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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림대학교와 성심병원의 설립자인 일송 윤덕선 박사는 대표적인 의사 출신 병원 경영인이
다. 일제 강점기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윤 박사는 미국에서 선진 의술을 배웠다. 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다 민간 병원을 세우고 대학, 병원 등을 아우르는 재단을
일궈냈다. 그는 평범한 의사에서 창업 경영자로 변신한 ‘1세대 병원 경영인’의 대표적인 사례
다. 국내 의사가 의원, 병원에서 출발해서 종합대와 대학병원을 아우르는 재단을 일궈낸 사례
는 9명에 불과하다. 그동안 국내 학계는 병원경영을 의료행정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병원
경영인과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았다. 1세대 병원 경영인을 연구하는 것은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 본 연구는 경영사적 연구방법을 택했고 이 중에서도 기업가사적 연구방법을 활용해 윤
박사의 기업가정신 및 경영철학을 연구했다. 기록 자체가 많지 않아 언론 인터뷰, 평전, 병원
기록, 추모집 등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가톨릭 가문에서 성장한 윤 박사는 기업 경영인들과는
달리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이윤 보다는 사회공헌을 목표로 삼은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지닌
경영인이었다. 최선을 다하면 부수적으로 이윤을 낼 수 있지만 이윤을 목적으로 돈만 좆으면
사업이 본래 구상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기업가정신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는 병원 책임자는 야심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윤 박사의 사례는 존경할 만한 병원 경영인
의 사례가 부족한 현실에서 병원 경영인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
는 이들의 경영철학과 의사결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병원경영, 경영철학, 한림대, 가톨릭, 기업가정신

Ⅰ. 서 론
학교법인 일송학원은 한림대학교와 한림대학교 의료원, 한림성심대학교, 한림국제대
학원대학교 등 학교와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체다. 일송학원은 일송 윤덕선 박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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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에 개원한 한강성심병원을 모태로 하고 있다.
1982년 강원도 춘천시 옛 성심여대 터에 자리를 잡은 한림대는 2017년 4월 현재 학
생 8700여 명, 교직원 1200여 명의 종합대학으로 성장했다. 한림대 의료원은 성심병
원(경기도 안양시, 890병상), 강남성심병원(600병상), 춘천성심병원(500병상), 한강성
심병원(400병상), 동탄성심병원(1000병상) 등 5개 병원을 산하 병원으로 두고 있다.
소속 교수 632명, 간호사 2400여 명 등 총 56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대형 의료
기관이다(hallym.or.kr, 2018). 협력병원인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 소속 강동성심병
원(660병상)을 포함하면 6개 병원의 규모는 4000병상을 넘는다. 성심의료재단은 윤덕
선의 차남 윤대인이 이사장을 맡은 일송학원의 자매재단이다.
일제 강점기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윤덕선은 백병원, 주한미군병원 등에서 근
무하며 현장에서 외과의사 경력을 쌓았다. 미군 군의관들의 추천으로 미국에 건너가
코네티컷 주 브리지포트(Bridgeport)병원에서 선진 의학을 배웠고 귀국한 뒤 국내 가
톨릭 교단이 설립한 성신대학 의학부(현 가톨릭대 의과대학) 설립과 성모병원 운영에
크게 기여했다. 그는 6ㆍ25전쟁 이후 의과대학과 민간 대형병원이 설립되고 몸집을 불
리는 과정에서 동네 의원에서 출발해 대학과 종합병원을 일궈낸 1세대 의사다. 윤덕선
처럼 동네 의사에서 출발해서 대학, 종합병원 등 재단을 세운 창업가형 의사는 국내에
서 윤덕선을 포함해 9명에 불과하다.
윤덕선은 체계적인 경영수업을 받은 적이 없다. 상업으로 돈을 번 가문의 출신도 아
니었다. 하지만 그는 학교, 병원에서 오랫동안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경영감각을 익혔
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과감하게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도전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큰 돈을 가지고 병원을 세웠던 것도 아니었다. 교수, 의사 등을 할 때도 대부분
피고용인에 불과했다. 그는 월급을 모아 만든 종자돈과 동료 의사들의 퇴직금 등을 모
아 지인에게 건물을 빌리고 병원을 시작했다. 다행스럽게도 그가 운영한 첫 병원은 성
공적이었다. 이후 윤덕선은 빌린 돈을 갚으며 새 시장을 찾았다. 그는 첫 병원은 동업
으로 시작했지만 이후에는 혼자 힘으로 사립 종합병원을 세웠다. 여전히 돈이 부족했
던 그는 은행에서 돈을 빌렸고 큰 모험을 하며 땅을 사고 병원을 지었다.
그렇다고 윤덕선이 운영했던 모든 병원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 성심자선병원과 동산
성심병원, 미국령 괌의 마리아나의료원 등은 운영하다 문을 닫았다. 성심자선병원은
1977년 의료보험이 시작되면서 운영명분이 약해져 1982년 운영 8년 반 만에 문을 닫
았다. 의료법인 동산의료재단이 운영하던 서울동산병원을 인수해 1977년 출범한 동산
성심병원도 운영난 등으로 1999년 폐원했다. 마리아나의료원도 1977년 1월부터 위탁
운영했으나 환자가 줄어 결국 문을 닫았다. 하지만 이런 부침에도 불구하고 윤덕선이
세운 한림대 의료원은 심장혈관센터, 호흡기센터, 화상센터 등 33개의 진료과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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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센터를 운영할 정도로 성장했다. 2016년 의료원을 찾은 사람만 외래 환자 300만
명, 입원 환자 100만 명, 응급 환자 28만 명 등 약 430만 명에 달한다. 연간 약 9만
건의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병원 경영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병영경영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인사, 조직, 마케팅 등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보건행정
의 관점에서 병원경영을 바라봤기 때문에 병원 경영인들을 의료기관 관리자 정도로 치
부했다.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동네 의원을 대학병원으로 키운 경영인의 면모는 주목
받지 못했다. 병원경영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도 경영인 개인보다는 병원의 성공요인
등 조직에 초점을 맞췄다. 류형선(2012)은 7대에 걸쳐 장수 의료기관으로 성장한 춘원
당 한방병원의 성공사례를 연구했다. 병원의 성공요인으로 연속성, 공동체의식 등을 분
석했으나 창업주 등 인물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서 병원 경영인에 대
한 연구도 특정인에 대한 분석 보다는 리더십, 관리자의 역할 인식 등 일반적인 병원
경영인의 특성을 다뤘다. 최재규(2001)는 국내 병원에서 조직 구조상 중추적 역할을
하는 병원 경영자의 리더십을 분석했다.
병원도 병원사, 평전 등의 형태로 단행본을 발간하는 게 전부였다. 병원 창업주를 경
영인의 관점에서 학술적으로 분석한 내용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병원 창업주들도 창
업 정신을 가지고 파산 위험을 감수하며 병원을 세웠고 덩치를 키울 때는 그들의 경영
철학이 조직 경영에 크게 반영돼 있었다. 국내 병원들이 매출액, 예산, 인력 등에서 대
기업 이상으로 규모가 커지고 경영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한 시점에서 성공적인 경영
인의 모습을 보여준 병원 창업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을 다루면서 경영인, 창업주의 인간적인 면모를 살피려고
한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 국가들에서는 병원,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공공분야의 경영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국내에는 대학 및 종합병원
설립자에 대한 이런 분석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서 소중한 연구 결과가 될 것이다. 다만
국내 병원 창업주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창기인 관계로 이들에 대한 자료 수집, 분석
등을 토대로 경영사적인 관점에서 서술할 것이다. 경영사학은 기업가의 행동, 동기 등
을 중심으로 기업경영의 생성, 발전 과정 등을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황명수,
1976: 22). 연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기업가에 대한 사학적인 연구를 차용해서 병
원 창업주들의 성장 과정, 창업, 기업가정신, 경영철학 등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다루려
고 한다. 질적 연구방법은 비수학적 분석, 비수치적 자료, 비통계적 방법을 사용한다
(Strauss & Corbin, 1998: 10-12). 윤덕선의 일대기와 한림대, 성심병원에 대한 분
석은 개별 사례의 독특성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중점을 둔다. 그가 왜 성공할 수 있었
는지를 분석하고 그의 리더십과 경영철학 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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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윤덕선의 생애
1. 염전에서 잡화 팔다 의학도로 성장(1921~1945년)
윤덕선은 1921년 평안남도 용강군 금곡면 우등리에서 아버지 윤경순과 어머니 김경
신 사이에서 7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아버지 윤경순은 평안남도 용강군 광량만 염
전에서 책임자로 일했다.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고 광량만보통학교를 거쳐 평양
고등보통학교에 들어갔다. 1938년 평양고보 졸업반이었을 때 선생님의 권유로 일본의
조차지인 관동주 여순공과대학에 입학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관동주에 위치한 여순공
과대학은 당시 가장 입학하기가 어려운 대학 중 하나였다. 하지만 아버지가 의학을 공
부하라고 설득했고 조언을 받아 들여 당시 가장 명문학교였던 경성제대 의학부 예과에
입학하려고 했다. 경성의전이 경성제대보다 교육과정이 2년 정도 짧고 학비도 저렴했
다. 그가 실제 문을 두드린 학교는 경성의전이었다. 첫 시험은 낙방이었다. 재수를 하
면서 염전 염부에게 잡화를 팔다 1939년 다시 응시해서 가까스로 합격했다.
윤덕선이 대학을 다니던 시기에는 태평양전쟁이 확대되면서 일제는 군의(軍醫)가 부
족했다. 일제는 의학전문학교 교육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군의관 배출을 추
진했다. 경성의전의 수업은 토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배정하고 방학도 줄여 4년 수업
을 3년으로 몰아 마치게 했다. 1942년 9월 졸업했다. 윤덕선은 경성의전을 졸업할 무
렵부터 1945년까지 경성의전 부속병원 외과에서 조수로 근무했다. 또 백인제(백병원
설립자)가 운영하던 ‘백인제 외과의원’(현 백병원)에서 외과수련의 생활도 했다(일송 윤
덕선 선생 추모사업위원회, 2001).

