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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서울·인천·경기 정신의료기관
04933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127 국립정신건강센터 사회사업팀   수정일: 2020. 7. 13.

주요전화
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예약  02-2204-0114 사회사업팀 02-2204-0266

정신건강상담 1577-0199 보건복지상담 129 서울시다산콜센터 120

1.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시 필요서류 및 입원비

필요서류 입원비(대략)

- 건강보험증 혹은 의료급여증
- 자의입원 : 신분증
-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 주민등록등본 1부
  ※단, 주민등록상 보호자와 환자 따로 기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타병원 전원 : 입원기록 및 소견서, 검사기록

- 건강보험 : 약 50~100만원(병원, 의원급) 
- 산정특례 : 약 40만원
  ※첫 달은 검사로 병원비 더 나올 수 있음
- 차상위 : 약 23만원(병원, 의원급) 
- 차상위+장애 : 약 6~7만원  
- 의료급여 2종 : 약 15만원
- 의료급여 1종 : 무료   

2. 주취 해독센터 및 무료진료 기관
   (단, 노숙인 의료보호증 소지자 – 서울역 무료진료소 및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진료의뢰서 발급)

주취해독센터 무료진료

지역 기관명 연락처 서비스 지역 기관명 연락처

동대문구 서울동부시립병원
920-9119

(응급의료센터)
- 알코올환자 

응급치료 

- 중독치료 시, 
응급실 ‣ 
입원(개방병동) ‣ 
연계(알코올해독 
클리닉)

성북구 성가복지병원 940-1500

양천구 서남병원
6300-7572
(입원문의)

동대문구 다일천사병원 2213-8004중랑구 서울의료원
2276-7403

(응급의료센터)

동작구 보라매병원
870-2118

(응급의료센터)
영등포구 요셉의원 2636-2476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2002-8888
(응급실)

3. 행정입원 지정 정신의료기관(19년 3월 기준, 수시로 변경)

지역 시·군·구  기관명 주소  
타 질환
진료여부 연락처
내과 외과

서울

강서구 강서필병원 강서로17길 24 2608-8855
도봉구 베이직병원 삼양로 610 990-2999
동작구 보라매병원 보라매로 5길 20 ○ ○ 870-2114
송파구 송파미소병원 오금로 513 1661-9299
영등포 해상병원 신길로 173 844-6118

중랑구
서울의료원 신내로 156 ○ ○ 2276-7901

마인드웰병원 망우로403 433-1195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백련산로 90 ○ 300-8058

경기도

가평군 청평우리병원 청평면 경춘로 791-11 031-585-5115

고양시

늘푸른병원 덕양구 원당로 139 031-967-9966

라엘마음병원 덕양구 중앙로 628 031-978-5454

상록의료재단 화정병원 덕양구 서정마을로 5 031-979-7542

고양정신병원 덕양구 통일로 1102번길 46 031-969-0885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일산동구 일산로 100 ○ ○ 031-900-0114

연세서울병원 일산동구 중앙로 1200 삼희골드프라자 5층 031-907-9920



- 2 -

지역 시·군·구  기관명 주소  
타 질환
진료여부 연락처
내과 외과

경기도

광명시 서울희망정신건강의학과의원 오리로 637 02-6925-3666

군포시 휴성심요양병원 당정역로 4번길 11, 301호 031-477-9797

김포시

김포예사랑병원 중봉1로 12 031-997-7204

한별병원 감암로 95 031-986-9900

김포다은병원 북변중로 65번길 32 031-996-1338

김포한누리병원 월곶면 김포대로 2515-26 031-981-3000

남양주시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수동면 외방로 172번길 58 031-591-1832

실버힐스병원 경춘로 1260번길 하나프라자 5층 031-511-9494

축령복음병원 수동면 외방로 172번길 50 031-592-6661

온세병원 평내로 29번길 49 엠투프라자 10층 031-594-7912

동두천시 동원병원 동두천시 탑신로 524 ○ 031-870-0706

부천시

더블유진병원 원미구 신흥로 244 032-321-1433

루카스병원 소사구 경인로 88 032-310-0112

부천고려병원 원미구 장말로 372번길 15 032-657-7575

부천기병원 원미구 부천로 269 032-678-0114

부천한병원 원미구 부천로 170 (SH타워) 032-668-1119

이룸병원 오정구 수도로 93 태양빌딩 2층 032-674-5567

진병원 석천로 177번길 39 ○ 032-322-8275

성남시 휴엔병원 수정구 산성대로 241, BYC빌딩 12층 031-753-1000

수원시

사랑나무의료재단 서수원병원 권선구 오목천로 152번길 68, 골든프라자3, 5층 031-221-2222
하나병원 팔달구 행궁로 102 031-8005-9111

