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건강검진�프로그램과�더불어�추천검사,�특화 검사 및 선택 

검사로�구성되어�있습니다.

•�필수검사를�누락하지�않으면서�개개인의�특성에�맞는�폭넓은�

선택이�가능합니다.

•�먼저�주요�건강검진�프로그램�중�하나를�선택하신�후�추천검사,�

특화검사�또는�선택검사를�추가하는�방식으로�맞춤�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 주요 건강검진 프로그램 중 기존 건강 위험 요인 및 질병, 성별, 

연령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 기본 프로그램을 선택하신 분은 추천 검사 항목 중 본인에게 맞는 

검사를 추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재진의 경우, 전년도 유소견을 중심으로 주치의와 상의된 검사를 

추가하여 프로그램 구성을 상담해 드립니다.

• 특화검사는 가족력이나 병력 등 개인별 위험요인에 따라 특별히 

더 자세히 보고 싶은 심뇌혈관계 및 척추 등에 대한 정밀 추가 검사 

프로그램입니다.

•�선택검사는 위 검사들 이외에도, 특정 질병에 대한 개개의 추가 

가능한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스스로 선택하시기 어려울 때는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개인에 맞춘 프로그램 구성을 도와드립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별관 지하 2층 건강증진센터

( 03080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

평 일  오전 8 : 00 ~ 오후 5 : 00

(방문상담은 오후 4 :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는 예약제로 운영되며,

직접 방문 하시거나 전화를 하시면 상담 후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으로 권해드립니다.



   주요 건강검진 프로그램 │ 여성  ✽�비용�단위�:�만원

구분 연�령
비용
(오후)

검���������사���������항��������목

기본

35세�미만
필수 72

(65)

신체계측,�비만도,�체지방,�혈압측정,�안과검사(시력,�안압검사),�혈액검사(일반혈액,�간기능,�신장기능,�고지혈증,�당뇨,�갑상선기능,�
에이즈/매독검사),�암표지자검사(간암,�대장암,�췌장암,�난소암),�인슐린저항성�측정,�A·B·C형�간염검사,�소변·대변검사,�
흉부촬영,�심전도,�폐기능검사,�복부초음파,�위내시경,�부인과�진찰�및�상담,�액상자궁경부암�검사,�건강진단�의학상담

추천검사 유방초음파(21.2)

35세~49세
필수 75

(70)
35세�미만의�필수�+�안저검사,�유방촬영

추천검사 갑상선초음파(19.4),�부인과초음파(17.5),�골밀도검사(6.5)

50세�이상
필수 82

(76)
35세�미만의�필수�+�안저검사,�유방촬영,�골밀도검사,�비타민D�혈액검사(A형�간염검사�제외)�

추천검사 대장내시경(25),�갑상선초음파(19.4),�부인과초음파(17.5)

재진

35세�미만 64
신체계측,�비만도,�체지방,�혈압측정,�안과검사(시력,�안압검사),�혈액검사(일반혈액,�간기능,�신장기능
고지혈증,�당뇨,�갑상선기능,�에이즈검사),�암표지자검사(간암,�대장암,�췌장암,�난소암),�인슐린저항성�측정,�소변·대변검사,�
흉부촬영,�심전도,�복부초음파,�위내시경,�부인과�진찰�및�상담,�액상자궁경부암�검사,�건강진단�의학상담

35세~49세 68 35세�미만의�재진�+�안저검사,�유방촬영

50세�이상 76 35세�미만의�재진�+�안저검사,�유방촬영,�골밀도,�비타민D�혈액검사,�폐기능검사

암정밀 245
50세�이상의�필수�+�의사�진찰�및�상담,�청력검사,�디지털�유방단층촬영(유방촬영�제외),�말초혈액도말검사,�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A형�간염검사,�갑상선초음파,�부인과초음파,�유방초음파,�대장내시경,�저선량�흉부CT,�복부CT,�
복부지방CT,�영양평가�및�상담