2. 한국전쟁에서 숱한 임상경험 쌓아(1945~1956년)
윤덕선은 해방 이전인 1945년 초 고향인 평안남도 용강에 성심의원을 열었다. 1948
년 한반도 남과 북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부 수립을 선포하자
남으로 내려와 충청남도 홍성에 같은 이름으로 의원을 개설했다. 1950년 6ㆍ25전쟁이
터지자 남쪽으로 피난을 갔다. 그는 곧 군 병원에 합류해 경상남도 창녕 소재 미8군
121병원(제24사단 야전병원)에서 다친 장병들을 수술했다. 미군 군의관들은 장병들의
수술 과정에서 수혈을 했고 윤덕선은 이 과정을 직접 목격했다. 국내의료계에 수혈은
이 당시 미군 군의관에 의해 처음 소개됐다. 국군 군의관들은 미 육군병원에서 처음으
로 수혈 훈련을 받았다. 윤덕선도 당시 미군 군의관을 통해 수혈의학에 대한 실무훈련
을 받았다.
- 8 -

이유종

일송 윤덕선의 병원, 대학 설립과 경영철학 -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중심으로 -

윤덕선은 1951년 자신의 홍성 의원을 접고 백인제의 동서 김희규, 조카 백낙환와 함
께 백외과병원 재건에 나섰다. 윤덕선의 스승인 백인제는 1950년 7월 19일 북한군에
게 체포돼 동생 백붕제와 함께 납북됐다. 김희규는 백외과병원을 일단 서울시에 구호
병원으로 등록해서 의료물자 등을 받아 병원 정상화에 주력했다. 윤덕선 등과는 유엔
군의 원조기관이었던 주한민사처(CAC)에서 담요, 야전침대 등을 얻었고 청계천 일대
에서 의료기기를 구입해 병원을 가동했다.
백외과병원에는 하루 평균 4~5명의 개복수술 환자가 발생했다. 개복수술에는 혈액
수급이 가장 큰 문제였으나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윤덕선은 서울 영등포 대방동
으로 옮긴 미군 121병원에 1년 동안 매일 방문해서 임상병리와 보존혈액에 대해 배웠
다. 일주일에 한 번쯤은 한국인 소속 부대에 가서 수혈하고 미군들의 헌혈도 받았다.
또 121야전병원장의 도움으로 GMC 트럭 두 대 분량의 의료장비와 검사에 필요한 시
약 등을 받았다. 윤덕선은 이 장비들로 1954년 초 백외과병원 1층에 혈액원을 열었다.
국립혈액원 보다 일찍 개설된 국내 첫 혈액원이다.
당시 백병원 혈액원은 혈액을 채취해서 보관하고 검사하는 최소한의 시설밖에 갖추
지 못했다. 혈액원 운영도 미군병원의 협조를 크게 받아야 했고 정전이 잦아서 혈액을
제대로 냉장하지 못할 때도 많았다. 정부도 1954년 6월 7일 국립혈액원을 개설했지만
민간 병원에 혈액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백병원은 국립혈액원, 적
십자혈액원에서 혈액을 가져다가 사용한 다른 병원들과 달리 직접 혈액원을 개설해 매
혈로 혈액 수요를 충당하고 외과 전문의들을 훈련시키는 등 자체 혈액원 운영 능력을
갖췄다. 다른 사립병원의 모범 사례가 됐으며 채혈과 검사 및 조작 등 혈액원을 운영하
는 중심에는 윤덕선이 자리하고 있었다.
6ㆍ25전쟁은 일본, 독일의 영향을 받은 국내 의학계에 미국 의학을 소개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 미국 의학은 유럽을 제치고 세계 정상 수준에 올랐다. 한국전쟁은 이런 미
국 의학이 야전병원, 군의관 등을 통해서 한반도에 전파될 수 있는 계기였다. 미군과
의무 군사고문들은 1951년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한국군병원, 군의학교를 지원했
다. 한국 군의관들은 미군 병원에서 미국식 의학 교육을 받았다. 일송이 다녔던 121병
원도 그런 역할을 했다. 당시 육군병원은 14개, 하루 평균 환자 2만2800명까지 수용
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윤덕선은 전쟁을 통해 많은 임상경험을 할 수 있었다.
윤덕선과 친한 미 군의관들은 이제 외과수술보다는 의학 이론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할 때라며 1년 정도 미국에서 병리학을 공부하라고 조언했다. 이들은 “윤덕선은 수술
에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의학지식은 부족하다. 꼭 해외로 유학을 떠나서 공부하라. 미
국 코네티컷 주 소재 브리지포트병원이 의술이 상당한 수준이고 급여도 좋은 편이니
가보라”고 추천했다. 브리지포트병원은 19세기 후반에 건립된 병원으로 코네티컷 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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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3번째로 지어진 유서 깊은 의료기관이다.
윤덕선은 미 군의관들의 권유로 한미재단(American-Korean Foundation)의 유
학생 선발에 지원했다. 2명을 뽑았는데, 지원자 50명 중 2순위 안에 들었다. 1954년
윤덕선은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여기
에서 대륙횡단열차로 갈아타고 뉴욕을 거쳐 4일만 코네티컷 주에 도착했다. 윤덕선은
1954년 7월부터 1956년 8월까지 2년 동안 미국 코네티컷 주 브리지포트병원에서 근
무했다.
윤덕선은 유학 초기 미 군의관들과 대화하며 생활영어는 어느 정도 구사했지만 학술
영어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의학 지식과 의술을 배우려면 단어, 작문 등 보다 높은 수
준의 영어를 구사해야 했다. 윤덕선은 첫 해 1500페이지의 병리학 서적과 800페이지
의 외과학 서적 3권을 공부하느라 하루 2~3시간 정도만 자야 했다. 그의 모습은 미국
인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아쉽게도 윤덕선의 미국 유학은 학위 취득으로 이어지지
는 못했다. 그는 동생이 검찰에 고발돼 유치장에 갇히자 동생을 출감하게 하려고 학업
을 마치지 못한 채 귀국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유학으로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병원 시
스템, 병원경영, 의료인력 교육 등 전반적인 선진의료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는
유학으로 새로운 지식, 경험, 의술을 얻었다.