아주다남병원 장안구 정자천로187 롯데프라자4층 031-269-7578
아주편한병원 장안구 경수대로 1111 031-269-5665
수원중앙병원 권선구 권선로 654 ○ ○ 031-229-9777
수원우노병원 권선구 장다리로 94(권선동) 031-233-7543

안산시

안산신우병원 단원구 원포공원1로 19, 5층 031-484-6500

안산연세병원 상록구 광덕1로 386 031-415-7515

연세서울병원 상록구 선암로 40 ○ 031-415-1010

안성시 동안성병원 익죽면 금이로 1-38 031-671-9115

양주시
성람재단 송추정신병원 장흥면 가마골로 258번길 122 031-826-1300

양주소망병원 평화로 1741 031-859-7997

여주시
고려의료재단 여주세민병원 가남읍 경충대로 924 031-883-7585
고려의료재단 여주순영병원 가남읍 경충대로 924 031-883-7585

오산시
한사랑정신과의원 운천로 76 한마음빌딩 4층 031-372-7830
오산신경정신병원 가장산업동로 69-27 031-374-0077

용인시
경기도립정신병원 기흥구 중부대로 940 031-288-0114

서울시립 백암정신병원 처인구 백암면 용천로71번길 30 031-332-3194
용인정신병원 기흥구 중부대로 940 031-288-0124

의왕시 계요의료재단 계요병원 오전로15 031-455-3333

의정부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흥선로 142 ○ ○ 031-828-5168

의정부힐링스병원 청사로 48번길 19 031-853-9222
새하늘병원 평화로 704 031-836-7341

이천시
예닮의료재단 이천소망병원 호법면 중부대로 797-26 031-637-7400

성안드레아병원 마장면 서이천로 320번길 109-84 031-639-3754
민들레병원 탁현면 소리개길 74-17 031-947-6400파주시

평택시
백성의료재단 안중백병원 안중읍 서동대로 1931-21 ○ ○ 031-683-9117

청파의료재단 송탄중앙병원 오좌동길 17-16 ○ 031-612-7000
포천시 인화병원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745 031-514-9988

화성시

승민의료재단 화성초록병원 양감면 사격장길 133-25 031-352-0885

새샘병원 떡전골로 112-13 031-307-7997

메타메디병원 동탁원천로 338-7 동탁V프라자 3층 031-800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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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 정신의료기관(서울시 내 외래만 가능한 정신의료기관 목록 안내 가능)

지역
병원
유형

병원명 진료 유형 병동구성
타 질환
진료여부 주소 연락처 비고
내과 외과

강남구

상급
종합
병원

삼성서울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5병상) ○ ○ 일원로81 3410-2114 낮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외래 ○ ○ 언주로 122 2019-3114 낮병원

강남차병원 외래 ○ ○ 논현로566 3468-3000

병원 강남을지병원 외래 ○ ○ 도산대로202 3438-1114

강동구

상급
종합
병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외래 ○ ○ 동남로892 440-7114
강동성심병원 외래 ○ ○ 성안로150 2224-2114
중앙보훈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48병상) ○ ○ 진황도로61길53 2225-1111

의원 대성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49병상) 진황도로158 485-4288 알코올

강서구 병원 강서필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190병상)
개방병동

강서로17길 24 2608-8855
낮병원
알코올

관악구 의원 가람신경정신과의원 외래, 입원 개방병동(48병동) 시흥대로 554 859-8500

광진구

상급
종합
병원

건국대학교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12병상) ○ ○ 능동로 120-1 1588-1533

의원

구의연세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자양로95, 6층 2201-5757 낮병원

푸른마음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49병상) 능동로 50길 8 3436-1675

