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
지역별

병원 명칭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대한항공부속의원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260

02-2656-3284

아시아나항공부속의원

서울시 강서구 오쇠동 47

02)2669-3803

항공우주의료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쌍수리 75-1

043)290-5451

영동세브란스병원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46-92

02)2019-3101

케이플러스청담의원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333

02-514-7566

김영찬내과의원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333 KT타워 5층

02)3444-8875

(재)한국의학연구소 강남의원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2-35

02)3496-3300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11

010-9605-7524

청담참튼튼병원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13

070)7777-9139

뉴강서성심병원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5-5

02)2665-0911

경희의료원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02)958-8701

중앙대 흑석동병원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102

02)6229-2439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02)2228-8272

연세건강증진내과의원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371

02)418-9999

홍익병원

서울시 양천구 국회대로 250

02-2600-0591

이패밀리의원

서울시 양천구 목동 753-7

02)2652-3812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10

1661-7575

한국의학연구소 여의도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0

02)3688-114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02)2072-0505

강북삼성병원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29

02)2001-2926

명동연세이비인후과의원

서울시 중구 명동9가길 12

02)3789-9898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서울시 중구 저동2가 85

02)2270-0595

나은병원

인천시 서구 신지말로 28번길 43

1661-0033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인천시 서구 심곡로 100번길 25

032-290-0833

인하국제의료센터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84(운서동)

032)206-1888

인천국제공항의료센타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1

032)743-3119

인하대병원

인천시 중구 인항로 27

032)890-3331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53

1644-9118

편한몸의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117번길 40

031-8042-5252

우리호병원(구 수지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080-19

031)272-0000

다보스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8-1

031)8021-2221

부산대병원

부산시 금정구 장전1동 384-11

051)240-7832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435

051)797-0370

영남대학교병원

대구시 남구 대명5동 317-1

053)620-34444

대구파티마병원

대구시 동구 신암동 576-31

053)940-7330

한국의학연구소 대구센터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611

053) 430-5000

계명대학 동산병원

대구시 중구 동산동 194

053)250-7114

전남대학교 병원

광주시 동구 제봉로 42

062-220-6790

강릉아산병원

강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415

033-610-3693

우리안과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52-47

033)746-0212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033)741-1390

충남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041) 570-7260

경남

경상대학교병원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

055-750-9380

김동인 안과

제주도 제주시 삼도1동 534-16

064)753-3026

제주대학교병원

제주도 제주시 아라일동 1753-3

064)717-1362

제주한라병원

제주도 제주시 연동 1963-2번지

064)740-5000

박지욱신경과의원

제주도 제주시 월랑로 3

064) 747-6119

전문
병원

서울

인천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강원도

제주

1. 반드시 병원에 예약(www.esky.go.kr) 후, 병원 방문
2. 검사비는 약 20~40만원 수준임. (병원마다 상이함)

비고
일반인
검사불가

안경/신분증지참

예약제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