심장뇌정밀 254 50세�이상의�필수�+�의사�진찰�및�상담,�청력검사,�A형�간염검사,�미세단백뇨,�경동맥�초음파,�삼차원�심장�혈관CT,�뇌�MRI/MRA

프리미엄 459
암정밀일반�+�미세단백뇨,�혈액형검사,�노화�및�심뇌혈관�질환�혈액검사,�알레르기�혈액�검사,�경동맥�초음파,
삼차원�심장�혈관CT,�뇌�MRI/MRA,�운동평가�및�처방,�프리미엄�건강진단�의학상담

  주요 건강검진 프로그램 │ 남성  ✽�비용�단위�:�만원

구분 연�령
비용
(오후)

검���������사���������항��������목

기본

35세�미만 필수 65
(58.5)

신체계측,�비만도,�체지방,�혈압측정,�안과검사(시력,�안압검사),�혈액검사(일반혈액,�간기능,�신장기능
고지혈증,�당뇨,�갑상선기능,�에이즈/매독검사),�암표지자검사(간암,�대장암,�췌장암),�인슐린저항성�측정,�A·B·C형�간염검사,�
소변·대변검사,�흉부촬영,�심전도,�폐기능검사,�복부초음파,�위내시경,�건강진단�의학상담

35세~49세
필수 68

(61.2)
35세�미만의�필수�+�안저검사,�전립선�암표지자검사

추천검사 갑상선초음파(19.4)

50세�이상
필수 69

(62.1)
35세�미만의�필수�+�안저검사,�전립선암표지자검사,�비타민D�혈액검사(A형�간염검사�제외),�남성호르몬�

추천검사 골밀도검사(6.5),�갑상선초음파(19.4),�대장내시경(25)

재진

35세�미만 55
신체계측,�비만도,�체지방,�혈압측정,�안과검사(시력,�안압검사),�혈액검사(일반혈액,�간기능,�신장기능,
고지혈증,�당뇨,�갑상선기능,�에이즈검사),�암표지자검사(간암,�대장암,�췌장암),�인슐린저항성�측정,�소변·대변검사,�흉부촬영,�
심전도,�복부초음파,�위내시경,�건강진단�의학상담

35세~49세 58 35세�미만의�재진�+�안저검사,�전립선암표지자검사

50세�이상 63 35세�미만의�재진�+�안저검사,�전립선암표지자검사,�비타민D�혈액검사,�폐기능검사,�남성�호르몬

암정밀 186
50세�이상의�필수�+�의사�진찰�및�상담,�청력검사,�말초혈액도말검사,�A형�간염검사,�골밀도검사,�갑상선초음파,�대장내시경,�
저선량�흉부CT,�복부CT,�복부지방CT,�영양평가�및�상담

심장뇌정밀 239 50세�이상의�필수�+�의사�진찰�및�상담,�청력검사,�A형�간염검사,�미세단백뇨,�경동맥�초음파,�삼차원�심장�혈관CT,�뇌�MRI/MRA

프리미엄 419
암정밀일반�+�미세단백뇨,�혈액형검사,�노화�및�심뇌혈관�질환�혈액검사,�알레르기�혈액�검사,�경동맥�초음파,�
전립선�초음파,�삼차원�심장�혈관CT,�뇌�MRI/MRA,�운동평가�및�처방,�프리미엄�건강진단�의학상담

건강검진�프로그램안내
※�재진�프로그램은�기본검진을�받은�지�2년�이내인�고객만�선택�가능합니다.

※�프리미엄�이외에는�진정(수면)내시경�검사�시�145,000원이�추가됩니다.2022.�4.�1.

