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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제휴 건강진단프로그램



결과상담
Result
Consultation

STEP 03

기업₩제휴 건강진단의 특징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Healthcare System Gangnam Center

예약
Reservation

STEP 01 기업·제휴 전용 특별(Special) SP프로그램 제공

기업별 근무 특수성을 고려한 기업 맞춤 프로그램 제공

기업 전담 간호사 배정

·기업 특성에 맞춘 상담의 편리함 및 전문화

1:1 개별 상담 예약

·기업 지원금액에 따른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 구성

건강진단
Medical
Diagnosis

STEP 02 서울대학교병원 진료과별 교수진의 검사 시행 및 판독

·검진 중 서울대학교병원 진료과별 전문 교수진의 검사 시행 및 판독을

통한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검진 시행

One-stop flow managing system

·검사 대기시간 최소화, 신속하고 정확한 검진

차별화된 정밀 의료장비를 이용한 맞춤 건강진단

·CT, MRI를 센터 내 자체 보유, 건강진단만을 목적으로 사용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검진

추후관리
Follow-up Care

STEP 04

서울대학교병원 전문 교수진의 1:1 결과상담

·서울대학교병원의 전문 교수진이 기업고객의 건진결과를 PREVIEW하여

통합적인 결과상담을 진행, 추후 건강관리 방안 제시

조기알람 시스템

·중증질환 혹은 암이 의심되는 경우, 발견 즉시 조기 알람시스템에 의해

결과상담일 전에 연락, 신속한 진료연계

평생건강관리 시스템

·검진후발견된다양한건강문제에대해강남센터전문교수진의지속적관리

체계적인 진료 연계 시스템

·진료연계가필요한소견에대해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보라매병원

및협력병₩의원의전문의료진에신속히진료받을수있는연계시스템구축

재진 프로그램 구성

·과거 건강진단 결과 및 전문의 추천 항목을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재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

성인 표준 예방접종 및 해외 여행자 예방접종

·강남센터수진고객대상성인표준예방접종및해외여행자예방접종시행

강남센터 교수진의 기업 건강강좌 시행

·기업의 요청에 따라 주제별 전공교수의 기업방문 건강강좌 시행



정밀검사 소개 및 영상

▲ CT 정상소견 관상동맥폐쇄질환

▒ 심혈관 3DCT/칼슘스코어링CT

심장의관상동맥영상을얻는검사방법으로입원하여검사

하는침습적혈관조영술에비하여편안하고안전하게검사

합니다. 얻어진 데이터로 심장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초기

심혈관협착여부를확인하는검사방법입니다.

▒ 대장내시경

내시경카메라를 통해항문, S자결장, 하행결장, 횡행결장,

상행결장등 대장 전체와 소장의 말단 부위까지를 관찰하

는 검사 방법입니다. 직접 대장의 내부를 보면서 검사를

시행하여 대장용종, 대장암 및 염증성 장질환등의 진단에

중요한 검사입니다.

※ 대장용종절제술(치료적시술)은 대장내시경 검사 후 용종의 크기와

형태,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추후에 시행 될 수 있습니다.

대장 용종

▲ MRI 뇌 MRI 뇌혈관 MRA 뇌종양 치매

▒ MRI(자기공명영상) 검사

방사선노출없이자기장과비전리방사선인라디오고주파를

이용해 인체 내부를 자세히 관찰 할 수 있는 최첨단 영상

기법입니다. 주요장기의 초기병변및뇌동맥류등혈관기형,

뇌혈관협착의조기진단에유용한검사입니다.

▲ 대장내시경

건강이숨쉬는곳
서울대학교병원강남센터

We have the ANSWER



남성

기업·제휴건강진단
프로그램안내

프로그램 대상 금액(만원) 검사항목

문진, 의학상담, 신체계측(비만도), 혈압, 안과검사(시력, 안압), 치과진찰, 소화기복부검사

(복부초음파, 위내시경), 심전도, 폐기능검사, 흉부촬영, 혈액검사(요산, 간기능, 빈혈, 신장기능,

전해질, 고지혈증, 당뇨병, 갑상선기능, 헬리코박터균, 전염병검사), 종양표지자(췌장담도계암,

간암, 대장암), 간염검사(B형,C형), 소변검사, 대변(기생충 및 잠혈), 식생활평가, A형간염검사

(49세 이하), 청력검사

•35세 이상 : 안저촬영, 전립선종양표지자(PSA)