3. 선진의학지식과 임상경험을 후학에 전수(1956~1968년)
국내 가톨릭계는 1950년대 초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했다. 가톨릭 수장이었던 노기
남 대주교와 일부 성직자, 평신도 등이 힘을 합쳐 1954년 4월 성신대학 의학부(현 가
톨릭대 의과대학) 설립을 인가 받았다. 입학정원은 50명이었고 전체 정원은 300명이
었다. 당시 국내 의과대학은 서울대 의과대학, 세브란스의대, 경북대 의과대학 등 9개
에 불과했다. 성신대학 의학부는 설립 초기부터 상황이 썩 좋지 못했다. 명동성당의 기
숙사를 받아서 교사로 활용했고 인근 성모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삼았다. 전쟁 직후라
입학생이 정원을 크게 웃돌았으나 재정, 인력, 시설 등 모든 부분에서 열악했다. 1956
년 초 의학부를 고려대에 넘기자는 주장이 가톨릭 서울교구 평의원회에서 논의될 정도
였다.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자란 윤덕선은 이런 열악한 분위기에서도 유학을 마치
고 1956년 8월 성신대학 의학부 부교수로 임용됐다(가톨릭중앙의료원, 1987).
그를 영입한 인사는 경향신문 초대 사장을 지낸 양기섭 신부였다. 양기섭은 평안남
도 평원군 출신으로 윤덕선의 아버지 윤경순을 잘 알고 있었다. 윤덕선은 아버지와 함
께 평양교구 진남포 본당에 교적을 뒀고 양기섭은 진남포 본당 주임신부로 재직하다
1945년 9월 월남했다. 양기섭은 윤덕선의 혼례 미사를 집전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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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사이였다. 양기섭은 당시 성신대학 의학부장을 맡고 있었고 윤덕선에게 임용을 제
안했다.
양기섭은 윤덕선이 임용되자 갑자기 미국으로 떠났고 1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교
무과장을 맡았던 윤덕선은 유일한 전임교원으로 혼자 학교를 운영해야 했다. 그는 부
족한 교수진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대, 전남대, 부산대 등의 교수들에게 예과 강의를 맡
겼다. 당시 의학계 권위자로 꼽혔던 경선의전 선배들을 자문교수로 초빙해 신생 의대
의 수준을 높였다. 그러나 초창기 입학생은 정원의 3배 가까운 인원을 뽑아 등록하고
나오지 않는 학생, 청강만 하는 학생 등 학생 수준은 천차만별이었다. 윤덕선은 학업을
게으르게 하거나 불량한 학생을 낙제, 퇴학 등으로 정리했다. 1년 동안 약 300명의 학
생 중 절반인 150여 명에게 낙제, 퇴학 처분을 내렸다.
가톨릭 서울교구에서 운영하던 서울 중구 저동 성모병원은 1935년 일본인이 운영하
던 무라가미(村上)병원을 매입해 출범한 것이다. 윤덕선은 미국에서 양기섭이 돌아오자
병원을 크게 키웠다. 1957년 안부호 전남대 교수를 데려오는 등 의료진을 보강했다.
성모병원은 1958년 3월 종합병원으로 승격됐다. 양기섭과 윤덕선은 더 큰 그림을 그
렸다. 두 사람은 가톨릭계 병원들을 묶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출범을 구상했고 1961년
12월 신축 건물도 완공했다. 신축 건물의 병상은 300개였다. 1959년 2월 성신대학은
교명을 가톨릭대학으로 바꿨고 1960년 4월에는 대학원 석사 과정이 설립됐다.
윤덕선은 가톨릭 의과대학 의학부 부학장 겸 부속 성모병원 부원장을 거쳐 1962~
1967년 가톨릭 중앙의료원 초대 의무원장을 맡았다. 그는 기획부, 사무처, 교학처, 진
료처 등 본부 직원들을 이끌며 실질적으로 학교와 병원을 운영했다. 가톨릭대 의료원
은 1962년 8월 3개 교육기관(의학부, 대학원, 간호학교 등)과 8개 부속병원(명동성모
병원, 성요셉병원 등), 2개 연구소(만성병연구소 등), 6개 의료보건기관(가톨릭보건소,
대성당약방 등)을 아루르는 거대 조직으로 성장했다. 다병원 의료원의 효시였다. 윤덕
선은 이런 바쁜 중에도 학업을 게을리 하지 않아 1958년 8월 전남대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4. 빚을 내서 민간병원을 세우다(1968~1974년)
1968년 5월 윤덕선은 10년 이상 맡아오던 가톨릭의과대와 부속 성모병원 및 가톨
릭중앙의료원 의무원장직을 내려놓았다. 당시 가톨릭의료원에서는 의사와 사제(가톨릭
신부)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다. 그는 부장급 교수 13명과 함께 병원을 떠났고 국내 첫
민간종합병원을 구상했다. 미국의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처럼 모범적인 사례의
의료기관을 만들기로 했다. 윤덕선은 한국이 빠르게 산업화가 진행되는 것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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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사람들이 대거 도시로 이동했다. 도시에는 소규모 개인병원은 많이 늘었지만 종
합병원은 수가 늘지 않았다. 한국전쟁에 참가했던 스웨덴 등이 지원해 1958년 건립된
국립의료원을 빼면 종합병원 자체가 많지 않았다.
윤덕선과 교수들은 1968년 5월 15일 사단법인 한국의과학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
소 부설로 서울 중구 필동에 2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세우기로 했다. 병원이름은 예수
의 마음을 뜻하는 ‘성심(聖心)’으로 정했다. 그는 동료의사들과 함께 퇴직금을 털어
1200만 원을 마련했다. 하지만 건물 임대 보증금만 3000만 원에 달했다. 윤덕석은 한
일은행 을지로지점 등에서 신용대출을 얻었다. 나머지 개원에 필요한 약 2억 원은 사
채를 얻었다. 1968년 6월 10일 연건평 1500평, 180병상으로 성심병원을 개원했다.
국내 최초로 고름과 가래 등을 흡입하는 센트럴 파이팅 시스템 등 최신 의료장비도 구
비했다. 윤덕선은 한국의과학연구소를 초대 이사장 겸 부설 성심병원장에 취임했다. 이
병원은 대학병원을 빼면 민간에서 설립한 국내 첫 종합병원이다. 병원은 공동 투자자
인 동료 의사들과 함께 집단지도체제로 병원을 운영했다.
병원 운영은 성공적이었다. 짧은 기간에 입주했던 병원건물을 매입할 정도가 됐다.
1년만에 13만 명 이상의 외래환자가 찾아왔다. 병원이 자리를 잡을 무렵 의과대학 설
립을 추진하던 중앙대가 성심병원에 부속병원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문교부는
의료시설을 미리 갖춘 대학에 의과대학 인가를 내주겠다고 했다. 중앙대는 우석대 의
과대학을 흡수하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성심병원에 파트너십을 제안한 것이다. 윤덕선
은 중앙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한국의과학연구소를 중앙대 부속 의과학연구소로 개편
하고 병원도 중앙대 의과대학 부속 성심병원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1970년 12월 16일
중앙대는 의대 설립 인가를 받았고 윤덕선은 1971~1976년 중앙대 의과대학 교수 겸
의무원장을 맡았다.
윤덕선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1970년 초 새로운 병원을 추진하려고 부지를 물
색했다. 처음에는 후보지로 도심 장충단 일대를 고려했지만 보다 환자 수요가 많지만
병원이 적은 곳을 찾기로 했다. 그는 성심병원 내원 환자의 거주지를 분석했다. 그 결
과 영등포 지역은 환자들이 많아도 큰 병원은 시립영등포병원 밖에 없어 사람들이 필
동 성심병원까지 오고 있었다. 1960년대 서울의 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고 중
구, 종로구 등 도심 보다는 영등포구, 성북구 등 부심이나 외곽으로 인구가 몰렸다.
윤덕선은 한국의과학연구소 임원들과 새 병원 건설을 논의했으나 대다수 임원들은
개원 초창기이고 부채도 많아 병원 확장이 어렵다고 반대했다. 윤덕선은 개인적으로
돈을 마련해 새 병원을 짓겠다고 밝혔고 부지 구매에 나섰다. 1970년 6월 하천부지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94-192~201의 10개 필지(969평)를 3488만 4000원에 매입
했다. 새로 구입한 땅은 모래밭이라 황량했으나 인근에 영등포시장이 있어서 유동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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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당했다. 1970년 5월 마포대교가 개통됐고 1971년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주민들
이 입주해 직접 진료권이 마포 일대까지 넓어졌다. 이번에도 건물을 지을 돈은 없었다.
그런데 한진그룹 계열 건설회사인 한일개발이 윤덕선의 부지 매입 소식을 듣고 시공사
가 되겠다고 자청하고 나섰다. 조건도 후해 개원 후 3년 이내에 건축비를 상환해도 된
다고 했다. 1970년 11월 1일 영등포에 들어설 한강성심병원 기공식이 열렸고 1971년
10월 22일 연면적 2675평 규모로 준공검사를 받았다. 사단법인 한국의과학연구소는
필동 성심병원을 제1병원, 한강성심병원은 제2병원으로 정하고 중앙대에는 의과대학
과 병원을 총괄하는 의무원이 설치됐다. 초대 의무원장에는 윤덕선이 취임했다.
예상대로 한강성심병원에도 환자들이 몰렸다. 윤덕선은 가톨릭대와 성모병원에서 물
러난 뒤 5년 이내에 2개의 대형 민간 병원을 세워 모두 성공궤도에 올려놓았다. 1972
년 3월 31일 한강성심병원은 대한병원협회로부터 인턴ㆍ레지던트 수련병원 승인을 얻
었고 국방부는 군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승인했다. 윤덕선은 1974년 4월 한강성심병원
부지, 건물을 기본자산으로 필동 성심병원과는 별도로 의료법인 성심중앙유지재단을
출범시키고 이사장에 올랐다. 1974년 12월에는 필동 성심병원을 운영하던 한국의과학
연구소의 이사장에서 물러났다. 중앙대와의 관계도 접었고 대신 한강성심병원 경영에
만 주력했다. 동료 의사들과 공동 병원경영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개인 종합병원을
이끌 게 된 셈이다.

