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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과 국민의료비 절감은 공공의료 확충으로

권역별 공공의대와 병원 설치하라

   - 대학병원 환자 의료비부담 최대 2.5배 차이

   - 건강보험보장률 최고 화순전남대학교병원(국립) 79.2% 

   - 건강보험보장률 최저 차의과대강남차병원(사립) 47.5%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취약한 공공의료체계가 드러났다. 5%에 불과한 공공병원에

서 감염병 환자의 80%를 치료하였으나, 지역 내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공공병

상과 인력부족으로 대기하거나 타지역으로 이송하는 사태가 속출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크다. 문재인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62%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기 위해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매년 12% 증액

하고 있으나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제 장치 부재와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로 건강보

험 보장률은 연 0.5% 상승에 그쳐 사실상 답보상태다. 국민들은 민간 실손보험 가입부

담과 함께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까지 떠안게 되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지역 간 진료과목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방안을 발표했으나, 증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고 심각한 공공의료 부족문제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우리사회가 당면한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영리의료 확대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절

감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에 경실련은 국립대와 사립대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분석해 공공과 민간병원의 

환자 의료비 부담 차이를 살펴보고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총 74개 대학병원으로 국립대 14개(18.9%)이며, 사립대 60개1)(81.9%)

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진료비 비중으로 환

자의 의료비 부담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각 대학병원이 보

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의 ‘의료수입’2)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지급액’ 자료3)를 분석했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년간 자료

를 활용했다.

1) 사립대 병원에 상급종합병원인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포함 
2) 2020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국회 고영인의원실에 제출한 의료기관 회계자료
3) 경실련이 2015년 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한 <‘종합병원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내역 공개’소송>에서 법원이 공개결정한 자료

http://www.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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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조사 분석 결과, 74개 대학병원의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64.7%로 나

타났다. 국립대(공공)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8.3%로 사립대(민간) 병원의 63.7%보다 

약 5%p 높았다.

 < 국립/사립대 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비교 >

(단위 : 억 원)

   구분

연도    

전체

총 진료비(A) 공단부담금(B) 보장률(B/A)

전체 798,668 517,115 64.7%

국립 177,231 121,036 68.3%

사립 621,436 396,079 63.7%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55.7%이며, 상위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70.1%로 조사되어 상-하위 그룹 간 약 14.4%p 차이가 났다.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

두 사립대병원이었고, 보장률 상위 병원은 2개를 제외하고 8개가 국립대병원으로 조

사되어 공공병원의 공보험 보장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장률을 환자부담

률로 환산하면 보장률 하위 병원들은 보장률 상위그룹보다 평균 약 1.5배 의료비 부담

이 컸다.

 < 건강보험 보장률 상위•하위 10개 병원 >

74개 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차의과대학교강남차병원(47.5%)은 환자가 절반 

이상의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장률이 가장 높은 화순전남

하위 병원 10개 상위 병원 10개

순위 의료기관명 구분 보장률 순위 의료기관명 구분 보장률

1 차의과학대학교강남차병원 사립 47.5% 1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국립 79.2%

2 대구가톨릭대칠곡가톨릭병원 사립 47.6% 2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국립 70.3%
3 경희대학교병원 사립 49.3% 3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국립 69.9%
4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사립 54.8% 4 서울대학교병원 국립 69.5%
5 연세대학교강남세브란스병원 사립 58.6% 5 충북대학교병원 국립 69.4%
6 원광대학교산본병원 사립 59.2% 6 부산대학교병원 국립 69.1%
7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사립 59.4% 7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사립 69.1%
8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사립 59.8% 8 경북대학교병원 국립 68.3%
9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사립 60.2% 9 가톨릭대대전성모병원 사립 67.8%

10 고려대학교안산병원 사립 60.6% 10 제주대학교병원 국립 67.8%
평 균 55.7% 평 균 70.1%

 - 보장률 차이 : (상위 평균)-(하위 평균) = 14.4%
- 환자부담률 : (1- 하위 평균)/(1-상위 평균) =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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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병원(79.2%) 대비 환자 의료비 부담이 대략 2.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건강보험 보장률 최고-최저 병원 차이 >
  

