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보건소 명이비인후과의원 041-555-7005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4로 16, (청당동) 3층 301,302

2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보건소 병천의원 041-564-106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755 병천의원

3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보건소 천안다나힐병원 041-562-70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3길 5, (신부동) 천안다나힐병원

4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보건소 바른가정의학과의원 041-569-2228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118, (사직동) 2,3층

5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보건소 서울더블유내과의원 041-415-0053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충절로 935-5, 2,3층

6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보건소 삼성튼튼소아청소년과의원 041-571-793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318, (성정동) 5층

7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보건소 예소담의원 041-564-758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4로 53, (불당동) 2층

8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보건소 직산가정의학과의원 041-583-85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31, 2층

9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보건소 바로나마취통증의학과의원 041-582-858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9, (성정동) 단국성정빌딩 7층 701호

10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보건소 김용현내과의원 041-581-036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2길 45-8 성환읍 성환리 274-15번지 2층

11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보건소 스위트소아청소년과의원 041-577-551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132, (쌍용동) 4층

12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보건소 원내과의원 041-573-663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79, (쌍용동)

13 충청남도공주시보건소 성모소아청소년과의원 041-852-7233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203, (산성동, 중앙약국) 3층

14 충청남도공주시보건소 엔젤소아청소년과의원 041-840-1004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1로 124, (신관동)

15 충청남도보령시보건소 중앙유병원 041-936-2222 충청남도 보령시 지장골길 69-0, (죽정동)

16 충청남도보령시보건소 보령아산병원 041-930-5114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136, (죽정동)

17 충청남도아산시보건소 바른내과의원 041-549-7738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20, JS펠리스 2.3층

18 충청남도아산시보건소 아산메디의원 041-548-1175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82

19 충청남도아산시보건소 아산제일내과의원 041-548-8777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5, 4층

20 충청남도아산시보건소 푸른정형외과의원 041-545-1000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 14, (온천동) 1,2,3층

21 충청남도아산시보건소 신세계의원 041-534-6939 충청남도 아산시 온궁로 33, (온천동) 3층

22 충청남도아산시보건소 한사랑가정의학과의원 041-531-7581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124 180-1

23 충청남도서산시보건소 최석주내과의원 041-669-1879 충청남도 서산시 안견로 216, (동문동) 2층

24 충청남도서산시보건소 한마음산부인과의원 041-667-8900 충청남도 서산시 율지4로 5, (동문동)

25 충청남도서산시보건소 하나이비인후과의원 041-669-1411 충청남도 서산시 안견로 180, (동문동)

26 충청남도논산시보건소 고려병원 041-732-3489 충청남도 논산시 해월로 151, (반월동)

27 충청남도논산시보건소 논산하나요양병원 041-980-8812 충청남도 논산시 생뫼길 20, (강산동)

28 충청남도계룡시보건소 김광석외과의원 042-841-4411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 14 엄사리 283-2

29 충청남도당진시보건소 푸른내과의원 041-352-3330 충청남도 당진시 계성3길 6 2층 푸른내과 (읍내동)

30 충청남도당진시보건소 당진성모병원 041-351-0200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중앙1로 43, (읍내동)

31 충청남도당진시보건소 한사랑의원 041-363-7558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거산3거리길 10 2층 한사랑의원

32 충청남도부여군보건소 성요셉연합의원 041-835-7582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78, 지하1층~지상3층

33 충청남도서천군보건소 위앤장서천내과의원 041-953-2353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96, (신협빌딩) 2층

34 충청남도홍성군보건소 이상석내과의원 041-406-757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150번길 10, 센트럴 뉴 스퀘어 205,206호

35 충청남도홍성군보건소 홍내과의원 041-631-3375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성천길 204 홍내과의원

36 충청남도예산군보건소 예산종합병원 041-330-410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94

37 충청남도태안군보건의료원 반도정형외과의원 041-674-1122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33, (한국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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