는 분석한 기사 등 자료의 출처는 생략하였다. 자료의 출처 및 

참고문헌은 3장 연구결과와 참고문헌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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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되어온 것은 아니다. 영리병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2002년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의료서비스 산업화, 의료산업 선진화 

및 육성,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근거로 영리병원을 적극 

추진하였다(김한빛, 2019). 문재인 정부도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지만, 보건의료 분야 규제 완화에 

앞장서고 제주도와 공기업인 JDC의 영리병원 추진을 방관하였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와 JDC에 의해 ‘강요하다시피’ 추진되었다. 

따라서 공론조사 과정 중에 존재했던 담론을 확인하기에 앞서, 경제권력을 

대변하고 그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영리병원을 옹호한 제주도와 JDC가 어떤 

이데올로기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하였는지 

확인하였다. 당시 제주도지사는 제주의 ‘성장’, ‘발전’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의료관광 산업을 통해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해야만 

하는 세계적인 의료관광 도시를 지향하고 있었다. 그는 현재를 포기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지금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위기감을 조성하고,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이는 박정희, 김영삼, 이명박 정부의 발전주의 이데올로기 담론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김종태, 2014). 또한, JDC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를 

대외적으로 표방하지만, 기업과 자본을 위한 시장 장악 등을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영리병원 추진 주체들이 기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는 

공론조사 과정 중 존재했던 신자유주의-발전주의 담론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신자유주의-발전주의 담론의 틀을 구성하는 주된 논리는 시장포퓰리즘에 

기반한다. 즉, 녹지그룹을 포함한 해외 대자본의 투자는 의료관광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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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으로 이어져 국가 혹은 지역 경제 발전과 연결되고, 이런 경제 발전이 

낙수효과를 만들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 유치 감소, 

규제 강화, 심지어 공론조사까지 당장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 정의되고, 

영리병원 개설을 통한 투자 신인도 확보, 영리병원 개설이라는 규제 완화 등은 

‘해결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단, 단순히 투자만을 강조하는 담화도 다수 

발견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발전주의가 목표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신자유주의-발전주의 담론은 지자체 간, 국가 간 경쟁에서의 승리를 

당위적인 목표로 전제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기감 조성에 이용하였다. 그리고 

보건의료, 건강의 형평성을 주변화하면서 취약집단을 논의에서 배제하고 

부유층의 선택권 보장을 적나라하게 요구하였다. 사회권력이 신자유주의-

발전주의 담론에 대항한 방법은 신자유주의,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를 직접 

드러내고 비판하는 것, 그리고 낙수효과, 시장포퓰리즘이 헤게모니 구축을 

위해 동원된 허구에 불과하다고 근거와 함께 지적하는 것이었다. 

영리병원 허가 측의 두 번째 주요 담론은 소송 담론이었다. 이는 영리병원 

개설이 불허될 경우 녹지 측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제주도가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도민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영리병원 허가 측은 도민들에게 책임지고 싶지 않다면 공론조사에서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선택하라고 ‘협박’하였다. 영리병원 허가 측은 일반 시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소송비를 과장하고 소송 대리인과 소송 종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속 언급함으로써 도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을 극대화하고 

현실적으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제기되지도 않은 소송이라는 가능성이 

현실에서 강한 권력 효과를 발휘하였다. 도민들을 대표해야 하는 국가권력은 

공론조사에 불참한 녹지그룹을 대신하여 도민들을 협박하고, 소송 준비를 

이유로 녹지그룹의 공론조사 불참을 정당화시켜주었다. 불허 측은 소송을 

이유로 개설 허가를 강요하는 것은 ‘협박’이라고 직접적으로 비판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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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도민들은 손해배상을 ‘피부로 와 닿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영리병원 불허에 앞장선 사회권력은 영리병원 개설 논란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보건의료와 건강의 공공성을 근거로 영리병원 찬성 담론에 대항해왔다. 이번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에서도 ‘건강권’, ‘격차와 차별 없는 건강’, ‘건강할 

권리와 불평등을 줄이는 것’, ‘아픈 이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 ‘병원의 

공익적 역할’, ‘보편적 의료 이익’, ‘공공재로서의 보건의료’ 등 

김창엽(2019)이 제안한 건강의 공공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가치들이 

강조되었다. 이렇게 명시화된 가치들은 건강의 공공성 담론이 ‘도덕적인 

지도력’을 통해 헤게모니를 구축할 수 있게 해주었다(로버트 보콕, 1992). 

그리고 6월 지방선거와 의료영리화를 다룬 의학 드라마 <라이프>, 영화 

<식코>는 건강의 공공성 담론에 힘을 실어주었다. 

건강의 공공성 담론은 영리병원 도입이 보건의료체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것이 건강의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구체적인 연결 기제, 

근거와 함께 포함하고 있었다. 즉, 건강의 공공성 담론은 제주 영리병원 

개설을 전국 차원의 공공성 논의와 연결시켰다. 따라서 도민들은 숙의할 때, 

제주도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한국 보건의료체계 전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제주도민만을 대상으로 공론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주도의 이해관계, 제주도의 공익(혹은 이익)만 고려되고, 양측 진영에서 

그것에 기반하여 헤게모니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의 사회화 전략(김한빛, 2019)은 ‘공공’의 의미가 제주도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사회로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최규연, 2020). 따라서 

신자유주의-발전주의 담론이 제주도민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시장포퓰리즘적으로 헤게모니를 구축했다면, 사회 전체의 공공성을 고려한 

건강의 공공성 담론은 신자유주의-발전주의 담론에 대항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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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영리병원 허가 측 인사들도 건강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중요시하였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영리병원과 건강의 공공성 간 연결을 단호하게 

끊어내거나 담론적 투쟁이 발생하는 공간에서 공공성을 주변화하고 배제하여 

논의에 등장하지 못하게 차단시켰다. 더 나아가, 건강의 공공성 담론이 대항 

헤게모니로서 강한 권력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인지한 허가 측 인사는 

건강의 공공성 보장을 표방하면서 영리병원 허가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논의의 범위를 녹지국제병원이라는 지리적 공간에 한정시키고, 이 지리적 

범위를 벗어나는 공공성 논의는 마치 논리적 비약처럼 인식되게 만들고자 

하였다. 그리고 영리병원의 ‘영리’라는 텍스트가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투자개방형 병원, 외국인 의료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용어의 기원을 무시한 채 ‘영리’병원이라는 용어 사용이 

프레임 전략이라고 주장하였다. 영리 용어의 의미 왜곡은 영리병원 허가 측이 

사회권력 주체를 직접 공격할 때 활용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영리병원 

허가 측은 공공성 붕괴, 훼손 혹은 그 기제가 ‘괴담’ 수준의 프레임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그것이 왜 프레임이고 괴담인지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영리병원 불허 측이 기제에 대한 설명, 근거, 실제 발현 가능성을 

상세하게 제시하였기 때문에 그 근거를 반박하거나 기제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야 하지만, 단호하고 강한 표현을 통해 이어질 수 있는 질문과 논쟁을 

차단시켰다.  