구분 의료기관명 건강보험보장률(A) 환자부담률(100-A) 비고 　

최고 화순전남대학교병원 79.2% 20.8% 국립(공공)

최저 차의과학대학교강남차병원 47.5% 52.5% 사립(민간)

(최고)-(최저) 31.7% 31.7%

(최고)/(최저) 1.7배 2.5배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사립대학 병원보다 국립대학 병

원의 환자 의료비 부담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보장률이 50%에도 미치지 못

하는 일부 사립대병원의 경우 교육과 의료라는 공익적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

는지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국립의과대학과 병원이 없는 전라남

도와 경상북도, 울산시는 공공의료 부재에 따른 불평등 상황이 발생하므로 개선 조치

가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역 간 공공의료 부족에 따른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을 우선 확충해

야 한다.

지난해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의사 증원 방안’이 중단된데 

이어 최근 의사 중대범죄 시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도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시사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국민의 생명보호 의

무마저 저버린 채 의료를 사적영역과 영리수단으로 인식하는 현행 민간의료 중심의 

공급체계의 개선 없이는 의료계의 이기적 행태도 막을 수 없으며, 국민을 위한 의료정

책 추진도 불가할 것이다.

경실련은 의료계의 극단적 이기적 행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코로

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 역할과 확충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5%에 불과한 공공병원 확

충에 보건의료정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에 ▲권역별 공공의과대

학 및 부속병원 신증설을 통한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 확충,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 비급여 신고의무화 등 관리방안 마련을 제안한다.<끝>

※ 별첨 :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실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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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실태

- 74개 국립/사립 대학병원 -

1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취약한 공공의료체계 드러남.

- 5%에 불과한 공공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진료하고, 병상과 인력 부족으

로 즉시 치료하지 못하고 대기하거나 타지역으로 이송하는 감염병 환자 발생.

* (대구, 부산, 울산, 광주, 경기, 대전, 서울 등 전국적 현상)

- 치료에 촌각을 다투는 위・중증 환자도 인프라 부족으로 대응에 한계 노출.

-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를 증대시킴.

○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일명 ‘문케어’)이 추진 

중이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답보상태임.

- 정부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보장률 강화에 쏟아 

붓고 있으나 비급여에 대한 통제 미흡과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로 건강보험 보장

률은 답보상태에 있어 민간실손보험 가입 부담에 내몰리고 있음.

    * 건강보험 지출액 : (2016년) 48조 3천억 원 -> (2019년) 65조 1천억 원(매년 12% 증가) 

    * 건강보험 보장률 : (2016년) 62.6% -> (2019년) 64.2%

○ 정부의 4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지역의사제 도입’으로는 부족한 필수 공공의

료문제를 해소할 수 없어 감염병 위기 및 의료비 부담 증가를 극복하기 어려움.

* 정부 추가 의사 양성 규모 : 매년 400명씩 10년간 4천 명 추가 양성  

    *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 : OECD 3.5(명) VS 한국 2.0(명)

    * 활동의사 수 국내 지역 간 격차 최대 2.3배(서울 3.12명 VS 경북 1.38명)

    * OECD 국가 평균 대비 국내 부족 의사 수 : 약 7만 4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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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감염병 위기 극복 및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 정책 추진 촉구

- 감염병 위기 극복 및 국민 의료비 절감은 보건의료정책의 최우선 과제이나 민간의

료 중심의 현 의료체계에 대한 개선 없이는 요원할 것임.

- 경실련은 국립대와 사립대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실태분석을 통해 공공과 민간

병원의 환자 의료비 부담실태를 살펴보고, 정부에 의사인력 확충정책 추진 시 <공

공의대 신증설을 통한 인력과 병원 확충방안> 추진을 촉구하고자 함.