문경서 신경정신과의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37병상) 능동로 390 458-8811

조광신경정신과의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41병동) 능동로 380 467-2323 

구로구

상급
종합
병원

고려대학교부속 구로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24병상) ○ ○ 구로동로148 2626-1114

병원 구로다나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174병상) 
개방병동(25병상)

개봉로126 2613-8001 알코올

금천구 병원 성지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203병상) 
개방병동(25병상)

가산로122 867-7056 알코올

노원구
종합
병원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19병상) ○ ○ 한글비석로 68 970-8000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외래 ○ ○ 동일로 1342 950-1114

의원 상계우리의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49병동) 덕릉로126길 44 935-7555

도봉구 병원

다나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199병상) ○ 해등로 129 942-8000 알코올

베이직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257병상) 삼양로 610 990-2999
낮병원
알코올

성모샘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153병상) ○ 도봉로 683 951-0552
알코올
학교

성모휴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 도봉로 551 949-1966 알코올

동대
문구

상급
종합
병원

경희대학교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20병상) ○ ○ 경희대로 23 958-8114

종합
병원

삼육서울병원 외래 개방병동 ○ ○ 망우로81 1577-3675
시립동부병원 외래 ○ ○ 무학로124 920-9307

병원

멘토스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215병상) 
개방병동(58병상)

한천로 49 2214-5100 낮병원

지혜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128병상) 
개방병동(171병상)

천호대로 421 499-9955

명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214병상) 
개방병동(72병상)

○ 고산자로 421 965-2800

의원
김영화정신과의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41병상) 전농로22 2243-8636 남성

서울그린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32병상) 망우로 123 2248-4860 중고등

동작구
상급
종합
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26병동) ○ ○ 흑석로 102 1800-1114

서대
문구

종합
병원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29병상) ○ ○ 연세로 50-1 2228-0114

의원 사랑마을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입원 개방병동(42병동) 모래내로 217 307-9736 낮병원

서초구
종합
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35병상) ○ ○ 반포대로 222 1588-1511

의원 나눔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보호병동(49병상) 방배로 97 3,4층 588-2555 낮병원

성북구 종합
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30병상) ○ ○ 인촌로 73 920-5815

성동구
상급
종합
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16병동) 왕십리로222-1 229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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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병원
유형

병원명 진료 유형 병동구성
타 질환
진료여부 주소 연락처 비고
내과 외과

송파구

종합
병원

서울아산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27병상) ○ ○ 올림픽로43길 88 3010-3114

병원 송파미소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180병상) 오금로 513 1661-9299 낮병원

의원 가락실버사랑의원 외래, 입원 개방병동(47병동) 송파대로36가길 22 414-2211 간병인

양천구 종합
병원

이화여자대학교부속 목동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10병상) ○ ○ 안양천로1071 2650-5114

영등포
병원 해상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150병상) 신길로 173 844-6119

의원 라엘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49병동) 양평로 99 10층 6909-9897

용산구 종합
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 서울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21병상) ○ ○ 대사관로59 709-9114

은평구 종합
병원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183병상) ○ 백련산로 90 300-8053 낮병원

종로구
상급
종합
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13병상) ○ ○ 대학로 101 1588-5700 낮병원

강북삼성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18병동) ○ ○ 새문안로 29 2001-2001

중구 종합
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외래, 입원 개방병동 ○ ○ 을지로 245 2260-7114 낮병원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외래, 입원 개방병동 ○ ○ 마른내로 9-9 2270-0114

중랑구

종합
병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24병상) ○ ○ 신내로 156 2276-7000

의원 성모마음정신과의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49병상) 동일로 903 972-4300 낮병원

병원 마인드웰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 망우로403 433-1195

5. 인천시 정신의료기관 현황

지역
병원
유형

병원명 진료 유형 병동구성
타 질환
진료여부 주소 연락처 비고
내과 외과

강화군 병원
해주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100병상) 하점면 창후로 286 933-7114

알코올
MR

선한 우리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 불은면 해안동로464-17 937-0321 알코올
정수의료재단 도담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 내가면 외포리 703 933-5222 여성전용

계양구

종합
병원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외래 ○ ○ 계양문화로 20 240-8000
한림병원 외래 ○ ○ 장제로722 540-9114