영리병원 불허 측의 두 번째 담론은 대안 담론이었다. 대안 담론은 현재 

준공된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 혹은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자는 

담론이다. 이들은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접근성, 의료비, 의료의 질, 고용률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비교하고, 공공병원,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대안 담론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는 시장포퓰리즘(혹은 낙수효과)에 기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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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게모니가 독자적인 헤게모니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 담론은 

건강의 공공성 담론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 서귀포 시민들은 보건의료 

접근성 및 양질의 보건의료를 보장받지 못해왔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영리병원 설립은 서귀포 시민들의 건강권과 건강 형평성 보장과 이어진다. 

이에 따라 대안 담론은 영리병원 허가 측 전문가가 인정하고 동의할 정도로 

강한 헤게모니를 구축할 수 있었다. 다만, 공기업인 JDC는 여전히 도민의 

건강과 공공성보다 ‘투자’와 ‘투자 신인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영리병원 

허가를 촉구하였다. 

영리병원 불허 측은 2015년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서 승인 과정에서부터 

제주도의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한 다양한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을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의 목표로 천명하였다. 유사사업 경험 증명 

부재, 국내의료재단의 우회진출 의혹, 사업계획서 비공개, 사후 관리감독방안 

부재 등 불투명한 추진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고, 

공론조사 과정 중에 몇 가지 사항은 의혹이 아닌 실제 하자임이 드러났다. 

그리고 공론조사가 끝난 뒤, 실제로 대부분의 사안이 하자였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책임 주체인 제주도, JDC, 중앙정부는 이를 무시로 일관하여 영리병원 

허가 측 담론에 힘을 실어주었다. 영리병원 허가 측은 2015년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서를 승인했다는 사실, 그리고 논의가 제주도라는 공간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조건을 이용하여 맹목적으로 중앙정부를 신뢰하거나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단호하게 문제제기를 주변화하였다. 그리고 이미 

사업계획서가 승인되었기 때문에 ‘정책 일관성’을 지켜 ‘법과 절차’에 따라 

나머지 절차도 ‘관례상’ ‘당연하게’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절차를 

강조하지만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는 외면하고, 공론조사를 정책 일관성 

훼손 혹은 규제로 규정한 후, 투자 신인도 훼손과 연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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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영리병원 불허 측은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인 제주도, JDC, 

중앙정부, 녹지그룹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였고, 허가 측은 사회권력인 

시민단체를 비판하였다. ‘정부’가 사회 전체의 대표성과 공공을 향하는 가치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익 추구 주체들을 견제하기 위해 ‘공공성 기표’가 

탄생했다는 논의(최규연, 2020)에서 볼 수 있듯이, 녹지국제병원 사례에서도 

국가권력은 공공성 보장이라는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회권력은 국가권력이 경제권력에 포획되었다고 직접적으로 비판하였다. 

그리고 호텔사업 임금체불, 분양 사기 및 중국 내 소송 문제 등 녹지국제병원 

밖의 사례를 가져와 녹지그룹의 경영 역량, 신뢰성, 도덕성 등을 비판하였다. 

반면 영리병원 허가 측은 사회권력이 이율배반적 권력 집단이라고 주장하거나, 

시민단체의 역할을 영리병원 허가 측 프레임에 맞춰 재설정하였다. 그리고 

녹지국제병원 개설 논쟁을 사회권력 내부 갈등 혹은 시민단체와 시민 간 

갈등으로 프레임 씌워 시민단체가 제주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장본인으로 

인식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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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고찰  

 

공론조사 결과, 개설 불허가 58.9%로 개설 허가(38.9%)보다 높게 나왔다. 

그리고 개설 불허 이유 중 ‘다른 영리병원들의 개원으로 이어져 의료의 

공공성이 악화될 것 같아서’가 66.0%로 가장 높았으며 ‘병원의 주기능인 

환자 치료보다 이윤 추구에 집중할 것 같아서’가 11.3%, ‘유사사업 경험이나 

우회투자 의혹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가 12.3%였다. 개설 

허가를 선택한 이유로는 ‘법에 의해 승인을 받아, 준공 및 채용까지 한 것이라 

당연한 것 같아서’(52.9%)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부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37.1%)가 가장 높았고, ‘보건의료 관련 해외자본의 

도내 투자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가 5.7%였다.  

대안 담론, 소송 담론과 관련된 문항 등 중요한 요소들이 제외되었기에 근거로 

삼기엔 불충분할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숙의’의 결과인 공론조사 결과를 

통해 지배적이었던 담론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 

낙수효과, 그리고 대항 헤게모니로서 건강의 공공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 

 

영리병원 허가 측은 건강의 공공성에 반하는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소송 

담론을 통해 도민들을 ‘협박’하여 도덕적 지도력을 결여하고 있었다. 그들이 

주장한 낙수효과와 시장포퓰리즘은 과장되었고 허구임이 지속적으로 근거와 

함께 지적되었으며, 불허 측의 대안 담론으로 인해 허가 측만의 독자적인 

헤게모니 구축도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기업과 자본을 대신하여 ‘투자’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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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 도민들을 ‘협박’한 ‘경제권력에 포획된 국가권력’의 행태는 

정당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법에 의해 승인을 받아, 준공 및 채용까지 한 것이라 당연한 것 같아서’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이유 중 52.9%로 가장 높았다는 점은, 제주도, JDC, 

중앙정부가 제기되는 각종 의혹과 문제를 무시하고 과거 정부에 의해 

‘사업계획서가 승인되었다는 사실’ 하나를 맹목적으로 내세운 것이 영리병원 

허가 선택에 영향력을 발휘하였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결과는 

도민들이 영리병원 개설에 동의한 것이 아니란 점을 드러낸다. 이는 정보 

공개와 의혹 해결 책임의 주체인 국가권력이 영리병원 개설에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이의제기를 무시함으로써 숙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차단시킨 결과이다.  

민주주의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과 시민이 중요시하는 가치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제권력에 포획된 국가권력’의 행태는 전형적인 

지배(필립 페팃, 2012)의 모습이었다. 필립 페팃(2012)에 의하면 정부는 

대중적 견제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즉, 민주적 통제의 핵심은 정부가 행하는 

모든 것은 그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 효과적으로 견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자들이 시민에게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견제를 위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하고, 그 

주장의 타당성이 평가되고 적절한 대응이 결정되며 적절히 반응되어야 

한다(필립 페팃, 2012). 하지만 추진과정 담론에서 제기되었던 모든 

문제제기에 대해 무시로 일관한 정부는 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박탈하였다. 

제주도의 민주적 정당성 상실은 제주도의회에서의 행정부지사 발언과 

태도에서도 직접적으로 드러났다. 공론조사 결과 무시 후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하고 그 근거로 투자자에 대한 신뢰를 내세운 행정부지사에게 도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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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신뢰는 중요하고 도민들과의 신뢰는 안 중요한가요?”라고 

질문하였고, 행정부지사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그는 ‘도민들은 정보가 적기 때문에, 행정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단언하였다(전문은 아래 <글상자 5> 참고). 

 

도의원 : 투자자의 신뢰는 중요하고 도민들과의 신뢰는 안 

중요한가요? 

행정부지사 : 그렇진 않습니다. 중요하죠. 도민들의 신뢰가 더 

중요하긴 한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결정을 

했을 경우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 우리 도가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을 어떻게 과연 행정이……. 