5. 늘 성공만 했던 것은 아니다(1975~1982년)
성심중앙유지재단은 1975년 1월 지하 1층, 지상 6층의 신관(연건평 4240평)을 완
공했다. 이 건물은 원래 간호사 기숙사, 임상연구소, 임상영양연구소, 정신과 입원실,
의학도서관, 강당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재단 이사인 에드워드 모페트 신
부가 추진하던 자선병원을 이곳에 설립하게 됐다. 모페트 신부는 경기 백령도 등에서
고아원, 병원, 결핵요양원 등 구호사업에 헌신한 인물이다. 그는 서울시로부터 대지 제
공 의사를 받고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군부대 이전 부지를 물색했으나 대지가 작고 건
축비를 마련할 형편이 되지 못했다. 자선병원을 설립해도 운영이 어려워 윤덕선에게
위탁 운영을 요청할 참이었다. 윤덕선은 수익만을 좆는 경영인은 아니었고 모페트 신
부의 자선병원 설립 계획에 동참했다.
그는 신관에 응급실, 50병상 등을 마련하고 1975년 2월 18일 성심자선병원을 열었
다. 병원장은 모페트 신부가 맡았다. 성심자선병원은 내과, 소아과, 외과를 개설하고
영등포구청, 관악구청, 서울시 새마을상록회 영등포지부, 성당 등에서 진료권을 발급받
은 극빈 환자를 받았다. 의사 4명, 간호원 10, 직원 10명을 빼면 나머지 인력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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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전기, 난방 등을 한강성심병원에서 지원했다. 1975년 12월 현재 입원환자 25~
30명, 외래환자 하루 평균 50~60명 정도였다. 의료기자재는 한미재단의 원조품으로
충당했으나 1977년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경영난이 가중됐고 의료보험 확대, 농어촌
보험 시행 등으로 운영명분이 약해져 1982년 7월 20일 문을 닫았다.
성심중앙유지재단은 1977년 1월부터 미국령 괌의 마리아나의료원을 위탁 운영하기
도 했다. 마리아나의료원은 원래 군 야전병원이었다가 정부에 반납된 것으로 시설이
낙후해 노인요양병원으로 운영 중이었다. 괌 측은 가톨릭 서울대교구의 김수환 추기경
을 통해 윤덕선을 소개 받았다. 윤덕선은 마리아나의료원 운영에 300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절반을 한국인 의료진으로 채우려고 했다. 하지만 이민법 등으로 의사, 간호
사, 약사 등이 미국에서 취업할 수 없어 50명 정도만 파견했다. 하지만 이 병원은 인증
을 받지 못했고 환자가 감소해 결국 문을 닫았다. 하지만 국내 병원의 첫 의료기술 수
출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윤덕선은 의료법인 동산의료재단(1976년 8월 설립)이 운영하려던 서울동산병원의
시설을 1977년 4월 인수해 동산성심병원으로 삼았다. 서울동산병원은 당시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동산성심병원은 1999년 평촌의 한림대 성심병원이 개원할 때
까지 운영되다 폐원했다. 성심중앙유지재단은 1980년 1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1
동에 400병상 규모의 강남성심병원을 열었다. 1984년 12월 10일에는 400병상 규모
의 춘천성심병원, 1986년 10월 22일에는 750 병상 규모의 강동성심병원을 개원하는
등 의료 네트워크 확대에 주력했다.