병원

다원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150병상) 장제로857 543-7114 알코올

보람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169병상) 오조산로11 542-0114 알코올

삼정의료재단 삼정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 장제로 800 543-7530 여성전용

의원

송헌일토닥토닥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장제로 899 2층 543-7583

연세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경명대로1088, 3층 555-8809

이석환 신경정신과의원 외래 계양대로 55 2층 552-0392

임태식 신경정신과의원 외래 계산새로65번길 71 2층 554-5511

남동구

상급
종합
병원

길의료재단 길병원 외래 ○ ○ 남동대로774번길21 1577-2299

병원

새희망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244병상) 
개방병동(40병상)

남동대로 922번길54 431-2555 대안학교(초)
간병인 

예인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134병상) 
개방병동(72병상)

논고개로71. 7-10층 426-1800 알코올

영화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180병상) 
개방병동(53병상)

소래역로42 소래타워 442-2020 알코올

인천 정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153병상) 
개방병동(22병상)

남동대로 931 3~6층 424-7555

의원

김영익 정신과의원 외래 구월남로174 472-5280

미래 정신과의원 외래 성마로13번길15 3층 428-7500

서울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인하로489번길28 5층 433-5335

성가 신경과정신과의원 외래 남동대로 922번길54 423-3322

연세마음숲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논고개로123번길 17 424-3375

연세준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논고개로 81 501호 435-1661

이승희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구월남로 172 402호 465-8766

의원

마음돌봄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 논현로40 761-7575

행복드림의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 호구포로 808 467-0467

참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인하로497-5 13층 3호 421-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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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병원
유형

병원명 진료 유형 병동구성
타 질환
진료여부 주소 연락처 비고
내과 외과

동구 종합
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44병상) 
개방병동

○ ○ 방축로 217-217 580-6000

미추
홀구

종합
병원

인천사랑병원 외래 ○ ○ 미추홀대로726 425-2001

현대유비스병원 외래 ○ ○ 독배로503 888-7575

병원

원병원 외래,입원
보호병동(61병상)
개방병동(11병상)

인하로372 547-7110

인천우리병원 외래,입원
보호병동(216병상) 
개방병동(24병상)

석바위로53번길8 715-5300

지성병원 외래,입원
보호병동(269병상) 
개방병동(30병상)

아암대로109 862-5544

의원

김종억 신경정신과의원 외래 경인로462 425-9798
김택수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미추홀대로 716. 301호 446-2095

서원벽 신경정신과의원 외래 미추홀대로634 432-9911
신광철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인하로275 867-8202

인천마음벗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독배로311 884-4620
조규형 신경정신과의원 외래 경인로431 433-0830
한동수 신경정신과의원 외래 미추홀대로708 423-3883

홍정신과의원 외래 경인로293 865-1986
황원준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 경인로399-1 435-7767 낮병원

부평구

상급
종합
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외래 ○ ○ 동수로56 1544-9004

종합
병원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외래 ○ ○ 무네미로466 500-0116
부평 세림병원 외래 ○ ○ 부평대로175 524-0591

병원
글로리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180병상) 
개방병동(53병상)

길주로655 262-9000

바오로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83병상) 
개방병동(34병상)

장제로145 525-7080 낮병원

의원

공감정신과의원 외래 부평대로68 3,4층 527-5070 낮병원
김정신 건강의학과의원 외래 부평대로51 526-9203

김태수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경원대로1234 7층 525-8700
심우정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길주로633. 302호 504-2202
윤충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부평대로38 524-7272

정건연세 정신과의원 외래 부평대로33 7층 526-1900
최기은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열우물로21 437-0330

한마음정신과의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 동수로61 4층 508-7513
방성우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부평문화로61 526-0012

서구

종합
병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11병상) ○ ○ 심곡로100번길 25 1600-8291

병원

은혜병원 외래, 입원
개방병동(88병상) 
보호병동(402병상)

심곡로 132길 22 562-5101 알코올

인천참사랑병원 외래, 입원
개방병동(92병상) 
보호병동(240병상)

원창로 240길 9 571-9111
낮병원
중독

블레스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 청마로 167번안길17 563-1175

의원

조은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49병상) 원당대로 860 564-7505 알코올
마음행복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중봉대로 586길 9-4 566-0700