도의원 : 그 정도 피해를 보더라도 도민들의 신뢰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행정부지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갖고 있는 정보와 우리 행정에서 

갖고 있는 정보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앞으로 미칠 파장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도의원 : 그 말씀 아주 위험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 : 아니, 도민들께서도 충분한 정보를 가졌으면 조금 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도의원 : 그러면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죠. 

(중략) 

도의원 : 도민들은 간섭하지 말라, 이런 말로 들리네요? 

행정부지사 : 위험한 말씀은 아니고요. 

도의원 : 위험한 말씀이죠. 그러면 행정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항들보다는 아무래도 행정에서 정책 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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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우리는 할 수 밖에 없었다……. 

도의원 :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하면 옳다. 도민들은 

이해를 해라, 이런 말씀이세요?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18.12.19 

<글상자 5> 제주도의 민주적 정당성 상실 

 

추진과정 담론에서 지적된 의혹들이 실제로 하자였음이 밝혀졌음에도 그리고 

도민이 건강의 공공성 등을 이유로 영리병원 개설을 불허했음에도, 도민을 

대표해야 하는 국가권력은 정당성을 상실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다. 

스스로 공론조사 결과를 따르겠다고 선언한 전 도지사는 도민 약 80%가 

존중하겠다고 선언한 공론조사 결과(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8.10.04)를 

무시하였고, 영리병원 개설을 강행하였다. 이에 따라 “절차적 참여 민주주의의 

싹을 자르며, 대화와 숙의의 공론화 과정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뿌리까지 

흔들어 놓았다”는 비판(김미경, 2018, p12), “민주주의 파괴”라는 비판(정의당, 

범국민운동본부, 2019, p64), “공론조사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년 6월 

13일)를 염두에 둔 보여주기 식 절차가 아니었냐는” 비판(김소연, 2019, p220) 

등 다양한 비판에 노출되었다. 특히, 제주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장은 

“매우 허탈하고 유감스럽다. 제주에서 더 이상의 공론조사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제주에서 공론조사를 한다고 하면 누가, 어떤 도민이 

신뢰하겠는가”라며 숙의민주주의 훼손을 비판하고 공론조사 백서 발간 불참을 

선언하였다(경향신문, 2018.12.12).  

본고에서는 도민의 의지를 무시한 국가권력의 행태에 대한 비판을 

김소연(2019)이 하버마스(2001)의 논의를 빌려 비판한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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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숙의민주주의는 관료 지배세력의 행정권력에 대항해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한 급진 민주주의적 시도다(하버마스, 2011, p41). 따라서 도정의 권고안 

외면은 자칫 민주적 엘리트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 법적⋅제도적 

근거에 기준해 합의된 시민사회의 권고안을 무시하는 행위는 “관료적 

지배체계가 사회통합을 식민적으로 침범”(하버마스, 2011, p41)하는 행위다. 

공론조사의 권고안은 공중의 사회적 합의이며, 공개성이 보장된 

결과다(하버마스, 2011, p309). 공론결과는 시민사회의 의지를 반영하는 숙의적 

원칙으로써 개인주의적인 동시에 민주적이라는 점에서(Manin, 1987, p351) 

정당하다. 고로 윤리적⋅합리적 차원에서 전문가 집단의 분석 결과는 

시민사회의 합의에 대해 결코 우위를 선점할 수 없다”(김소연, 2019, p228). 

 

2) 낙수효과52라는 허구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으로 인한 낙수효과는 터무니없이 과대포장 되어 있어 

실제 도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시장포퓰리즘)은 극히 적으며, 제주 

헬스케어타운은 관광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오히려 

주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3장 1절 참고). 또한, 공공병원,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과 영리병원 설립을 경제 지표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낙수효과(혹은 시장포퓰리즘)를 근거로 영리병원 설립을 지지할 수 

                                           
52  낙수효과는 ‘규제완화,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경제성장 등은 자동적으로 저소득자

에게 혜택이 된다는 것(홍운선, 윤용석, 2018)’, ‘재분배가 없더라도 기업, 시장이 활성

화되고 경제가 성장하면 자동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윤상우, 2009)’을 포함하여 

소득과 소비의 관계를 통한 계층 간 파급효과, 투자와 소비의 관계를 통한 효과, 대기

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파급효과 등(장인성, 2019)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 비판하고자 하는 낙수효과는 넓게는 전술한 시장포퓰리즘이며(신진욱, 

이영민, 2009), 좁게는 영리병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부대 효과’

를 얻을 수 있다는 영리병원 허가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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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것이 드러났다(3장 4절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허가를 

택한 사람들 중 37.1%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부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를 그 이유로 선택하였다.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을까? 

본고에서는 이를 신자유주의,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에 토대를 둔 낙수효과가 

여전히 강한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녹지국제병원을 통한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연화되어 버린, ‘경제권력에 포획된 국가권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강조된 낙수효과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이 공론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낙수효과라는 것이 실재하는 게 맞는가? 특히, 한국 맥락에서 

낙수효과가 아직도 실재하고 있는가? 경제 개발과 신자유주의 확산에 

앞장섰던 IMF, World Bank의 학자 등은 낙수효과를 정면 반박하는 연구들을 

발표했으며, 오히려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재분배와 사회보장 제도가 더욱 중요하다는 연구를 다수 

발표하였다(Weide, Milanovic, 2014; Ostry et al., 2014; Dabla-Norris et al., 

2015; Berg, Ostry, 2017; OECD, 2014; OECD, 2019; Hope, Limberg, 2022)53.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05년부터 단순하게 

자본 투입에 의존하는 성장전략은 더 이상 고용창출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전병유 외 5인, 2005) 54 . 정대영(2011)도 한국은 더 이상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 아님에도 여전히 ‘일자리 부족이 투자 부진 때문’이라는 

                                           
53  재분배와 사회보장 제도가 경제성장을 위해서만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님을 분명하

게 명시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성장이 ‘모든 사람

의 자유와 평등’에 도달하기 위해 활용될 수도 있는 다양한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

는 입장에 동의한다. 모든 사람의 인권과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재분배, 사회

보장 제도 등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54 이들은 경제성장이 고용률 제고 없이 생산성 제고만으로 이루어진다면 일자리 양극

화가 초래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전병유 외 5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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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진리처럼 받아들여 지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경제 발전 초기 

단계에는 자본 부족이 성장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아 투자 확대가 성장정책의 

핵심이 될 수 있지만, 경제가 발전할수록 노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강조하였다. 즉, “1990년 중반 이전처럼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저절로 늘어나던 호시절은 지나갔다는 것”이다(p86). 앞서 소개한 

IMF, World Bank, OECD의 제언과 같이, 그는 투자가 아니라 사회안정망 확충,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것 등이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며, 더 나아가, 

법을 제정해 완전고용이 국가의 의무라는 것을 선언적으로라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정대영, 2011). 김교성(2014)은 기업 당기순이익, 

사내유보율, 기업 저축률,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생산성 대비 실질임금 비중 등 