2  조사 대상 및 방법

2.1. 조사 대상

○ 기간 : 2016년 ~ 2019년 (4년간)

○ 대상 : 국립/사립대 병원 74개

- 의과대학 부속 대학병원(종합병원급 이상) 72개

-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2개4)

<표1> 조사대상 대학병원 유형별 현황

(단위 : 개)

국립대(공공) 사립대(민간) 합계

상급종합병원 12(29.2%) 29(70.8%) 41(100.0%)

종합병원 2(6.0%) 31(94.0%) 33(100.0%)

합계 14(18.9%) 60(81.9%) 74(100.0%)

 ※ 제3기 상급종합병원 명단(2018~2020) 기준

4) 서울대학교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해 BIG5 병원으로 분류되는 대형병원이므로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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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사 방법

○ 각 대학병원이 복지부에 신고한 의료기관 회계자료5) 중 건강보험 수입 및 국민건

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부담금으로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

총 진료비

비보험 
(=비급여)

건강보험

공단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
환자가 내는 비용

보장률 근거 

 - 총 진료비 : 병원이 복지부에 신고한 건강보험 환자를 통해 얻은 총 수입

- 건강보험 : 전체 진료비 중 국민이 평소에 납부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비용(공단부담금)과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본인일부부담금)으로 구분

- 비보험 : 흔히 비급여로 부르며, 전체 진료비 중 환자가 전액 부담

- 공단부담금 : 건강보험공단이 각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

○ 건강보험 보장률 : 건강보험환자의 총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 비중

                 = (총진료비
공단부담금

×100)

5) 의료법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 종합병원 대상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복지부
에 제출 의무(*2020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국회 고영인의원실에 제출한 의료기관 회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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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립/사립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실태

3.1 전체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

○ 전체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 64.7%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74개 대학병원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을 분석한 결

과 64.7%로 나타남.

- 4년간 건강보험 환자를 통한 병원이 벌어들인 총 진료비 수입은 약 80조 원이며,

이중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비용은 51조 7천억 원으로 약 28조억 원을 환자들이 직

접 부담함.

- ’16년과 ’17년에 60% 수준이던 건강보험 보장률이 ’18년과 ’19년에 69%로 상승했는

데, ‘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됨.

<표2> 74개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연도    

전체

총 진료비(A) 공단부담금(B) 보장률(B/A)

합계 798,668 517,115 64.7%

2016 177,926 108,911 61.2%

2017 191,246 113,028 59.1%

2018 205,456 141,092 68.7%

2019 224,038 154,084 68.8%

평균 199,667 12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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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립/사립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비교

○ ‘국립’ 의과대학 병원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 : 68.3%

- 4년간 14개 국립대학병원에서 건강보험 환자를 통해 약 17조 7천억 원의 수입이 

발생했으며 이 중 12조 1천억 원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여 건강보험 보장률은 

68.3%로 나타남.

- 건강보험 보장률은 ’16년 64.9%에서 ’19년 71.3%로 상승함.

○ ‘사립’ 의과대학 병원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 : 63.7%

- 4년간 60개 사립대학 병원의 건강보험 환자의 총 진료비는 62조 1천억 원으로 이

중 건강보험료로 39조 6천억 원을 부담하여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63.7%로 나타

남.

- ’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0.2%에서 ’19년 68.1%로 상승하였는데, 사립대 병원 역

시 문케어 시행으로 보장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임.

   <표3> 국/사립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비교

(단위 : 억 원)

   구분

연도    

공공(국립대 병원_14개) 민간(사립대 병원_60개)

총 진료비
(A)

공단부담금
(B)

건강보험 
보장률(B/A)

총 진료비
(A)

공단부담금
(B)

건강보험 보장률
(B/A)

합계 177,231 121,036 68.3% 621,436 396,079 63.7%

2016 39,205 25,454 64.9% 138,721 83,457 60.2%

2017 42,025 26,187 62.3% 149,220 86,841 58.2%

2018 45,676 33,532 73.4% 159,779 107,560 67.3%

2019 50,323 35,863 71.3% 173,715 118,221 68.1%

평균 44,307 30,259 155,359 99,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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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건강보험 보장률 격차 : 최대 31.7% 차이 -> 환자부담률 2.5배

1)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평균보장률 : 55.7%

○ 건강보험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 : 차의과대학교강남차병원(47.5%)

- 대구가톨릭대칠곡병원과 경희대학교병원도 보장률 50% 미만으로 낮았음.

