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20-507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검사가능 기관 총 9개소 추가(5. 25. ~)

     * 수탁검사기관 1개소 및 의료기관 8개소

 2020년 6월 1일

질병관리본부장

                                                                

※ 검사가능 의료기관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검사 개시일은 의료

기관의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기관 추가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가능 기관 (총 9개소 추가(5.25~))

 [수탁검사기관 : 1개소]

순번 지역별 기관명 주소 대표연락처

1 서울 BGK진단검사의학과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로 89 MG 빌딩 9층 070-4755-9780

 [의료기관 : 8개소]

순번 지역별 기관명 주소 대표연락처

1 서울 건국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1 02-1588-1533

2 서울 성광의료재단 강남차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66 02-3468-3000

3 경기 국립암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031-920-0114

4 경기 원광대산본병원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1 031-390-2300

5 부산 동아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051-240-2000

6 대전 건양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1577-3330

7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052-250-7000

8 강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033-741-0114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가능 기관 (2020. 6. 1. 기준, 총 104개소)

 [수탁검사기관 : 15개소]

지역 기관명 주소 대표연락처

1

서울

(5)

(의)삼광의료재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41길57 02-3497-5100 

2 씨젠의료재단 씨젠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320 1566-6500

3 의료법인장원의료재단 유투의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 68 장원빌딩 02-910-2100

4 한국필의료재단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71 02-517-1728

5 BGK진단검사의학과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로 89 MG 빌딩 9층 070-4755-9780

6 부산 (1) 씨젠부산의원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7 1566-6500

7 인천 (1)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291 (송도동 13-49) 1600-0021 

8

경기

(6)

(재)서울의과학연구소(SCL)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흥덕IT밸리 A동 1800-0119

9 녹십자의료재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 30번길 107 1566-0131

10 랩지노믹스 진단검사의학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375 031-628-0700

11 선함의원(에스큐랩, SQLab)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53-21 (중동) 선함빌딩 031-283-9270

12 의료법인 신원의료재단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8 1899-1510

13 티씨엠랩의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쇳골로 7 초이스빌딩 2층, 3층 031-698-2728

14 충북

(2)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93 043-292-1107

15 결핵연구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4로 168-5 043-249-4950

 [의료기관 : 89개소]

지역 기관명 주소 대표연락처

1

서울

(31)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22 1588-1511

2 가톨릭의대 은평성모병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1021 1811-7755 

3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892 1577-5800

4 강북삼성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29 1599-8114

5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148 02-2626-1114

6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73 1577-0083

7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45 02-2260-7114

8 삼성서울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81 02-3410-2114

9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1588-5700

10 서울아산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88 1688-7575

11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20 02-870-2114

12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156 02-2276-7000

13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59 02-709-9114 

14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211 1599-6114

15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50-1 1599-1004

16 이화의대부속 목동병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1071 1666-5000

17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342 02-950-1114

18 한림대부속 강남성심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1 02-829-5114

19 H+양지병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6 1877-8875

20 경희의료원(경희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23 02-958-8114

21 중앙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102 1800-1114

22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길150 1588-4100

23 한양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02-2290-8114

24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308(쌍문동) 02-901-3114

25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서울 영등포구 63로 10 1661-7575

26 중앙보훈병원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3 1800-3100

27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68 1899-0001

28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서울 노원구 노원로 75 02-970-2114

29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60 1522-7000

30 건국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1 02-1588-1533

31 성광의료재단 강남차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66 02-3468-3000



지역 기관명 주소 대표연락처

32

경기

(19)

가톨릭의대의정부성모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271 1661-7500

33 고려대학교 부속안산병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23 1577-7516

34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100 1577-0013 

35 명지병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14번길 55(화정동) 031-810-5114 

36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1588-3369

37 분당차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59 1577-4488

38 순천향대학교 부속부천병원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170 1899-5700

39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경기도 화성시 큰재봉길7 1522-2500

40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1577-7000

41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 1577-8588

42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1688-6114

43 한림대학교 (평촌)성심병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 031-380-1500 

44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53 1644-9118

45 국군수도병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177번길 81 1688-9151

46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경기 부천시 소사로 327 1577-0675

47 분당제생병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180번길 20 031-779-0114

48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경기 고양시 일산서 주화로 170 031-910-7114

49 국립암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031-920-0114

50 원광대산본병원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1 031-390-2300

51
부산

(3)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179 051-240-7000

52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복지로 75 051-890-6114

53 동아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051-240-2000

54

대구

(6)

경북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1666-0114

55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1577-6622

56 영남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1522-3114

57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07 053-200-2114

58 대구파티마병원 대구 동구 아양로 99 1688-7770

59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 1688-0077

60

인천

(4)

길의료재단길병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21 (구월동) 1577-2299

61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00번길 25 1600-8291

62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56 1544-9004

63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 032-890-2114

64 광주

(2)

전남대학교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42 1899-0000

65 조선대학교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5 062-220-3114

66

대전

(4)

충남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282 1599-7123

67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64 1577-0888

68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 042-611-3000

69 건양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1577-3330

70 울산 (1) 울산대학교병원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052-250-7000

71

강원

(4)

강릉아산병원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38 033-610-4111

72 강원대학교병원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156 033-258-2000

73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강원 춘천시 삭주로 77 033-240-5000

74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033-741-0114

75 충북 (1) 충북대학교병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개신동) 042-269-6114

76 충남

(2)

단국의대부속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201 1588-0063

77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 31 041-570-2114

78
전북

(3)

전북대학교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201 1577-7877

79 예수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063-230-8114

80 원광대학교병원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 1577-3773

81 전남

(2)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 1899-0000

82 성가롤로병원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221 061-720-2000

83

경남

(5)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20 1577-7512

84 경상대학교병원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79 055-750-8000

85 삼성창원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 055-233-8899 

86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정자로 11 055-214-1000
87 창원파티마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 055-270-1000

88
제주 (2)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15 (아라일동) 064-717-1114

89 제주한라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번지 064-740-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