여러 지표를 토대로 분석하여, ‘경제성장의 열매는 정부에게는 세금으로, 

기업에게는 이윤으로, 그리고 노동자에게는 임금으로 고루 분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의 과실이 온전히 기업에게만 돌아감으로써 낙수효과가 

실종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김성순(2014)도 ‘고용 없는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귀속되었으며, 고용의 질은 악화되어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양산이 

확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5556 . 김미곤(2014)도 1990년대 초반까지는 

경제성장이 빈곤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그 이후 경제성장과 

                                           
55  예를 들어, 한국의 30대 그룹 영업이익이 500대 기업의 총 영업이익에서 80% 넘

게 차지하고 있지만, 근로자 수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7%대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다

(조선비즈, 2013.11.04). 
56 이승호(2008)의 논의를 참조하여 재구성한 정재명(2017)은 신자유주의가 청년실업

을 야기한 주범 중 하나라고 비판하였다.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은 M&A 과정에서 인원을 대규모 감축하였고 비정규직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아웃소

싱, 세계시장 개방 등은 구직의 90%를 담당하던 중소기업들의 파산을 초래해 실업자

들을 대거 양산하였다.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은 노동의 안전성과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구축도 최소화함으로써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그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

하는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이 비정규직 양산, 경력직 선호 현상을 야기하여 청년층의 

실업난을 가중시켰다고 보았다. 즉,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성향과 신자유주의는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을 투자가 아니라 비용으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신규직원이 아닌 

경력직 채용만 선호하게 만들었다고 한다(정재명, 2017). 



176 

빈곤감소 간 연결고리인 낙수효과가 사라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본’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노동정책과 소득분배가 뒷받침되는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OECD(2015; 홍운선, 윤용석, 

2018에서 재인용)도 대기업 위주의 수출정책과 이를 통한 낙수효과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시민들이 일자리 문제로 인해 겪는 고통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한국에서는 단순하게 일자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닌 ‘좋은 일자리(decent 

job)’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임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5758 . 

김영중(2014)은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 혹은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 일자리 공급만 늘어난다면 한국 일자리 문제의 근원인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인건비 

절약을 핵심으로 하는 민간 기업에게 일자리 문제를 의존할 경우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고용불안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생계, 조기 퇴직, 경력 단절 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일자리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영중, 2014). 노대명(2017)도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며, 사회보험 중심체계를 

뛰어넘어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점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송기호(2017)의 경우도, ‘좋은 일자리’ 부족 

                                           
57 김영중(2014)이 지적하였듯, 한국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일자리가 부족한 상

황은 아니지만 비정규직 비율은 두 배 이상 높다. 2021년에도 여전히 한국은 비정규직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이며(연합인포맥스, 2021.10.27), 임금 양극화와 소득 불

평등도가 높다(OECD, 2020). 
58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공공병원을 비교하였을 때, 더 높은 고용률 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와 연결되는 것은 후자이다. 또한 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업은 영리병원이 

아닌 비영리병원을 통해서도 추진 가능하며, 실제로 2022년 이후 녹지국제병원은 비

영리병원으로 전환될 계획이다(노컷뉴스, 2021.10.14). 이는 공론조사 과정에서도 지속

적으로 지적되었다(대안 담론 등). 자세한 내용은 본고 3장 1절, 4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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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분배 개선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전제로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OECD(2020)도 한국 정부에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하며, 비정규,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와 보호를 

강화하고, 상병수당 제도 도입, 구직 지원 등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녹지국제병원이 위치한 제주도도 위의 논의들과 동일한 비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왔다. 제주도는 2008-2012년도 지역내 총생산(GRDP) 성장률이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김성순, 2014), 2013년도 고용률은 전국 

최상위권, 실업률은 1.8%로 완전 고용 수준이었다(고승한, 2014). 그리고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추진된 당시에도 제주는 이미 경제 성장률, 고용률, 청년 

고용률 등 각종 경제 지표에서 전국 1위를 하고 있었다(도지사,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2017.11.15). 그리고 이런 경제성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제주도의 핵심 문제임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지만(고승한, 2014; 김성순, 2014; 염미경, 2014; 김성학, 2014; 

현길호, 2014; 강수영, 2014; 강기춘, 2014) 59 , 국가권력이 여전히 시민의 

삶보다 자본 위주의 경제성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녹지국제병원 

                                           
59 제주도의 고용현황을 분석한 염미경(2014)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제주는 노동자 

임금이 최하 수준이며,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은 최고 수준이라고 비판하였

고, 김성학(2014)도 제주도는 일시적, 임시적 고용에 따라 극심한 고용불안과 근무조

건에서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임금수준이 정규직 대비 1/2 수준 이하가 대부분이라

고 지적하였다. 현길호(2014)도 제주지역은 실업률이 낮음에도 잠재실업률이 대단히 

높고, 고용안정성이 취약하다고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강수영(2014)은 제주지역 노

동자들은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고 임금이 평균 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강기춘(2014)은 제주도는 좋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

고 있으며, 단순히 일자리 창출만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제주도의 비정규직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제주특별자

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2021.11.02), 시민들은 저임금, 불안정 고용(제민일보, 

2018.09.14)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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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 다시 드러났다(녹지국제병원과 관련된 시장포퓰리즘, 낙수효과에 

대한 비판과 근거는 3장 1절 참고)60.  

만일 국가권력이 정말로 시민들의 삶과 권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영리병원을 

추진한 것이라면, ‘근거도 없는’ 낙수효과라는 허구에 얽매여 자본을 대변하고 

시장에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 공공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제주도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경제성 분석,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지도 않았고, 녹지 그룹이 제시하여 과대포장 되어 있는 수치들을 

그대로 인용해왔다(3장 1절, 3장 5절 참고). 뿐만 아니라, 녹지국제병원을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병원, 비영리병원으로 설립하면 도민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혜택도 더 크다는 근거가 지속적으로 제시되었지만, 이를 외면하였다. 

제주도의 공론조사 결과 무시 결정 이후, 이를 논하기 위해 제주도의회에 

참석한 행정부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이 보건의료산업에 강점이 되는 이유로 

“중동 같은 데서는 워낙 우리 의료 인력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중동에 출장 갔을 때 한국에 있는 의료 인력을 자기들한테 수출만 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 받고 있는 봉급의 네댓 배를 더 줄 수 있다느니 그런 많은 

말씀들을 합니다”라고 언급하였다(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록, 2018.12.13). 영리병원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제주도의 위와 같은 

행태는 제주도가 정말로 도민을 위해 영리병원을 추진한 것이 맞는지 의문을 

품게 한다. 제주도는 투자와 개발만을 강조하는 ‘제주 국제자유도시’가 

                                           
60  앞서 살펴보았듯 이러한 문제는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제주의 국제자유도시 프로젝

트들이 투자와 양적 성장에만 몰두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지속적으

로 야기해온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제주도가 2014년에 수립한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 1만 5,250개 중 1만 150개가 고용이 불안한 일시적 고용 지원이었고, 이에 따라 

고용의 안정성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즉, 민간투자업체는 투자진흥지구에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부담금의 감면을 받았지만 비정규직만 양산하였다(김성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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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만 만들고, 개발 이익 독점으로 인한 빈부 

격차, 난개발, 부동산 가격 급등, 환경오염, 쓰레기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다는 비판과 현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모두가 동등한 시민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앞장서야 한다.  