마음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서곶로 293 226-7302
고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가정로 363 572-0572

연수구

종합
병원

나사렛 국제병원 외래 ○ ○ 먼우금로98 899-9999

의원

라온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컨벤시아대로 69 831-8906
마음과마음 정신과의원 외래 청능대로 103 812-2004

마음정원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신송로153 833-3950
박무헌정신과의원 외래 앵고개로 250 819-2178

밝은마음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독배로 49 832-7579
사과나무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하모니로 124 834-0830
송도메이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송도국제대로 157 815-7557
차지현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청능대로 109 821-2001

해솔정신과의원 외래 인천타워대로 251 814-8881

중구

상급
종합
병원

인하대학교부속병원 외래 ○ ○ 인항로 27 890-2114

종합
병원

인천기독병원 외래 ○ ○ 답동로30번길 10 270-8000

의원 고정선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참외전로 134 777-1182 낮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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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기도 정신의료기관 현황

지역
병원
유형

병원명 진료 유형 병동구성
타 질환
진료여부 주소 연락처 비고
내과 외과

파주 병원 민들레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270병상)
개방병동(29병상)

탄현면 소리개길 74-17 947-6400
노인 

간병인

하남 의원
로하스청담의원 외래, 입원 산곡동로32번길 58 794-0936
하남기독의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45병상) 신장로126 796-8850

동두천
병원

동원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 ○ 탑신로522 870-0701
로젠요양병원 외래 삼육사로1016 857-9933

의원
하나의원 외래 중앙로267-1 959-1275

서울맑은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중앙로126, 305호 928-6656

이천 병원
성안드레아병원 외래, 입원 서이천로 320번길 109-84 639-3700
이천소망병원 외래, 입원 중부대로 797-26 637-7400

가평
병원

노체리 안드리자애병원 외래 ○ ○ 조종면 꽃동네길46 589-0301
청심국제병원 외래 ○ ○ 설악면 미사리로 267-177 589-4300

청평우리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177병상) 
개방병동(21병상)

청평면 경춘로791-11 585-5115
소    아
지적장애
입원가능

의원 평온의원 외래, 입원 북면 화악리 825-1 581-0184

고양

종합
병원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29병상) ○ ○ 화수로14번길 55 810-5114 낮병원
국립건강보험 공단일산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16병상) ○ ○ 일산로 100 900-0114 낮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16병상) ○ ○ 동국로 27 961-9302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14병상) ○ ○ 주화로 170 910-7114

병원

고양정신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269병상)
개방병동(30병상)

통일로 1102번길 46 969-0885

늘푸른병원 외래, 입원 개방병동(120병상) 원당로 139 967-9966

라엘마음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159병상) 
개방병동(17병상)

중앙로628 978-5454 알코올

상록의료재단 화정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144병상)
개방병동(36병상)

서정마을로5 979-7572 MR

연세서울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240병상)
개방병동(23병상)

중앙로 1200 907-9920 낮병원

카프성모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76병상)
개방병동(74병상)

일산로86 810-9200
낮병원
알코올

의원

마음편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49병상) 중앙로 1575 501호 913-7511
삶 공성욱 정신과의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43병상) 일산로 46 904-5701 낮병원
일산고려 정신과의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49병상) 일현로 47 924-0211

참사랑정신과의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49병상) 일현로 47 994-6629 낮병원
닥터최의 연세마음상담의원 외래, 입원 고봉로291 975-7201

광명
종합
병원

광명성애병원 외래 ○ ○ 디지털로42 36 2680-7114

의원 서울희망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46병상) 오리로 637 6925-3666

광주
종합
병원

참조은병원 외래 ○ ○ 광주대로 45 1600-9955

의원 로하스한울의원 외래. 입원 천진암로 968-6 7979-114

구리
종합
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15병상) ○ ○ 경춘로 153 1644-9118

