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정간호사업소 방문지역
서울 지역 가정간호사업소
병원명
강동경희대병원

방문지역
서울시 전 지역(금천구, 강서구, 구로구, 은평구, 양천구 제외).
경기 하남⋅구리⋅남양주(일부지역 제외). 성남, 분당 광주(일부지역 제외)

강동성심병원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강남구 일부, 하남시

경희대학교병원

서울시, 의정부시, 구리시 전 지역. 남양주시(화도, 조안, 수동 제외) 전 지역

고려대부속구로병원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영등포구, 양천구, 경기 광명시
전체 방문지역-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종로구, 서대문구,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노원구

고려대부속안암병원

일부지역 방문-은평구, 마포구,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방문 제외지역-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강동구, 영등포구, 동작
구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 전 지역

녹색병원

서울(중랑구, 성동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경기(구리시, 남양주시)
서울시 전 지역, 경기 성남시, 하남시, 과천시, 안양시, 군포시, 구리시, 수원시

삼성서울병원

전역, 의왕(왕곡, 포일동 등), 용인(수지, 기흥구), 광주(오포, 삼동, 장지, 태전
동), 광명(하안, 철산), 화성시 일부(동탄, 반송, 반월), 남양주(별내지구)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시 강북 전지역(중랑구 일부), 강남 일부 지역(강동구, 금천구 제외)
서울시 전 지역, 과천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수
지), 광명시, 구리시, 하남시

서울아산병원

서울시 전 지역, 경기 하남, 성남, 남양주 일부, 구리, 광주 일부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등 병원인근지역

여의도성모병원

영등포, 용산, 강서구, 동작구, 관악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일부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서울시 전역과 고양시

은평성모병원

은평구. 서대문구, 덕양구 등 병원에서 30분 이내 지역

이대목동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중앙보훈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마포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부천 및 광명시 일부
-병원에서 왕복 1시간 이내 지역
서울시 전 지역
서울시 전 지역, 경기 하남⋅구리⋅군포⋅안양⋅성남⋅분당⋅남양주(화도, 조안,
수동 제외)) 전체, 광주⋅용인은 편도 30-40분 이내
서울시 전 지역

경기 지역 가정간호사업소
병원명

방문지역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동두천(전곡지역만), 남양주시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이천, 여주, 양평, 광주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파주시 전역
수원시, 의왕시, 오산시, 안양시(안양 5동까지),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화성시(기산동, 안녕동, 병점동, 동탄 등 수원시 인근 지역, 매송면, 비봉면,
봉담읍, 정남면, 향남 신도시)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안성시, 평택시(일부 제외)
의정부시⋅양주시⋅동두천시 전역, 남양주시 청학리 지역, 포천 소홀읍 경계
지역

국립암센터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30km 내외), 서울시(은평구, 강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행신, 성사동, 원당, 파주 운정·교하

일산병원

-병원에서 15km 이내, 30분 이내 지역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안산시 전 지역, 시흥시 일부(거모동), 안양시 일부(석수동)

단원병원

안산시, 시흥시⋅화성시의 일부 지역

명지병원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서울시 은평구⋅수색 지역

보바스기념병원

성남시 전 지역,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광주 일부, 수원 일부

부천성모병원

부천 전 지역, 서울 일부(구로구 일부), 인천 일부(부평구 계양구 일부),
시흥은 부천 인접지역

분당재생병원

성남시⋅수지구 전 지역, 기흥구⋅ 광주시 일부지역

분당차병원

성남 전 지역, 광주와 용인시의 경우 20km이내 일부지역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성남, 용인(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광주 일부(병원 25km 이내)

센트럴병원

시흥시, 인천남동구, 안산 지역

시화병원

안산시, 시흥시, 대부도, 선재도, 영흥도, 인천시 남동구 지역

성빈센트병원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
조합 새안산의원

수원 시내, 오산시, 화성시, 용인시
-병원에서 편도 20km 정도, 경우에 따라 편도 25km 가능(편도 1시간 소요)
안산시 전체
수원시, 의왕시, 군포시, 오산시, 안산시(대부동 제외), 성남시 분당구

아주대학교병원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처인구(삼가동, 유방동, 역북동, 고림동, 남동, 김량장
동, 마평동, 포곡읍, 모현면)
평택시-진위면, 신장동, 독곡동, 지산동, 서정동, 이충동, 장당동

화성시-기산동 안년동, 병점동, 동탄 등 수원시 인근 지역
매송면, 비봉면, 봉담읍, 정남면, 향남 신도시, 남양읍 남양리
안양시-석수동, 박달동, 관양동, 비산동 제외
오산한국병원