경제 발전을 포함한 모든 발전과 개발은 인간의 자유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회피 가능한 질병으로부터 자유는 가장 중요한 자유 중 하나다(Sen, 

1999a). 건강은 그 자체로 인간의 발전을 구성하며, 다른 가치 있는 목적에 

도달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주체적으로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하다(Sen, 1999b). 즉, 인간의 자유를 구성하는 

건강과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보건의료는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소수의 투자자와 자본을 위한 경제성장을 위해 이를 

희생시킬 수 없다. 이미 수차례 언급하였지만,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 악영향, 보건의료 영리화 현상 등은 저소득층을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불평등이 

심해져 공공재를 이용하는 계층이 분리될 경우, 공공재에 투자할 유인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더 악화된 환경은 저소득층이 ‘착취’되는 현상을 

가속화시켜 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Weide, Milanovic, 2014).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 중 5.4%를 

차지하는 열악한 한국의 상황(통계청, 2020년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기관현황)에 영리병원 도입이 야기할 미래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61 . 

‘불평등만 키우는 성장, 지출과 부담이 늘어나는 가계, 빈곤을 예비하는 질 

                                           
61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전체 의료기관 중 10%도 안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

19 환자의 80%를 책임져야 했고 이에 따라 병상 부족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의

료공백 사태 및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접근성 제한 발생 등 한국의 열악한 공공보건의료’

가 드러났다(참여연대, 2021.11.16;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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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일자리가 건강과 안녕에 닿을 리 없고, 건강할 권리를 누리고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가치라면 경제와 혁신과 일자리는 이를 위한 수단에 지니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한겨레, 2018.06.27). 

 

3) 대항 헤게모니로서 건강의 공공성  

 

공론조사 과정에서 존재했던 모든 담론 중 가장 지배적으로 헤게모니를 

구축한 담론은 건강의 공공성 담론(66.0%+11.3%)이었다62.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의 공공성 담론이 이러한 힘을 획득할 수 있었을까? 본고에서는 이를 

찰스 테일러(2015; 2019)의 논의를 빌려와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테일러(2015)는 선 63 의 명시화 64 를 통해 우리 행위들의 도덕적 의의를 

명시화할 수 있고, 명시화된 도덕적 의의가 타인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65 . 그리고 ‘말’을 통해 선을 드러내는 행위는 도덕의 원천들을 

사람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그것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부합하게 살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즉, 이런 방식으로 

                                           
62  도민참여단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진 이슈는 국내 공공보건의료체계 붕괴와 소송 

가능성이었다(제주의소리, 2018.10.03). 
63 선이란 “질적 구분 속에서 비교할 수 없이 고차적인 것으로 선별되는 모든 것을 의

미한다. 선은 질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여겨지는 어떤 행위일 수도 있고 동기일 수도 

있고 생활양식일 수도 있다. ‘선’은 여기서 아주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어떤 종

류든 어떤 범주든 귀중하다고 여겨지는 것,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 감탄스럽다고 여

겨지는 것을 가리킨다”(찰스 테일러, 2015, p196). 
64  명시화란 “우리의 윤리적 선택, 경향, 직관의 기저에 무엇이 있는지를 명시화하는 

것”이다(찰스 테일러, 2015, p166). 
65  이는 찰스 테일러(2015)가 ‘나의 시각’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도덕적 직관, 나를 

도덕적으로 감동시키는 것에 의해 정의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타인이 ‘나’를 설

득시키기 위해서는 “나의 도덕적 경험에 대한 나의 해석을 변화시킴으로써만, 특히 내 

삶의 이야기에 대한 나의 해석, 내가 거쳐 온 – 또는 거치기를 거부당한 – 이행들에 

대한 나의 해석을 변화시킴으로써만 나를 설득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p157). 



181 

말은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66 (찰스 테일러, 2015). 건강의 공공성 담론은 

보건의료와 건강과 관련된 도덕적 가치들이 ‘말’을 통해 명시화되고 그것들이 

집합적 수준의 ‘담론’이 된 것을 포함한다. 즉, 건강의 공공성 담론이 도덕적 

지도력을 통해 헤게모니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도덕적 가치들이 

명시화되었고, 사람들이 명시화된 선에 이미 동의하고 있었거나 동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공론조사에 참여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의 공공성 담론이 개인적 수준에서 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건강의 공공성이라는 

명시화된 도덕적 가치에 시민들이 2014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동의하고 

있었음을 영리병원 설립 찬성, 반대 조사 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표 22> 참고). 영리병원 반대가 건강의 공공성에 동의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순 없지만, 영리병원 논의가 시작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민들에게 가시화된 갈등 구조는 공공성 대 상품화, 영리화, 시장화, 

산업화였다. 실제로, 영리병원 반대 이유까지 설문에 포함한 다수의 

조사들에서 공공성을 이유로 한 반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메디팜헬스, 

                                           
66 찰스 테일러(2015)는 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도덕의 원천들은 힘을 준다. 이 

원천들에 더 가까이 갈수록, 이 원천들을 더 분명히 볼수록, 이 원천들이 무엇을 수반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할수록 이 원천들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감동을 받아 이 

원천들을 사랑하거나 존중하고, 이 사랑/존중을 통해 이 원천들에 더 부합해 살 수 있

게 된다. 그리고 명시화는 이 원천들을 더 가까이 가져올 수 있다. 말들이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말이 때로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

이다. 물론 단순히 어떤 명시화라도 좋은 것은 아니다. 어떤 정식들은 죽었을 수도 있

고, 이곳이나 이 시간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힘도 없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명

백한 예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힘은 정식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발화 행동 전체

에도 좌우된다. 사실 가장 강력한 경우는 복음의 거대하고 지속적인 힘이 보여주듯이 

화자, 정식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 행동이 모두 함께 맞아떨어져 선을 드러내는 경우

이다. 어떤 정식이 힘을 가질 때는 그것이 도덕의 원천들을 가까이 가져올 때이며, 이 

정식이 원천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만들 때이며, 원천의 고유한 힘, 곧 우리의 사랑, 존

중, 헌신을 고취하는 원천의 능력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만들 때이다. 효과적인 명시화

는 이 힘을 발산시키며, 이런 식으로 말은 힘을 갖게 된다”(p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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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5; 단비뉴스, 2010.07.08; 매일노동뉴스, 2008.08.06). 더 나아가, 

제주 영리병원 관련 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계층화분석(AHP)을 진행한 

진영찬, 문상호(2010)의 연구에 따르면, 시민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형평성을 

효율성보다 중요시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일자 대상 찬성(%) 반대(%) 조사 주체67 출처 