병원 연세마음병원 외래, 입원 체육관로 172번길 55 554-0070 알코올

군포
종합
병원

원광대학교의과대학 산본병원 외래 ○ ○ 산본로 321 390-2300
지샘병원 외래 ○ ○ 군포로 591 389-3000

병원 휴성심요양병원 외래, 입원 당정역로 41번길 11 477-9797

김포

종합
병원

인봉재단 뉴고려병원 외래 ○ ○ 김포한강3로 283 998-8129
우리의료재단 김포우리병원 외래 감안로11 999-1000

병원

김포다은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 북변중로65번길32 996-1338
한별정신건강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 감암로95 986-9900 낮병원

김포예사랑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136병상)
개방병동(14병상)

중봉1로 997-7204 알코올

김포한누리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221병상)
개방병동(51병상)

월곶면 김포대로 2515-26 981-3000

남양주

종합
병원

현대병원 외래 진접음 봉현로 21 574-9118

병원

실버힐스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36병상) 
개방병동(112병상)

경춘로 1260 511-9494

온세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116병상)
개방병동(22병상)

평내로29번길 49 594-7912

서울특별시축령복음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 외방로172번지 50 592-6661

의원 평내우리의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49병상) 마석로 17번길 24 591-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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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병원
유형

병원명 진료 유형 병동구성
타 질환
진료여부 주소 연락처 비고

내과 외과

포천 병원
범문의료재단 진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46병상)
개방병동(110병상)

소흘읍 송우로80 544-7701

인화병원 외래, 입원 소흘읍 광릉수목원로745 514-9988

화성

종합
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외래 ○ ○ 큰재봉길7 8086-3000

병원
메타메디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114병상)
개방병동(114병상)

동탄원천로 338-7 8003-1834

새샘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 떡전골로 112-13 307-7997
화성초록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 사격장길 133-25 352-0885

부천

종합
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 외래 ○ ○ 조마루로 170 621-5114 낮병원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외래 ○ ○ 호현로489번길 28 340-1114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외래 ○ ○ 소사로327 3402-3215

전문
병원

w진병원 외래, 입원 일반(180병상) 신흥로 244 321-1433 알코올

진병원 외래, 입원 일반(125병상) 석천로117번길 39-39 322-8275
낮병원
알코올

병원

부천고려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146병상)
개방병동(17병상)

장말로 327번길 15 657-7575

이룸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64병상) 
개방병동(228병상)

수도로93 674-5567 간병인

휴앤유병원 외래 심곡로 10번길63 202-0114

기병원 외래,입원 보호병동(91병상) 부천로269 676-2345 낮병원

루카스병원 외래,입원
보호병동/개방병동
(280병상)

경인로88 310-0100
낮병원
wee센터

부천한병원 외래,입원 (189병상) 부천로170 668-1119

의원

은혜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입원 (49병상) 길주로137 325-3332

고운마음정신과의원 외래 길주로137 329-1151

맘편한의원 외래 부일로293 710-7585 낮병원

성남

종합
병원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 외래 ○ ○ 서현로180로 20 779-0114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1병상) ○ ○ 구미로 173번길 82 787-2114 낮병원

분당차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19병상) ○ ○ 야탑로 59 780-5000 낮병원

병원
휴엔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189병상)
개방병동(25병상)

산성대로241 753-1000

성남사랑의병원 외래, 입원 성남대로 1270-1 756-3024 wee센터

의원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광명로313, 3층 735-3975 낮병원

행복한정신과의원 외래, 입원 산성대로 229, 6층 753-5005

성남제일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49병상) 수정로 140 757-8100

수원

전문
병원

아주편한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개방병동 장안로256 269-5665 알코올

종합
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16병상) ○ ○ 월드컵로 164 219-5114 낮병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외래 ○ ○ 수성로245번길 69 888-0114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30병상) ○ ○ 중부대로93 1577-8588

녹산의료재단 동수원병원 외래 ○ ○ 중부대로 165 210-0114

병원

수원우노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115병상)
개방병동(25병상)

장다리로 94 233-7543

사랑나무의료재단 서수원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216병상)
개방병동(23병상)

오목천로152번길68 278-7115

수원중앙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99병상) ○ ○ 권선로 654 229-9777

아주다남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68병상)
개방병동(91병상)

정자천로 187 269-7578

하나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개방병동 행궁로102 8005-9111 여성개방

희망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개방병동 중부대로 128번길 49 226-1675
알코올
노  인

의원 수원성심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49병상) 중부대로 308 213-2548