  특 화 검 사

프로그램 비용 검사항목 설�����명

뇌�특화 105 뇌�MRI/MRA 뇌�및�뇌혈관과�경동맥혈관에�대한�검사

심장�특화 42 삼차원�심장�혈관CT
협심증�및�심근경색증의�원인이�되는�심장혈관의�협착�및�석회화�

정도를�보는�검사

척추�특화
경추 76.7 경추�전/측면�촬영,�경추�MRI

추간판�탈출증(디스크),�척추�협착증�등을�파악하는�척추�관련�정밀�검사
요추 76.7 요천추�전/측면�촬영�요추�MRI

전신�암�특화 151 전신�PET-CT
신체의�포도당�대사�기능�상태를�통해�전신의�암의�발생이나�재발�또는�

기존�암의�전이유무를�조기에�발견하는�목적으로�시행되는�검사

비만특화 48
복부지방CT,�전신�체성분�분석,�비만정밀상담,�
체력측정�및�운동상담,�연속혈당측정

비만의�치료와�추적관리를�위해�필요한�정밀검사

*재료비�변동에�따라�비용변경�가능

금연특화 23.2 저선량�흉부CT,�코티닌,�소변암세포검사 흡연력,�니코틴의존도평가를�통한�금연치료와�관리를�위한�검사�

치매특화

120
뇌MRI/MRA�+�경동맥MRA�+�대뇌해마�부피측정,�
인지기능검사(4종)

건강노화�관리를�위한�인지기능과�치매�조기발견을�위한�정밀검사

74.7 뇌�양전자�방출�단층�촬영
인지장애�및�인지장애가�의심되는�경우�알츠하이머병을�조기발견하기�

위한�검사�*약제비�변동에�따라�비용변경�가능

유해중금속특화 13.4 혈중�납/수은,�요중�카드뮴/비소/크레아티닌
유해중금속(납/수은/카드뮴/비소)의�노출�정도를�평가하여

질병을�예방하기�위한�검사

알레르기�특화(혈액) 16 알레르기�혈청검사(흡입성,�식품성�등) 알레르기�원인�물질을�파악하기�위한�유발�물질에�대한�검사

  선 택 검 사     

프�로�그�램 비�용 검�사�항�목 설�����명

폐암�검사 19.1 저선량�흉부CT 기존�CT와�동등한�정밀도를�유지하면서�방사선조사량을�대폭�줄인�폐암검사

갑상선암�검사 19.4 갑상선�초음파 갑상선�결절�및�갑상선암�검사

대장암�검사 25 대장내시경 전�대장을�살펴볼�수�있는�검사로�대장암에�대한�가장�정확한�검사

복부�주요�장기�암�검사 33 복부CT 간,�담낭,�신장,�부신,�췌장�등�복부내�주요�장기�암의�정밀검사,복부�지방CT�포함

복부�비만�검사 10.3 복부지방CT 성인병의�원인이�되는�복부지방의�양을�정확히�파악하는�검사

경동맥�혈관검사
17.5 경동맥�초음파 뇌졸중의�위험과�연관된�경동맥의�내막두께�및�동맥경화도를�파악하는�검사

30.2 경동맥�도플러�초음파 기존�경동맥�초음파에�뇌로�혈액을�공급하는�경동맥의�혈류상태를�추가로�하는�검사

전신�체성분�검사 10 전신�체성분�분석 전신의�근육량�및�체지방량을�정확히�분석하는�검사

골다공증�검사 6.5 골밀도�검사 요추�및�대퇴골�분석을�통해�뼈의�튼튼함�정도를�정밀하게�보는�검사

전립선암�검사 19.7 전립선�초음파 전립선�비대증�및�전립선암�검사

부인과�암�검사

17.5 부인과�초음파� 난소암,�자궁근종,�난소낭종,�자궁내막�병변�등�골반�내�장기의�종양성�병변을�발견하기�위한�검사

8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자궁경부암의�원인이�되는�인유두종�바이러스에�대한�검사로,�바이러스�감염여부뿐만�아니라
자궁경부암의�위험도를�높이는�바이러스의�종류를�구분하는�검사

유방암�검사 21.2 유방초음파 유방결절�및�유방암�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