2008.07 제주도민 1,119명 42.8 47.9 한라일보 한라일보, 2008.07.01 

2008.07 제주도민 1,100명 38.5 39.9 제주도 매일노동뉴스, 2008.08.06 

2009.01 제주도민 1,000명 54 39 제주MBC 미디어제주, 2009.01.28 

2009.07 제주도민 1,000명 55.3 35.7 
제주지방 

자치학회 
의약뉴스, 2011.09.16** 

2010.02 제주도민 1,000명 50.3 43.1 제주MBC 의약뉴스, 2011.09.16** 

2010.04 제주도민 1,000명 51.3 40.5 한라일보 의약뉴스, 2011.09.16** 

2010.05 제주도민 1,000명 54.2 37.1 제민일보 의약뉴스, 2011.09.16** 

2010.07 시민 2,552명 29.7 61.8 
차미연 제정임의 

유쾌한 리서치 
단비뉴스, 2010.07.08 

2010.12 제주도민 715명 41.7 44.5 제주발전연구원 의약뉴스, 2011.09.16** 

2011.02 제주도민 1,000명 53.5 34.9 제주MBC 의약뉴스, 2011.09.16** 

2011.03 제주도민 516명 50.2 34.9 제주발전연구원 의약뉴스, 2011.09.16** 

2013.12 
대한의사협회 

1,085명 
- 60.7 의협신문 의협신문, 2013.12.31 

2014.01 시민 1,500명 24.6 68.8 대한의사협회 메디팜헬스, 2014.01.15 

2014.09 
여론주도층 인사 

441명 
9 69 제주의소리 프레시안, 2014.09.09 

2015.07 제주도민 1,000명 15.9 74.7 도민운동본부* 한겨레, 2015.07.16 

2015.07 제주도민 1,000명 19.7 57.3 제주도의회 한겨레, 2015.07.16 

2018 
제주도의원 후보 

48명 
19 72.9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 2018.05.31 

2018.10 
제주도민 

180-3,012명 
38.9 58.9 제주도 제주도, 2018.10.04 

2018 시민 504명 35.8 51.3 TBS TBS, 2018.12.12 

2019.01 제주도민 1,010명 32.7 60.6 제주MBC 제주의소리, 2019.02.02 

2021.12 재주도민 807명 25.2 49.2 KBS제주 KBS. 2022.01.05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당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자료 

<표 22> 영리병원 설립 찬성, 반대 조사 결과 

                                           
67 편향된 조사였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사 주체(혹은 조사의뢰자)를 함께 명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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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테일러는 도구적 이성 68 의 헤게모니를 제한하는 방법, 즉 시장과 관료 

체제에 내재되어 있는 도구주의적 경향에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민주적인 

자발적 행동(democratic initiative)과 공동의 민주적 목적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역설한다(찰스 테일러, 2019). 이번 녹지국제병원 사례에서는 수많은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연대하여 사회권력을 형성하였고, 건강의 공공성 

보장이라는 공동의 민주적 목적을 중심으로 영리병원 설립에 대항하였다. 

여기서 연대란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동일한 정치적인 삶의 

이슈에 대해서 공동의 행동을 결의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공동선의 실현을 

표방하고 성취하는 가운데서 명분을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행위”이다(유현상, 

2016 p196). 즉, 연대를 통해 시민단체들은 건강의 공공성이라는 공동선의 

실현을 표방하고 성취하는 가운데서 명분을 얻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도구적 

이성의 헤게모니에 대항할 수 있었다. 특히, 건강의 ‘공공성’ 담론이 힘을 

발휘한 이유는 사회권력의 연대를 통해 ‘공공성 기표’ 활용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최규연(2020)에 따르면, “공공성 기표는 공공의 유익을 

사익보다 우위의 가치로 두는 논리를 담론적 효력의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성 기표가 사익 추구의 기제로 사용하게 된다고 인지되면, 공공성은 

담론적 힘을 상실한다”(p239). 따라서 공공성 실현을 주창하는 집단이 

주장하는 공공의 유익과 자가 이익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들은 공공성 기표 활용의 진정성에 대한 비판에 노출될 수 있다(p240). 

하지만 공공성 기표를 중심으로 한 ‘연대’는 각 집단이 단일 논리에 종속되는 

                                           
68  도구적 이성이란 “우리가 주어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을 어떻게 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응용해낼 수 있을까를 계산할 때 의지하게 되는 일종의 합리성”이다(찰스 

테일러, 2019, p14). 찰스 테일러(2019)는 도구적 이성 때문에 오로지 효용(비용-소득 

분석)으로 우리의 생활이 지배되고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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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탈피하고, 스스로를 공공성 실현을 지향하는 가치추구의 주체로 현시하게 

만든다(최규연, 2020). 즉, 수많은 시민단체의 연대로 인해 영리병원 불허 측은 

공공성과 공동선 실현을 지향하는 가치추구의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한편, 건강의 공공성은 신자유주의,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여 영리병원 

불허라는 공론조사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공론조사 권고를 이행해야 

하는 국가권력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공론조사가 마무리된 후, 

공론조사위원회는 영리병원 개설 불허와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을 

권고하였지만 전 도지사는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강행하였다. 도는 숙의를 통해 결정된 공론조사 결과와 

각종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단언했으며, 경제 살리기 동참, 관광산업 재도약, 외국투자자본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중국자본 손실 문제, 외국 자본에 대한 행정신뢰도, 손해배상 

등을 조건부 개설 허가의 이유로 제시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8.12.05). 그리고 이들은 “의료공공성 등 공익적 요소를 고려해 조례에 

정한대로 조건을 두어 내국인에 대한 진료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8.12.07). 즉,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한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것으로 공공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빠져나가려 하였으며,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공론조사 

과정에서 등장하였던 신자유주의-발전주의 담론, 소송 담론을 다시 등장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영리병원 개설에 대한 논의가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논의로 전환되었다69. 즉, 도의원의 지적대로 논의가 영리병원 허용을 당연하게 

                                           
69 도에서 주장한 내국인 진료 금지는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국인 진료 거부 금지 

조항과 충돌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더라도, 현재 특별법에 내국인 

진료 제한 규정이 없고 법원 판례도 없기 때문에 재판 결과는 예상할 수 없다(도의원,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2018.12.13; 제366회 제주특

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2018.12.14). 뿐만 아니라, 영리기업의 영업기밀 보호 주



185 

전제하고 있는 내국인 진료 허용, 불허용 프레임에 갇혀버릴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2019.02.20). 

왜 이런 결과가 야기되었는가?가장 먼저, 시민의 결정이 구속력 있는 권력 

행사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제도적인 문제 혹은 앞서 보았듯 국가권력이 

시민을 대표하지 못했다는 민주적 정당성 문제가 있을 것이다. 여기선 

공론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건강의 공공성 담론이 가졌던 한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공론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건강의 공공성 담론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 영리 

의료 행위에 대한 비판을 적극적으로 포함하지 못하였다. 건강의 공공성 

담론은 건강권, 건강형평성 등을 강조하지만, 논의를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 건강권 등을 주로 강조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공론조사가 진행되었고, ‘국민’이 주된 

관심 주체이기에 외국인의 건강이 상품화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적극적으로 

포함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겠지만, 공론조사 결과 발표 이후 갈등이 

전개된 과정을 보면 이런 비판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어야 한다. 즉, 갈등의 

사회화 전략을 통해 도민이 인식한 공공의 범위가 제주도에서 국가 전체로 

확장된 것처럼,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건강은 국적, 인종, 

종교 등에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하고 상품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적극적으로 포함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70 . 국민과 비국민을 나누는 이분법적 

                                           

