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치매 무료검진 협약 의료기관

<완산구>
연번 병의원 소재 지 주  소 위치 전화번호 비고

1 장앤김정신건강의학과

● 대상 : 만 60세 이상 전주시민 (이미 치매로 진단을 받으신 분 제외)      ● 검진횟수 : 1년에 1회      ● 주민등록등본 지참하여 방문

경원동 완산구  팔달로 212 오거리  국민은행 맞은편 284-8310

2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삼천동 완산구  능안자구길 80 국립박물관 및 완산고 방면 220-9700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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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동인정신건강의학과 삼천동 완산구  안행3길 10 곰솔나무, 불교대학 뒤 공원 부근  223-7591

4 김임정신건강의학과(예약필수) 서노송동 완산구  팔달로 232 중앙시장 방면 한국투자증권건물 3층 272-7676

5 오영미정신건강의학과의원 서신동 완산구 당산로 106 이마트 맞은편 3층 272-0890

6 윤정흠정신건강의학과의원 서신동 완산구  온고을로 62 박천수정형외과 맞은편 2층 276-1100

7 이한샘신경과의원 서신동 완산구  당산로 108 이마트 맞은편 편안신발 3층 276-8550

8 로뎀힐의원 (목-오전 휴진) 중앙동 완산구 전라감영로 34 보건소 맞은편 231-0688

9
맑은 정신건강의학과
(예약필수/ 수,목-오전 휴진)

중앙동 완산구  충경로 50 객사  맞은편 232-2479

10 전주병원 중화산동 완산구  한두평 3길 13 전주  MBC 부근 220-7213

11
치유숲정신건강의학과의원
(수요일 오후 휴진)

중화산동 완산구 서원로 320
나눔요양병원 앞  
에이스침대 3층

232-8575

12 조광현정신건강의학과의원 평화동 완산구 장승배기로 208 평화사거리 준현정 피부과 2층 237-5050

13 드림솔병원 효자동 완산구  천잠로 507 서곡주공아파트  뒤 250-8020

14 마음의평화정신건강의학과 효자동 완산구  용머리로 57 안행교사거리 전북은행 맞은편 225-7582

15
마음편한정신건강의학과
(목요일 오후 휴진)

효자동 완산구  용머리로 156 서부시장  버스정류장뒤 4층 225-1675

16

17

18

하현주신경과 (수-오후 휴진) 효자동 완산구  용머리로 62 안행교사거리 국민은행 3층 227-7989

효사랑가족요양병원 효자동 완산구  용머리로 77 안행교사거리 711-1

232-7582최윤주신경과(수-오후 휴진) 중화산동 완산구 서원로 350 예수병원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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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연번 병의원 소재 지 주  소 위치 전화번호 비고

1 엘림정신건강의학과 금암동 덕진구  기린대로 358 금암광장 사거리 (팔달로 방향) 태평양 수영장 276-7575

2 최명수정신건강의학과 금암동 덕진구  백제대로 685 연평도해물탕 맞은편 (구)김혜진소아과 256-3300

3 허병원 금암동 덕진구  조경단로 103 사대부고사거리 대학병원 후문 254-5599

4 맘정신건강의학과 덕진동 덕진구  기린대로 481
전북대 구정문 앞
생활체육관 옆 동원빌딩 5층

274-7800

5 배철정신건강의학과 덕진동 덕진구  사평로 38 (구)법원  전북은행 맞은편 277-3332

6 양윤정신경과 덕진동 덕진구 기린대로 479-2 한나 산부인과 옆 농협 옆 건물  273-7255

7
오근영정신건강의학과
(예약필수 / 목-오후 휴진)

송천동 덕진구  송천중앙로 136 2층
신세계정형외과 맞은편
송학아파트 옆

 
285-8000

8 대자인병원 우아동 덕진구  견훤로 390 홈플러스  맞은편 240-2000
감별

9  

10
 

우리정신건강의학과(수-오후휴진) 인후동 덕진구  안덕원로 159 모래내시장, 김수열재활의학과 2층 274-714211

진단유상은정신건강의학과 인후동 덕진구  안덕원로 152 모래내시장 맞은편, 농협 3층 273-001312

전주두사랑신경과의원 인후동 덕진구 백제대로 686 204호 대학병원 맞은편 연평도해물탕 사거리 246-700113  

현대정신건강의학과 진북동 덕진구  기린대로 272 한국은행 근처 기린대로변 254-756114

전주고려병원

다온정신건강의학과 인후동 덕진구  아중로 152 4층 아중리 지하보도, 우체국 건너편 4층 246-4535

15

우아동 덕진구 안덕원로 367 안덕교 입구 240-7300

호성전주병원 호성동 덕진구 동부대로 895 차량등록사업소 맞은편 240-8800 진단
감별

진단
감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