- 하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55.7%이며, 대부분 수도권 사립대학교 병원임.

- 사립대 병원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국립대병원 대비 낮았는데, 사립대 병원의 

환자 진료비 부담이 높게 나타남.

2) 건강보험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 평균보장률 70.1%

○ 건강보험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 : 화순전남대학교병원(79.2%)

- 칠곡경북대학교병원도 보장률 70% 이상으로 나타남.

- 건강보험 보장률 상위 10개 대학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70.1%로 나타남,

- 2개 사립대 병원을 제외한 8개 병원이 국립대 병원으로, 공공병원의 환자 직접 진

료비 부담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표4> 건강보험 보장률 하위 병원 10개

순위 의료기관명 평균 보장률 (4년) 유형(공공/민간)　

1 차의과학대학교강남차병원 47.5% 사립(민간)

2 대구가톨릭대학교칠곡가톨릭병원 47.6% 사립(민간)

3 경희대학교병원 49.3% 사립(민간)

4 강동경희대학교병원 54.8% 사립(민간)

5 연세대학교강남세브란스병원 58.6% 사립(민간)

6 원광대학교산본병원 59.2% 사립(민간)

7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59.4% 사립(민간)

8 고려대학교안암병원 59.8% 사립(민간)

9 한림대학교성심병원 60.2% 사립(민간)

10 고려대학교안산병원 60.6% 사립(민간)

평균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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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건강보험 보장률 상위 병원 10개

순위 의료기관명 평균 보장률 (4년) 유형(공공/민간)

1 화순전남대학교병원 79.2% 국립(공공)

2 칠곡경북대학교병원 70.3% 국립(공공)

3 양산부산대학교병원 69.9% 국립(공공)

4 서울대학교병원 69.5% 국립(공공)

5 충북대학교병원 69.4% 국립(공공)

6 부산대학교병원 69.1% 국립(공공)

7 고신대학교복음병원 69.1% 사립(민간)

8 경북대학교병원 68.3% 국립(공공)

9 가톨릭대학교대전성모병원 67.8% 사립(민간)

10 제주대학교병원 67.8% 국립(공공)

평균 70.1%

 

3) 건강보험 보장률 상/하위 격차

○ 건강보험 보장률 최고-최저 병원 격차 : 31.7%p 차이 -> 환자부담률 2.5배

- 보장률이 가장 높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79.2%)과 보장률이 가장 낮은 차의과대강

남차병원(47.5%)과의 차이는 31.7%p로 보장률 최저 대비 최고 비율은 1.7배임.

- 차의과대학강남차병원 이용 환자는 총 진료비의 50% 이상을 환자가 부담한 반면,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환자는 총 진료비의 20%만 직접 부담해 차의과대학강남차병

원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2.5배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

<표6> 건강보험 보장률 최고-최저 병원 차이 

구분 의료기관명 건강보험보장률(A) 환자직접부담률(1-A) 비고 　

최고 화순전남대학교병원 79.2% 20.8% 국립(공공)

최저 차의과학대학교강남차병원 47.5% 52.5% 사립(민간)
(최고)-(최저) 차이 31.7% 31.7%
(최고)/(최저) 비율 1.7배 2.5배

○ 건강보험 보장률 상/하위 10개 병원 평균 격차 : 14.4%p 차이 -> 환자부담률 1.5배

- 건강보험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 평균(70.08%)과 하위 병원 평균 보장률(55.68%)과

의 차이는 14.4%p로 나타남.