장, 환자 정보 보호, 관리에 대한 기술적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아니

라는 지적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고의 3장 5절 내용 참고. 
70 의료관광 사업은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사업 대상국의 

보건의료체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다. “대표

적인 것은 이들 나라에서 보건의료 투자를 회피하게 되는 일이다. 의료관광을 이용하

는 사람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여론 주도층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더 나은 외국 의료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 

국내 의료체계를 건실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설 까닭이 없다. 의료관광 하나 때문에 그

리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인 역할은 부인하기 어렵다.” 혹은 “많은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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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71 은 영리병원 허가 측이 건강의 공공성 담론이 제기한 문제를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마련해주었다. 이는 건강의 공공성이 갖는 대항 효과를 

약화시켰으며, 영리병원이라는 신자유주의,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의 산물에 

건강의 공공성이 ‘우파 포퓰리즘’적 모습(무페, 2019)으로 왜곡돼 접합될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권력에 포획된 국가권력은 건강의 

공공성이 중요하다는 도민들의 공론을 무시하고, 경제 성장, 투자, 보건복지부 

승인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 형평성의 주변화와 비용 강조, 녹지그룹 옹호 등 

공론조사 과정에서 등장하였던 영리병원 허가 측의 담론을 다시 등장시킬 수 

있었다(도지사,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2018.12.14;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2018.12.21;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2019.02.19;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2019.04.09; 행정부지사,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18.12.19).  

제주도는 그들이 열심히 대변, 옹호해준 녹지 그룹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서야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하였다. 즉, 영리병원 

정책이 완전히 무산되어서야 정부는 뒤늦게 공공성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2020년 12월 15일, 영리병원을 추진했던 전 도지사는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보건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 “제주헬스케어타운을 

                                           

들이 건강검진을 의료관광의 중요한 상품으로 삼고 있다.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

내에서조차 어떤 의학적 근거가 있고 얼마나 바람직한지 회의하는 전문가가 많다. 그

런데 의료관광이 이런 상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지식과 규범, 문화를 ‘수출’하고 

있다”(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3.06.17). 
71 이런 관점은 샹탈 무페(2019)가 아래와 같이 설명하는 ‘우파 포퓰리즘’의 특징 중 

하나다. “우파 포퓰리즘은 자신이 대중주권을 되돌리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주권은 ‘국민 주권’national sovereignty으로 이해되고 있고, 이 주권은 참

된 ‘국민주의자’nationals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우파 포퓰리스

트들은 평등을 위한 요구는 언급하지 않고, 국민nation의 정체성과 번영에 위협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보통은 이민자들인, 수많은 범주를 배제하는 ‘대중’을 구성한

다”(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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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의료복합단지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제주도민일보, 2020.12.15). 또한, JDC는 “서귀포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 내 의료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것 등 공공성을 

대외적으로 표방하며 제주 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내 한국의학연구소 

유치, 제주한의약연구원 이전 등을 추진하였다(JDC 보도자료, 2021.03.09; 

JDC 보도자료,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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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한계 

 

지적된 비판적 담론분석의 한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페어클로의 

모형에 따르면 사회구조는 권력관계로, 사회적 과정은 사회적 갈등의 과정과 

실천의 관행으로 이해된다(신동일, 2018). 이는 페어클로(2012)의 두 가지 

관점(structure vs process)을 반영한 것인데, 이는 지배적인 권력관계에 의해 

결정된 담론들과 권력을 확보한 지배적인 집단, 지역, 국가에 의해 사회구조가 

자연화(naturalized)된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관행화된 사회적 결정과 과거의 

권력투쟁으로부터 확립된 권력 구조를 보여주는 것)과 담론을 텍스트 

수준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갈등, 사회적 구조에 관한 담론의 투쟁 및 효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갈등과 경합의 과정에 비중을 두는 것)(페어클로, 2012; 

신동일, 2018에서 재인용). 하지만 신진욱(2011)은 기존의 연구들이 담론이 

지배적 권력관계와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입증하는 데만 그치고 

담론투쟁의 과정, 결과, 역동성, 지배담론의 지속과 변형 등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그리고 신동일(2018)도 많은 비판적 담론분석 

연구가 담론을 사회적 갈등으로 이해하는 연구보다, 이미 지배적인 권력관계에 

의해 구축된 결과물을 연구하는데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한계를 고려하여 이미 확립된 지배적인 권력관계, 자연화된 

사회구조를 다루기보단, 오히려 지배적이라고 여겨지는 신자유주의, 발전주의 

이데올로기, 영리추구, 도구적 이성 등에 사회권력이 어떻게 저항하고 

대항하였는지 탐구하였다. 단, 본 연구는 분석에 포함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는 권력관계 및 권력 주체 간 상호 작용, 투쟁 등은 포함하지 못하였다. 

둘째, 비판적 담론분석을 활용한 연구가 “담론투쟁의 장에 개입해서 자신의 

연구결과를 통해 특정한 입장의 타당성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규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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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과 당파적 입장을 ‘선언’하고 그 ‘증거’를 찾는 경향”이 있어 설득력 

없는 이데올로기적 입장 표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신진욱, 2011, p34).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담론적 투쟁, 헤게모니 투쟁 과정을 

분석하여 공론조사에서 영리병원 불허라는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자료의 삼각화와 경쟁적 해석 시험 등을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질적 연구에서의 외적 타당성’(유기웅 외 3인, 2018)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 결과’ 부분에서 공론조사 과정에서 존재했던 담론과 

투쟁을 정확하게 보여주고자 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Isabela Fairclough와 Norman Fairclough(2015)가 

정치담화분석에서 강조하는 실천적 논증(practical argumentation) 72 보다 

담론의 권력 효과와 헤게모니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그들이 주장하듯 

정치담화가 논증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 논증만이 실천적인 것도 

아니지만(p30),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가 숙의와 토론을 거쳤다는 점에서 

실천적 논증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결과 해석에 도움되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의료영리화/민영화, 영리병원 등과 관련된 

논의를 포함하였지만, 투쟁과 갈등의 토대가 되는 물질적, 제도적 토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단, 물질적, 제도적 토대에 대한 정밀한 

분석 없이, 헤게모니 개념을 제도와 국가 차원으로 ‘성급히’ 끌어올리면 

헤게모니적 효과가 과대평가될 위험이 있다는 것(박해광, 2007)을 인지하고 

분석을 수행하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72  실천적 논증(practical argumentation)이란 “특정한 행위 방식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논증으로, 결정을 내리는 근거가 되는 논증이다. 무엇을 할지 결정함에 있어

서 행위자는 다른 대안을 반대하는 이유뿐 아니라 잠정적으로 결정한 그 행위를 선호

하는 이유와 비판 받는 이유 모두를 고려한다. 그 행위가 초래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숙의하는(deliberate) 것이다”(Isabela Fairclough, Norman Fairclough, 2015,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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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공론조사에 참여한 다양한 권력주체 대변자와 시민들의 개인 

수준에서의 영향, 변화를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만일 분석에 면담을 

포함하였다면, 담론, 헤게모니 투쟁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확인하고, 시민성, 덕성 차원 등의 논의를 포함하여 더 정확한 분석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감정 혹은 정동(무페, 2019)이 갖는 

역할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는 페어클로가 지적한 

구조주의적 접근의 문제점에 대해 동의하며(신동일, 2018), 논증, 이성, 감정 

등이 갖는 가치와 역할을 인정하고, 이에 기반한 사람의 능동적인 주체성과 

가능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을 명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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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결론 

 

공공재인 보건의료와 건강을 상품화하고 시장 메커니즘에 그대로 노출시켜 사

적 이익 추구를 위해 도구화하는 ‘영리병원’은 건강의 공공성 그리고 이와 관

계된 도덕적 가치들을 훼손한다.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에서 건강의 공공성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동의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이는 신자유주의, 발전주의, 도

구적 이성의 헤게모니에 대항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73. 