시흥 의원 시흥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비둘기공원로8 801호 315-9114

오산
종합
병원

오산한국병원 외래 ○ ○ 밀머리로1번길 16 379-8300

의원 한사랑정신과의원 외래, 입원 운천로76 372-9830

안성

종합
병원

안성성모병원 외래 ○ ○ 시장길 58 675-6007

의원 서울중앙의원 외래, 입원 보개면 서동대로5877 671-7575

병원 동안성병원 외래, 입원 일죽면 화봉리 809 674-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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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병원
유형

병원명 진료 유형 병동구성
타 질환
진료여부 주소 연락처 비고

내과 외과

안산

종합
병원

고려대학교부속 안산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13병상) ○ ○ 적금로 123 412-5653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외래 ○ ○ 선부광장로 103 8040-1114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외래 ○ ○ 구룡로 87 500-1114

병원

안산신우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197병상)
개방병동(22병상)

○ ○ 원포공원1로 19 484-6500

연세서울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62병상)
개방병동(32병상)

선암로 40 415-1010

오산신경정신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 가장산업동로 69-27 374-0077

안산연세병원 외래, 입원 이동 716-12 415-7515

의원

밝은마음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49병상) 선부광장1로 38 3층 410-0210

심일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49병상) 원포공원1로 35 3층 411-8110

안산고려의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49병상) 광덕1로 366 6층 406-3321

안산우리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49병상) 광덕4로 260 5층 487-3375 낮병원

안산휴의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49병상) 고잔로 88 409호 475-4116 낮병원

휴플러스의원 외래, 입원 개방병동(49병상) 고잔2길 9 4층 475-4117

안양

종합
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외래 ○ ○ 큰재봉길 7 8086-3000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23병상) ○ ○ 관평로 170번길 22 380-1500

인산의료재단 메트로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46병상) ○ ○ 명학로33번길8 467-9000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외래 ○ ○ 삼덕로 9 467-9391

병원 평촌중앙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61병상) ○ 평촌대로223 387-0114

의원
성모라움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48병상) 경수대로 428 4층 427-4119
우리마음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49병상) 안양로 216 3,5층 466-7588

양주
병원

양주소망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90병상)
개방병동(24병상)

평화로 1747-1741 859-7997

송추정신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 가마골로 258번길 122 826-1300

의원 한평주 정신건강의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49병상) 평화로1426 867-7780

여주 병원
여주세민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217병상) 가남읍 경충대로 924 883-7585

여주순영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217병상)
개방병동(62병상)

가남읍 경충대로 924 884-2695

용인

종합
병원

강남병원 외래 ○ ○ 중부대로 411 300-0114

병원

이음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78병상) 
개방병동(105병상)

흥덕1로 97 212-1500
낮병원
wee센터

서울시립백암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 백암면 용천로 71번길 30 332-3194

용인정신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 중부대로 940 288-0124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 중부대로 940 284-0114 낮병원

의왕

전문
병원

다사랑중앙병원 외래, 입원 개방병동(63병상) 등칙골1길 22 340-5000 알코올

병원 계요의료재단 계요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690병상)
개방병동(100병상)

오전로 15 15 455-3333

의정부

종합
병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24병상) ○ ○ 천보로 271 1661-7500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60병상) ○ ○ 흥선로 142 828-5000

병원

의정부 힐링스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267병상)
개방병동(336병상)

청사로48번길 19 853-9222

한도정신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162병상) 
개방병동(18병상)

입석로36 877-6081
알코올

내과협진

한서중앙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144병상)
개방병동(16병상)

평화로447 875-7878
MR

wee센터
청우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 평화로 647 840-6500 간병인

새하늘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 평화로704 836-7341 간병인

평택

종합
병원

백송의료재단 굿모닝병원 외래 ○ ○ 중앙로 338 5182-7700

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외래 ○ ○ 평택로 284 1800-8800

병원
백성의료재단 안중백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147병상)
개방병동(152병상)

○ ○ 안중읍 서동대로1931-21 683-9117

청파의료재단 송탄중앙병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88병상)
개방병동(142병상)

○ 오좌동길17-16 612-7000

의원 윤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 입원 보호병동(49병상) 평택2로 49 652-94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