- 대학병원 이용환자가 주로 고액진료비가 소요되는 중증질환 환자임을 감안할 때 

10% 이상의 보장률 격차는 이용환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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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정책 제안

○ 경실련 분석 결과,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사립대(민간)보다 국립대(공공) 병

원이 높아 국립대 병원이 없는 지역은 선택권 제한 등 의료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

음.

- 국립대학이 운영하는 공공병원의 건강보장률이 68.2%로 사립대가 운영하는 민간병

원의 63.7%보다 높아 공공병원의 환자 직접 의료비 부담이 민간병원보다 낮게 나

타났음.

* 종합병원급 이상 국립대병원이 전체 대학병원의 20%에 불과한 상황을 고려하면 국립대

병원이 보다 확충되면 공공과 민간병원 간의 보장률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국립대(공공) 병원이 없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울산시 지역 주민들은 건강보험에

서 보장하는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공공병원 이용 선택권이 제한되어 의료 불평등 

상황에 놓임.

- 지역 간 의료비 부담 격차 등 공공의료 부족에 따른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는 공공병원의 우선 확충 등 공공의료 중심의 공급정책이 필요할 것임.

○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공급을 늘리면서 기존 대형병원

의 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정책이 필요할 것임.

- 2019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의 35%(23조 2천억 원)를 종합병원급 대형병원에 지급

하였고, 문케어 추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정부는 문케어 추진 후에도 건강보험 보장률 답보 원인을 비급여에 대한 통제관리 

부재로 진단하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병원의 비급여 진료실태에 대한 파악이 불가

능해 사실상 관리정책이 불가능함.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철저한 

통제관리(신고 의무화)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이 

선제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경실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 역할과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5%에 불과한 

공공병원 확충에 보건의료정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함.



경실련은�비영리•공익•비당파•자율의�원칙과�실사구시로� ‘모두가�함께�잘사는�정의로운�민주공동체’를�실현합니다.� - 13 -

   1.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신증설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

- 국립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지자체별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신설 또는 지정

- 입학정원 50명 미만 국립 의과대학 우선 증원 : 최소 100명 이상 규모

   2.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전수조사 및 공개

-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환자 비급여 내역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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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국립/사립 74개 전체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

(단위 : 개/명)

순위 유형
종

구분
의료기관명 병상 수 의사 수

의사당 
병상 수

건강보험 
보장률

(4년 평균)
1 국립 상급 화순전남대학교병원 732 238 3.08 79.16%
2 국립 상급 칠곡경북대학교병원 671 193 3.48 70.32%
3 국립 상급 양산부산대학교병원 1,329 435 3.06 69.94%
4 국립 상급 서울대학교병원 1,876 1,526 1.23 69.46%
5 국립 상급 충북대학교병원 894 316 2.83 69.42%
6 국립 상급 부산대학교병원 1,299 547 2.37 69.11%
7 사립 상급 고신대학교복음병원 1,011 316 3.20 69.05%
8 국립 상급 경북대학교병원 989 494 2.00 68.34%
9 사립 가톨릭대학교대전성모병원 719 208 3.46 67.98%
10 국립 제주대학교병원 720 249 2.89 67.97%
11 국립 상급 충남대학교병원 1,450 518 2.80 67.97%
12 사립 대전을지대학교병원 657 239 2.75 67.93%
13 사립 상급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945 338 2.80 67.57%
14 국립 상급 경상대학교병원 971 313 3.10 67.55%
15 사립 울산대학교병원 1,056 336 3.14 67.18%
16 사립 상급 삼성서울병원 2,165 1,334 1.62 66.98%
17 사립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969 313 3.10 66.88%
18　 사립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853 292 2.92 66.81%
19 국립 강원대학교병원 698 254 2.75 66.64%
20　 사립 상급 동아대학교병원 1,050 349 3.01 66.50%
21 사립 상급 가천대학교길병원 1,555 544 2.86 66.44%
22 사립 상급 서울아산병원 2,937 1,613 1.82 66.19%
23 국립 상급 전남대학교병원 1,160 461 2.52 66.18%
24 국립 상급 전북대학교병원 1,247 415 3.00 66.14%
25 사립 상급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964 327 2.95 65.60%
26 사립 상급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1,453 824 1.76 65.50%
27 사립 상급 인하대학교병원 1,010 425 2.38 65.25%
28 사립 상급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910 361 2.52 64.88%
29 사립 상급 원광대학교병원 865 283 3.06 64.87%
30 사립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703 248 2.83 64.83%
31　 사립 이화여자대학교목동병원 704 394 1.79 64.75%
32　 사립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468 156 3.00 64.74%
33　 사립 상급 계명대학교동산병원 1,089 416 2.62 64.68%
34 사립 상급 단국대학교병원 880 341 2.58 64.66%
35 사립 상급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932 419 2.22 64.49%
36 사립 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841 284 2.96 64.48%
37　 사립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977 363 2.69 64.40%
38　 사립 건양대학교병원 929 274 3.39 64.35%
39　 사립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789 352 2.24 64.06%
40　 사립 상급 영남대학교병원 1,065 373 2.86 64.04%
41 사립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384 86 4.47 63.85%
42　 사립 한양대학교구리병원 573 230 2.49 63.76%
43　 사립 상급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2,614 1,148 2.28 63.75%
44 사립 동국대학교경주병원 422 108 3.91 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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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 : “상급” / 종합병원 : “ ”