6. 한림대 개교(1981~1996년)
윤덕선은 의학을 비롯한 교육 전반의 인재양성에도 관심이 많았다. 그는 사실 오랫
동안 의료법인을 모체로 대학 설립을 구상해왔다. 인천에 국제의과대학을 세울 생각이
었고 충북 충주에 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마침 가톨릭계열인 성심여자대가
강원도 춘천시에서 경기 부천시 역곡캠퍼스로 이전한다는 소식만을 듣고 춘천캠퍼스
인수를 추진했다. 일단 1981년 2월 28일 대학교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를 문교부에 제
출했다. 처음에는 학교명을 성심대학(聖心大學)으로 정했으나 문교부가 기존 성신여대,
성심여대 등의 이름과 비슷해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해 한림대학으로 교명을 바꿨다. 같
은 해 7월 31일 대학교 설립계획 승인을 받았고 윤덕선은 새로 설립되는 학교법인 일
송학원(한림대학 법인)에 의료법인 성심중앙유지재단의 한강성심병원과 동산성심병원
의 건물, 토지를 무상 양도했다. 성신여대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성심수도회로부터 춘천
캠퍼스 부지 4만 평도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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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선은 1982년 학교법인 일송학원 설립인가를 받고 이사장에 취임했으며 5개학
과, 졸업정원 200명의 한림대학 설립인가도 받았다. 초대 학장에는 김택일 박사가 취
임했고 같은 해 3월 4개 학과 228명의 신입생 입학식이 진행됐다. 한림대는 1988년
10월 종합대로 승격했고 문교부로부터 학생정원 조정인가를 받아 정치외교학과, 중국
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등 20개 학과 2787명으로 덩치가 커졌다. 학교법인 일송학원
은 1983년 춘천간호전문대학을 인수해 2004년 한림성심대학으로 교명을 바꿨다. 단
과대학이었던 한림대학은 1989년 3월 종합대학으로 승격했고 초대 총장으로 성균관대
총장을 지낸 현승종(玄勝鍾) 박사가 취임했다. 1989년 12월 윤덕선의 장남인 윤대원이
학교법인 일송학원 이사장에 취임했고, 윤덕선은 명예이사장으로 일선에서 물러났다.
윤덕선은 1996년 3월 10일 오후 5시 휴양하러 제주도에 갔다가 서귀포시 프린스호텔
사우나에서 심근경색으로 별세했다. 향년 75세(동아일보 외, 1996년 3월 12일자).

Ⅲ. 윤덕선의 경영철학
윤덕선의 집안은 5대조부터 천주교를 믿었다. 부모가 모두 독실한 신자로 그는 태어
날 때부터 사실상 자동적으로 가톨릭 신자가 됐다. 그가 고향에 자신이 처음 세운 의원
의 이름도 성심(聖心, Sacred Heart)이었다(일송기념사업회, 2016). 성심은 예수의 마
음이라는 의미로 인간에 대한 예수의 무한 사랑을 뜻한다. 가톨릭 교단은 17세기 정도
부터 성심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매년 6월을 ‘예수 성심 성월(聖月)’
로 지정했다. 성심은 신자들에겐 매우 익숙한 단어다.
그의 경영철학은 기본적으로 가톨릭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윤덕
선은 평소에도 “병원은 결코 사기업이 될 수도 없고 사유재산이 될 수도 없다”고 말해
왔다. 그는 병원경영의 목표와 원칙에 대해 “병원을 비롯한 의료사업은 그 목적을 뚜렷
이 국민 건강에 둬야 한다”고 단호하게 규정했다(윤덕선 외, 1991: 46). 병원 경영은
병든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게 목적이며 돈은 병원 경영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고 경영 철학을 생전에 분명히 밝혔다.
윤덕선은 병원의 중심이 환자라고 했다. 그는 병원장이 병원경영의 행정 책임자에
불과하며 병원의 주인은 환자이고 원장, 의사, 간호사, 직원 등 병원 관계자들은 환자
를 위해 일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또 병원의 최고 책임자인 원장은 직원들에게 대접
을 받으려고 하기 보다는 직원들을 어떻게 대접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원장은 부지런하게 병원의 모든 업무를 구석구석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만 사사건
건 모든 일에 간섭하면 오히려 경영을 방해한다고 했다. 윤덕선은 원장이 직원 보다 앞
- 15 -

｢경영사연구｣ 제33집 제3호(통권 87호)

2018. 8. 31, pp. 5~21.

