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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내 국가폐암검진기관
(2021.9.1.기준/� 67기관)

순번 시도명 시군구명 검진기관명 전화번호

1 경기 광명시 광명성애병원  02-2680-7531

2 경기 광주시 참조은병원  031-881-9380

3 경기 군포시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031-390-2726

4 경기 군포시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 031-389-3430

5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중앙병원  031-799-5500

6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  031-779-0940

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순천의료재단 정병원  031-750-6000

8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의료원 031-738-7007

9 경기 시흥시 의료법인 녹향의료재단 신천연합병원  031-310-6327

10 경기 시흥시 의료법인 석경의료재단 센트럴병원 031-8041-3033

11 경기 시흥시 의료법인 남촌의료재단 시화병원  031-8041-5860

12 경기 수원시 
권선구 화홍병원 031-8021-6948

13 경기 수원시 
팔달구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031-249-8245

14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의료법인 녹산의료재단동수원병원 031-210-0285

15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병원 031-219-5605

16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031-888-0114

17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031-8040-1333

18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의료법인 플러스의료재단 단원병원  031-8040-5758

19 경기 안산시 
상록구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031-500-1182

20 경기 안성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031-8046-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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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경기 안성시 안성성모병원  031-675-6007

22 경기 안양시 
만안구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031-463-4370

23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성심병원  031-380-1581

24 경기 오산시 오산한국병원  031-379-8650

25 경기 오산시 조은오산병원  031-373-1806

26 경기 용인시 
기흥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1899-1565

27 경기 용인시 
기흥구 강남병원  031-300-0123

28 경기 이천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031-630-4203

29 경기 평택시 의료법인 박애의료재단 박애병원 031-650-9446

30 경기 평택시 의료법인백송의료재단 굿모닝병원  031-5182-7300

31 경기 평택시 의료법인 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070-5012-3456

32 경기 평택시 의료법인 갈렌의료재단 박병원  031-666-2600

33 경기 화성시 의료법인 원광의료재단 원광종합병원  031-8077-7230

34 인천 동구 인천광역시의료원 032-580-6020

35 인천 중구 인천기독병원  032-270-8253

36 인천 중구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032-890-2861

37 인천 동구 의료법인 성수의료재단 인천백병원 032-777-7050

38 인천 미추홀구 의료법인 인천사랑병원  032-457-2811

39 인천 미추홀구 현대유비스병원   032-890-5713

40 인천 연수구 (의)나사렛의료재단 나사렛국제병원  032-899-9796

41 인천 계양구 한림병원   032-540-9090

42 인천 계양구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032-240-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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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인천 서구 의료법인성세의료재단 뉴 성민병원  032-726-1164

44 인천 서구 의료법인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   032-585-7720

45 인천 서구 검단탑병원   032-590-0002

46 인천 서구 온누리병원   032-568-2832

47 인천 서구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032-290-3326

48 인천 남동구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032-460-3777

49 인천 남동구 인천힘찬종합병원 032-459-3144

50 인천 부평구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032-280-6114

51 인천 부평구 부평세림병원   032-509-4850

52 인천 부평구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032-500-0264

53 인천 강화군 비에스종합병원 032-290-0011

54 강원 강릉시 의료법인 강릉동인병원  033-650-6149

55 강원 강릉시 강원도강릉의료원  033-610-1281

56 강원 강릉시 의산의료재단 강릉고려병원  033-646-0106

57 강원 강릉시 강릉아산병원  033-610-3698

58 강원 동해시 의료법인 동해동인병원 033-530-0110

59 강원 삼척시 강원도 삼척의료원  033-570-7417

60 강원 속초시 강원도속초의료원 033-630-6109

61 강원 속초시 속초보광병원  033-639-8900

62 강원 원주시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033-741-1670

63 강원 원주시 강원도 원주의료원  033-760-4550

64 강원 영월군 강원도 영월의료원  033-370-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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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강원 춘천시 한림대학교부속 춘천성심병원  033-240-5374

66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병원  033-258-2313

67 강원 태백시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033-580-3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