※ 병원별 병상 수/의사 수는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 보장률은 소수 2자리까지 표기하여 순위 구분.

순위 유형
종

구분
의료기관명 병상 수 의사 수

의사당 
병상 수

건강보험 
보장률

(4년 평균)
45　 사립 건국대학교충주병원 358 85 4.21 63.46%
46　 사립 상급 조선대학교병원 910 303 3.00 63.27%
47 국립 상급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422 725 1.96 62.99%

48 사립 상급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921 308 2.99 62.91%
49 사립 가톨릭관동대학교국제성모병원 659 176 3.74 62.88%
50 사립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817 259 3.15 62.58%
51　 사립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731 299 2.44 62.54%
52　 사립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478 250 1.91 62.50%
53　 사립 영남대학교영천병원 229 21 10.90 62.33%
54　 사립 상급 한양대학교병원 925 410 2.26 62.28%
55 사립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979 467 2.10 62.25%
56　 사립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228 23 9.91 62.19%
57 사립 상급 아주대학교병원 1,274 667 1.91 62.11%
58 사립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652 302 2.16 62.05%
59　 사립 상급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989 352 2.81 61.88%
60 사립 상급 중앙대학교병원 829 391 2.12 61.36%
61 사립 상급 고려대학교구로병원 1,153 531 2.17 60.83%
62 사립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725 230 3.15 60.78%
63　 사립 차의과학대학교구미차병원 345 73 4.73 60.73%
64　 사립 상급 건국대학교병원 905 417 2.17 60.58%
65 사립 상급 고려대학교안산병원 871 356 2.45 60.55%
66 사립 상급 한림대학교성심병원 901 392 2.30 60.15%
67 사립 상급 고려대학교안암병원 1,120 528 2.12 59.82%
68 사립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238 97 2.45 59.37%
69　 사립 원광대학교산본병원 275 80 3.44 59.19%
70　 사립 상급 연세대학교강남세브란스병원 899 612 1.47 58.58%
71 사립 강동경희대학교병원 708 266 2.66 54.81%
72　 사립 상급 경희대학교병원 907 452 2.01 49.31%
73 사립 대구가톨릭대학교칠곡가톨릭병원 184 23 8.00 47.54%
74　 사립 차의과학대학교강남차병원 228 85 2.68 47.48%

국립
합계 15,458 6,684 2.31 68.29%
평균 1,104 477 2.31 68.29%

사립
합계 52,927 21,749 2.43 63.74%
평균 882 362 2.43 63.74%

전체
합계 68,385 28,433 2.41 64.75%
평균 924 384 2.41 64.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