오산 전지역, 화성(양감, 정남, 봉담 동탄, 병점), 평택 일부 지역

의정부성모병원

의정부시, 양주시(덕정, 덕계, 옥정), 동두천시, 병원에서 20km 이내 지역

한림대성심병원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기타 편도 20km 이내 일부 지역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일산, 파주 일부 지역

인천 지역 가정간호사업소
병원명

방문지역

가천대길병원

인천 전 지역(강화도, 영종도 포함. 15km이상 지역은 제외)

국제성모병원

인천 전 지역, 김포 전 지역(강화도, 영종도 등 15Km이상 지역은 제외)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인천, 부천 전 지역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 전 지역(영종도, 강화 제외)

인천성모병원

강화도를 제외한 인천 전 지역, 부천, 시흥 일부지역

인천평화의료생협

인천시(부평구,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등 전 지역)

인하대학교병원

인천시 전 지역(병원에서 15km 이상 지역은 제외)

강원 지역 가정간호사업소
병원명

방문지역

강릉아산병원

강릉시, 양양군, 속초시, 동해시, 대관령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원주, 횡성, 편도 40km 이내 지역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춘천시, 가평군, 화천군, 홍천군, 양구군, 편도 30Km 이내 지역만 가능

대전∙충청도 지역 가정간호사업소
병원명
건양대학교병원

방문지역
대전시 전역, 논산시 일부, 금산군 일부, 공주시 일부, 세종 시내, 옥천군 일부,
-병원에서 35km 이내지역

논산하나요양병원

논산, 부여, 공주 전지역. 전북 익산 전지역. 대전 일부

대전보훈병원

대전시 전체, 충북 청주 시내 쪽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대전시 전 지역

송재활의학과

대전(서구), 금산, 논산

청주성모병원

청주시, 증편시, 진천시(옛 청원 일부지역)

청주의료원

청주시, 청원시

충남대학교병원

대전시 전 지역

천안의료원

천안시, 아산시 전 지역

전라북도 지역 가정간호사업소
병원명

방문지역

고창병원

고창군 전 지역

군산의료원

군산 지역

김제우석병원

전북 김제시, 익산시

대자인병원

전주 지역

동군산병원

군산 지역

부안성모병원

부안 지역

엠마오사랑병원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 포함 전 지역.
전북 완주군 용진면, 봉동읍, 화산면, 고산면, 구이면, 상관면

전주효사랑가족요양병원

전주시(덕진구, 완산구 포함한 전 지역), 완주군 전 지역, 익산시 왕궁면

정읍아산병원

정읍 전 지역, 고창군 흥덕면, 성내면

광주∙전라남도 지역 가정간호사업소
병원명

방문지역

강진의료원

강진군 전 지역, 인근 해남읍⋅장흥읍⋅영암읍

광주보훈병원

광주시 전 지역

나주종합병원

나주시 전 지역, 영암, 함평

보성아산병원

보성군 전 지역(벌교 제외한 11개 면)

수완센트럴병원

광주 인근 지역. 담양, 화순, 나주 지역

순천성가롤로병원

순천 전 지역, 여수⋅광양⋅구례 등 일부 지역

영광기독병원

영광군 전 지역, 고창군 일부, 함평 일부 지역

영광종합병원

영광군 전 지역, 고창군 일부, 함평 일부 지역

장성병원

장성군 전 지역, 고창군, 광주시 서구⋅광산구

천주의 성 요한병원

광주시 전 지역

화순성심병원

화순군 전 지역, 광주시

화순고려병원

화순군 전 지역, 광주시

화순중앙병원

화순군 전 지역, 광주시

대구∙경상북도 지역 가정간호사업소
병원명

방문지역

경북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전 지역, 20km이내 주변지역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광역시 전 지역, 칠곡군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전 지역

대구보훈병원

대구광역시 전 지역

대구파티마병원

대구광역시 전 지역

안동의료원

안동시 전 지역

영남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전 지역 방문

부산∙경상남도 지역 가정간호사업소
병원명

방문지역

고신대복음병원

부산시 전 지역

경희의료원중앙병원

김해시 전 지역

동아대병원

부산광역시(기장군, 가덕도 제외)

부산보훈병원

부산시 전 지역(가덕도 제외)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전 지역(기장군, 가덕도 제외)

부산율곡정신의학과의원

부산 전 지역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부산시 전 지역, 김해시, 장유시

삼성창원병원

통합 창원시(5개구: 마산 회원구, 마산 합포구, 성산구, 의창구, 진해구)
-왕복 1시간 이내 지역으로 제한

제주 지역 가정간호사업소
병원명
제주 준의원

방문지역
제주 전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