대항 헤게모니로서 건강의 공공성이 영리병원을 넘어 다른 보건의료 이슈,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가 고통을 야기하는 다른 영역까지 확장 74 하여 인정

(recognition)과 재분배(redistribution)(Fraser, 2021) 그리고 ‘모두를 위한 자

유과 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급진화(무페, 2007; 2019)에 

힘을 실어 줄 수 있을까?우선 녹지국제병원 사례에서 드러났듯, 우리는 ‘모두

를 위한 건강’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73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시민들은 공공보건의료와 공공성 강화에 대해 더욱 동의

하게 되었다(국립중앙의료원, 2020.06.18; 2021.09.27; 문화체육관광부, 2020.12; 서울

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2021.02.22). 또한, 이는 ‘건강과 보건의료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까지 민영화하던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통치’(김창엽, 2021a)에 미세하게나마 변화

를 가하기도 하였다(청년의사, 2021.06.02). 그리고 녹지국제병원을 감염병 전문 공공

의료기관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청년의사, 2022.01.03). 
74  코로나19와 그 고통은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던 근원적인 문제들 – 열악한 보건의료

체계, 차별(Fraser, 2021), 불평등(김창엽, 2021b), 환경 파괴(김창엽, 2021a) 등 - 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냈다. 예를 들어, 김창엽(2021a)은 개발로 인한 환경, 생태 

변화와 그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이라는 자연의 위기가 보건의 위기, 사회경제적 위기

로 이어짐을 보여주고, Fraser(2021)는 항상 존재해왔던 인종차별이 왜 코로나19를 통

해서 ‘Black Lives Matter’ 투쟁으로 터져 나왔는지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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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the discourses existed during the deliberative poll on the 

approval of ‘Jeju Greenland International Hospital’, Korea’s first for-profit 

hospital, and corroborated the power effects of discourses, ideologies, and 

social struggles at the hegemony level through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e 

pro-for-profit hospital agents urged approval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hospital through ‘neoliberal-developmental discourse’ and ‘litigation 

discourse’, while civic groups led the way in disallowing the for-profit hospital 

through ‘publicness in health discourse’, ‘alternative discourse’, and ‘process 

discourse’. Also, all of them directly criticized the opponents behind the 

discourses.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which follows the ideal free market economy 

model and the history and purpose of the for-profit hospital in Jeju we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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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of the discourses presented during the poll. However, corporations 

and representatives of economic power were not the only agents to urge for 

approval. Governments, which are captured by the economic power and 

represented themselves as the neoliberal and developmental state, were the 

leading ag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hospital. Neoliberal and 

developmental ideologies were vested in the discourses pro-for-profit hospital 

agents created. They defined problems and solutions based on market populism 

and insisted to invest, deregulate, compete, and marginalize equity with 

emphasis on monetary cost-benefit calculation. Also, they demanded the 

protection of rich’s right to choose extravagant services regardless of the 

damage on the accessibility of vulnerable groups. Civil groups criticized 

neoliberal and developmental ideologies and exposed the fallacy of the trickle-

down effect that embedded in market populism. 

The pro-for-profit hospital agents forced participants of the poll to choose 

the approval by threatening them with a lawsuit. Government did not represent 

the citizens, instead, they threatened people on behalf of Greenland Holdings. 

It was criticized by opponents that the behavior of the government is a ‘threat’, 

but the participants already recognized it as the real. 

Civil groups presented moral values related to health and healthcare 

through ‘publicness in health discourse’, which provides them the moral 

leadership to establish hegemony. Also, the socialization strategy expanded the 

meaning of ‘publicness’ and created resistance against the hegemony built by 

the governments and economic powers. ‘Publicness in health’ was also 

recognized by opponents, therefore, it led opponents to eliminate the space for 

the ‘publicness in health discourse’ during the poll. Pro-for-profit hospital 

agents also distorted the meaning of ‘for-profit’ and framed the link between 

the for-profit hospital and the health system or related values as a ‘strange 

r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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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the ‘publicness in health discourse’, the civil groups insisted to 

convert the for-profit hospital to a public hospital or a non-profit hospital 

through an ‘alternative discourse’. By comparing various indicators such as 

accessibility, medical expenses, quality of medical care, and employment rate, 

they were able to hinder the hegemony of market populism becoming a 

dominant one. 

The civil society declared the goal of the deliberate poll as clarification of 

various suspicions arising throughout the process and approval of Greenland 

International Hospital. Jeju provincial government, the central government, and 

a public corporation, JDC, were responsible, but they consistently ignored it 

even after some suspicions turned out to be actual defects. In addition, they 

emphasized policy consistency and argued that the hospital should be approved 

immediately following the custom without questioning. They emphasized 

procedures but neglected the deliberative poll, which is a ‘democratic 

procedure’, and defined it as a regulation that damages the investment 

reliability of Jeju.  

Finally, the civil groups criticized Jeju provincial government, the central 

government and JDC as they represented economic power and corporations and 

excluded citizens. They also stated that Greenland Holdings cannot run the 

hospital in effective, efficient and ethical way citing other cases that the 

corporation invested and owned. On the other hand, pro-for-profit hospital 

agents framed the civil groups as self-interest seeking agents and reset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addition, they framed civil groups as the agent who 

adversely affects the development of Jeju Island. 

The civil groups established hegemony based on moral leadership through 

‘publicness in health discourse’, which was counter to neoliberal and 

developmental ideologies. In addition, the ‘alternative discourse’ had th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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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resisted the establishment of a dominant hegemony that market populism 

tried to create. On the other hand, demanding the for-profit hospital, which 

violates the health-related moral values, and threatening the residents through 

‘litigation discourse’ let governments and economic power to lose their moral 

leadership. Moreover, it was revealed that the act of ‘state power captured by 

economic power’ and emphasizing investment on behalf of corporations and 

capital was not guaranteed justification. The state power, especially Jeju 

provincial government and JDC, responsible for various suspicions and 

problems seemed to deprive the democratic legitimacy on its own. 

The establishment of the for-profit hospital in South Korea, which 

commercializes public goods : health care and health and exposes them to 

market mechanisms, is the violation of health related moral principles that 

Korean people agreed on. Through the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the 

deliberative poll of Greenland International Hospital in Jeju, it was revealed that 

citizens recognized and agreed on the publicness and moral values of health and 

healthcare. ‘Publicness in health’ is the source of counter-hegemony and is 

opposing to hegemony of neoliberalism, developmentalism and ‘instrumental 

reason’ that Charles Taylor 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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