장서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일해야 하는 일종의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강조했다. 서번트 리더십은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고 자신 보다는 종업원, 고객, 커뮤니티를 우선으로 여기고 그들의 욕구를 만
족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으로 정의된다(Greenleaf, 1970). 리더는 비전과 방향
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욕구에 무게를 두고 목표를
달성한다.
서번트 리더십을 펼친 윤덕선은 사회적 기업가(social entrepreneur)의 전형적인 모
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기업가는 비정부조직(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영리조직,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경영인이다. 이들은 일반 기업인들
의 기업가 정신과는 다소 다른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을 가지
고 업무에 임한다. 기업처럼 꼭 이윤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을 경영할 때 사회적인
사업에서도 혁신적이고 공익적인 가치창출 활동을 한다. Austin et al.(2006)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며 새로운 기술과 접근방법으로 혁신을 추구하는 게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고 정의했다. 사회적 기업가는 단순한 이윤 창출이 경영의 목적이 아
니며 사회적 가치창출에 더 초점을 두고 이 과정에서 수익 창출이 이뤄진다(Emerson
& Twersky, 1996). 이런 정의를 토대로 살펴보면 윤덕선은 분명 오늘날의 기준에서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가진 병원 경영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먼저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한 직업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직업의
목적이 개인의 영리, 명예, 수익에만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인물은 크게 성장할 수
없다고 봤다. 이런 인물이 하는 사업은 아주 천박해진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목적을 위
해서 최선을 다하면 이득, 수익 등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지만 이윤을 목적으로 돈만
좆다 보면 사업의 모습은 원래 구상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여겼다. 돈, 권력은 목적이
될 수 없고 목적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얻는 결과물로 봤다(숨은 거인의 길, 342). 이런
윤덕선의 경영철학은 사회적 기업가가 사회적 가치창출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부수
적으로 수익창출이 이뤄진다는 대목과 일치한다.
그렇다고 해서 윤덕선이 일반 기업인들과 비교할 때 도전 정신이 부족했던 것도 아
니다. 그는 병원경영을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수준인 의료행정 정도로만 보지 않았다.
윤덕선이 활동했던 시기에 병원행정은 효율 등을 추구하지 않고 관료적일 수밖에 없었
다. 그는 직원들이 책상에서 도장이나 찍는 것으로 자기 업무를 했다고 생각하면 착오
라고 지적했다. 그는 움직이는 창의행정을 주장했다. 경영인에게는 직원들이 명령에 무
조건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윤덕선은 ‘책임자의 자격’으로 4가지를 꼽았다. 먼저 해당 기관의 생리를 잘 알아야
하고 다음으로 구성원들이 책임자를 존경하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책임자는 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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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부지런해야 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알아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뛰어야 하고 생각 보다 행동이 앞서야 한다고 여겼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일과 타인이 못하는 일에 대한 ‘야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냥
답습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책임자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차라리 대신 일
해 줄 사람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봤다.
윤덕선이 거론한 ‘야심’은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저서에서 밝힌 ‘야
성적 충동(Animal spirits)’에 비견될 수 있다(Keynes, 1936). 야성적 충동은 인간의
비경제적인 본성도 경제를 움직이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으로 기업인에게
도 해당되는 개념이다. 특히 창업인들에게는 이런 정신이 매우 도드라져 보인다. 윤덕
선도 가톨릭 중앙의료원 의무원장에서 물러난 뒤 1968년 동료 의사들과 퇴직금을 모
아 성심병원을 세운 것도 새로운 일에 대한 야성적 충동으로 볼 수 있다. 윤덕선은 당
시 병원 설립에 필요한 돈이 크게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채까지 끌어들이는 모험을
감행했다. 이런 도전 정신이 그가 책임자의 자격에서 강조한 ‘야심’에 해당되는 부분이
기도 하다. 그는 이후에도 병원 계열화, 대학 설립 등에서 더 많은 야심을 보여줬다.
윤덕선은 조직의 성패가 결국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인재의 중요함을
잘 알고 있었고 나름대로 인재관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병원이 직원들에
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두고 있었다. 핵심 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한 그의 전략이었다. 윤덕선은 기본적으로 충분한 생활보장이 필요하다
고 봤다. 또 상대를 인간적으로 존중하는 인격적 배려도 잊지 않았다. 직원들의 능력
개발에도 병원이 책임져야 하고 협동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직원의 불평과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컨설팅 기구까지 구상했다.
그의 야심은 미래를 내다 볼 줄 아는 혜안을 가지게도 했다. 그는 1970년대 후반에
벌써 인천에 국제의과대학(International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을 설
립하겠다고 구상했다. 1976년 미국령 괌에서 마리아나의료원을 위탁 경영하면서 동남아
시아 개발도상국들의 낮은 의료수준을 접했다. 교수의 절반은 외국인으로 구성하고 영어
로 가르치는 파격적인 구상을 했다. 이 학교에 국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남아 학생들을
적극 유치할 생각이었다. 현재 인천 송도에 들어선 조지메이슨대, 뉴욕주립대 등의 한국
캠퍼스와 비슷한 형태를 이미 40년 전에 구상했다. 실제 윤덕선은 인천시 남구 운연동,
장수동 일대 임야 7만5000평을 구입하고 설립 실무에 착수했다. 미국 의대 교수들이 안
식년 1년 동안 한국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미국의과대학협회(AAMC)의 협
조까지 얻었다. 현대 창업주 정주영, 삼성 창업주 이병철 등 30명 이상의 국내 기업인들
에게 후원 약속도 받았다. 하지만 1980년대 초 청와대는 재벌을 끌어다가 정당을 조직
하려는 게 아니냐며 윤덕선을 의심했고 국제의과대학 설립은 끝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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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윤덕선은 가톨릭 정신을 기반으로 서번트 리더십을 보여준 대표적인 병원 경영인이
다. 그는 모페트 신부가 자선병원을 세우겠다고 하자 기꺼이 병원 신관을 내놓았다. 결
국 실패로 끝이 났지만 미국령 괌의 마리아나의료원도 공익적인 관점에서 병원을 맡기
로 했다. 윤덕선은 병원 운영 등을 통해 모은 재산을 거의 대부분 대학, 병원 설립에
사용했다. 이 같은 경영철학은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출발은 쉽지 않았다. 동네의원으로 출발해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는 많은 시
행착오와 실패가 있었고 재무적인 여건이 부족할 때는 큰 돈을 빌려서 시설을 꾸려야
했다. 매일 수술대에 오르던 의사들이 갑자기 병원의 경영을 맡으며 심리적 경제적 압
박감을 크게 느껴야 하는 상황도 빈번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생전에 ‘병원 경영의
귀재’, ‘병원 왕’ 등으로 불린 윤덕선은 탁월한 경영감각을 지녔다.
그는 별다른 자본 없이 의사, 교수 등을 하며 모은 급여와 금융권 대출로 병원을 세
웠다. 그는 고향과 충남 홍성에서 2차례 의원을 운영한 적은 있지만 규모가 작았다. 다
만 가톨릭대 의과대학과 성모병원에서 대학과 병원 등을 운영한 노하우가 있었을 것이
다. 그렇다고 해도 그의 과감한 결단력에는 ‘야심’이라는 타고난 책임자의 자질을 반영
돼 있었다. 한림대와 성심병원의 성장은 공익을 위한 조직이라고 해도 리더가 ‘야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성장은 물론 유지조차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윤덕선에게는 성공으로 이어진 과감한 결단의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다. 대부
분 이런 결단은 야심과 강한 도전정신을 바탕에 둔 것이다. 그는 구태여 해외 유학을
떠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임상경험이 매우 풍부한 외과의사로 성공할 수 있었다. 그
러나 그는 미국 유학을 떠나 선진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에 적용할 수 있었
다. 이 뿐만 아니라 가톨릭 사제들과 갈등을 빚었을 때 과감하게 병원 설립을 꾀했다.
40대 후반에 접어든 윤덕선이 다른 병원에 영입돼 편한 삶을 이어갈 수도 있었다. 하
지만 그는 도전정신을 가지고 파산의 위험을 떠안고 사채까지 빌려서 병원을 열었다.
병원 경영에서도 그는 매순간 스스로를 위기에 노출시켰다. 병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새로운 병원을 신축했고 자선병원, 병원 위탁경영 등으로 사업을 늘렸다. 게다가
대학설립이라는 꿈도 착실하게 다져갔다. 윤덕선은 가톨릭 정신에 바탕을 둔 사회적 기
업가 정신과 특유의 기업가적인 ‘야심’이 조화를 이뤄서 오늘날의 재단을 일궈냈다.
국내 병원들의 조직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일부 병원들은 연간 매출액이 조 단위를 기
록할 정도로 몸집이 커졌다. 아직 국내에서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지만 중앙
조직으로 의료원을 두고 지주회사, 기업체 기획실 등이 하는 조정기능을 맡기도 한다.
해외에 진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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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젤레스에서 교포 상대로 운영하는 병원에서 벗어나 넘어 서남아시아, 호주, 중국, 싱
가포르 등 다양한 국가로 진출해 현지인을 진료하고 있다.
이처럼 벙원도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병원도 목표를 설정하고 부단히 노력해야 한
다. 다만 비영리법인인 병원은 일반 기업과는 다른 경영철학을 가지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 당연히 경영의 바탕이 되는 철학도 일반기업과는 달라야 한다. 그렇더라도 성장
에 무관심한 병원은 더 큰 몸집을 만들어 사회에 더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병원 성장이 보다 큰 사회적 기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영철학을 가져야 한다. 결국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장을 모색하는 묘수가 병원 경영인
에게 놓여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대형 병원들이 글로벌 의료기관으로 도약하는
추세에서 윤덕선은 모범적 성장 사례를 보여줬다. 모범적인 사례가 많지 않은 국내 병
원경영 분야에서 후대 병원 경영인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경영사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다. 아직 국내에는 기업과 기업인의 역사
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경영사학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다. 특히 비영리 기관인 병원
의 경영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창업주는 물론 의료기관을 물려 받은
2세, 3세 경영인에 대한 연구도 흔하지 않다. 일부 병의원들은 대를 물려 기관을 운영
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낸 병의원들에 대한 연구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
다. 또 대학과 병원을 모두 세운 창업주는 동네 의원에서 출발해 종합대학, 대형병원,
공익재단, 기업 등을 일궜기 때문에 1세대 대기업 창업주 못지않은 기업가 정신을 지
녔다. 본 연구는 병원 경영인과 관련해서 경영사학 연구가 많지 않은 국내 학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동네의원에서 출발해서 병원, 대학병원 등으로 조직 규모를 키
우기를 희망하는 많은 병원 경영인들에게 실무적으로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다만 이 연구는 윤덕선을 실제 인터뷰하지 못하고 문헌연구에만 그쳐 정확한 그의
경영철학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인 병원 경영인
의 경영철학을 경영사적인 관점에서 다뤘다는 데는 큰 의미가 있다. 또 병원에 대한 경
영사적인 본 연구를 계기로 예술, 스포츠 등 기업이 아닌 분야에도 경영사학적 연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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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 윤덕선의 병원, 대학 설립과 경영철학 -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중심으로 -

Dr. Yoon Duck-Sun’ the Establishment of Universities
and Hospitals and Management Philosophy
- On the Social Entrepreneurship -

Yujong Lee*
1)

Abstract
Dr. Ilsong Yoon Duck-sun, founder of Hallym University and Sungsim Hospital, is a
representative medical doctor and hospital administrator.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Yoon graduated from Graduated from Gyeongseong Medical Professional
School and learn advanced medical care in the United States. After serving as a
professor 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s College of Medicine, he established a
private hospital and established a foundation for universities and hospitals. He is a
prime example of the first generation hospital owner who turned himself from an
ordinary doctor to a start-up entrepreneur. Only nine doctors in Korea have found a
foundation for university and university hospitals, starting with lawmakers and
hospitals. So far, there have been few studies related to hospital management because
the Korean academic community viewed hospital manag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medical administration. Studying first-generation hospital operators will have academic
value. The study adopted a management private research method, among which it
studied the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philosophy of Yoon. There were not
many records in itself, so he analyzed press interviews, evaluation sessions, hospital
records, and memorial houses. Yoon, who grew up in a Catholic family, was a social
entrepreneur who aimed at social contribution rather than profit, unlike corporate
managers. If you do your best, you can make an additional profit, but if you turn your
money around for profit, your business will be far out of your original idea. “This is
not to say that they lacked entrepreneurship. He said the hospital director should have
ambition. The case of Dr. Yoon Deok-sun is considered to be a great example for
hospital managers in a situation where there are insufficient cases of respectable
hospital manager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greatly to their
management philosophy and decision-making.
<Key Words> Hospital Management, Management Philosophy, Hallym, Catholic,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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