SP기본

오후
54

공통

오전
59

프로그램 대상 금액(만원) 검사항목

SP기본 프로그램

운동부하심전도, 심장초음파, 미세단백뇨(미세혈관합병증)

저선량흉부CT, 갑상선초음파

의식하진정(수면)검사, 대장내시경/혈액응고검사

운동부하심전도, 심장초음파, 미세단백뇨(미세혈관합병증), 경동맥초음파

저선량흉부CT, 갑상선초음파, 이비인후내시경, 운동부하심전도, 소변코티닌, 남성호르몬

의식하진정(수면)검사, 대장내시경/혈액응고검사, 복부CT

SP심장건강계획A

SP호흡기건강계획A

SP소화기건강계획A

SP심장건강계획B

SP호흡기건강계획B

SP소화기건강계획B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A

Type

B

Type

90

90

90

120

120

120

프로그램 대상 금액(만원) 검사항목

SP건강계획 프로그램 ▶ SP기본 프로그램 포함

문진, 의학상담, 신체계측(비만도), 혈압, 시력검사, 청력검사, 소화기검사(복부초음파, 위내시경),

흉부촬영, 혈액검사(요산, 간기능, 빈혈, 신장기능, 고지혈증, 당뇨병, 갑상선기능), 소변검사,

대변(기생충 및 잠혈), 종양표지자(간암, 대장암, 췌장담도계암), 심전도

•34세 이하 : 갑상선혈액

•35세 이상 : 전립선종양표지자(PSA)

SP기본순환 공통 검사항목

오후 59

SP기본순환 프로그램

갑상선초음파, 안압, 안저

저선량흉부CT, 운동부하심전도

대장내시경/혈액응고검사

SP기본순환(갑상선)

SP기본순환(심폐)

SP기본순환(소화기)

공통

공통

공통

오전
59

오후
54

오전
59

오후
54

▶건강계획 B Type 및 SP정밀 프로그램 공통추가 : 치과촬영, 비타민D, 영양상담
▶내시경 검사를 수면으로 희망하는 경우 128,000원이 추가됩니다.

공통

공통

공통

공통

162

189

175

142

대장내시경/혈액응고검사, 복부CT/복부지방CT, 이비인후내시경, 저선량흉부CT, 

갑상선초음파, 말초혈액도말검사, 소변코티닌(직₩간접흡연량)

뇌 MRI/MRA, 경동맥초음파, 고지혈증정밀혈액, 미세단백뇨(미세혈관합병증)

심혈관 3DCT/칼슘스코어링CT, 운동부하심전도, 심장초음파, 동맥경화검사, 경동맥초음파,

고지혈증정밀혈액, 미세단백뇨(미세혈관합병증), 인슐린저항성, 영양평가 및 상담

후두내시경, 저선량흉부CT, 운동부하심전도, 경동맥초음파, 골밀도, 엽산, 비타민B12, 아연, 소변

코티닌(직·간접흡연량), 미세단백뇨(미세혈관합병증), 인슐린저항성, 흡연위험도평가및상담

SP주요암정밀

SP뇌정밀

SP심장혈관정밀

SP흡연정밀

프로그램 대상 금액(만원) 검사항목

SP정밀 프로그램 ▶ SP기본 프로그램 포함

2014. 3. 1



운동부하심전도, 심장초음파, 인슐린저항성, 미세단백뇨(미세혈관합병증)

유방초음파, 갑상선초음파

의식하진정(수면)검사, 대장내시경/혈액응고검사, 후두내시경

운동부하심전도, 심장초음파, 인슐린저항성, 미세단백뇨(미세혈관합병증), 경동맥초음파, 동맥경화검사

유방초음파, 갑상선초음파, 인유두종바이러스아형검사, 부인과초음파, 골밀도

의식하진정(수면)검사, 대장내시경/혈액응고검사, 후두내시경, 복부CT

SP심장건강계획A

SP유방갑상선건강계획A

SP소화기건강계획A

SP심장 건강계획B

SP유방갑상선건강계획B

SP소화기건강계획B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A

Type

B

Type

95

95

95

130

130

130

프로그램 대상 금액(만원) 검사항목

SP건강계획 프로그램 ▶ SP기본 프로그램 포함

여성

61

63

56

58

문진, 의학상담, 신체계측(비만도), 혈압, 안과검사(시력, 안압), 치과진찰, 소화기복부검사(복부초

음파, 위내시경), 심전도, 폐기능검사, 흉부촬영, 혈액검사(요산, 간기능, 빈혈, 신장기능, 전해질,

고지혈증, 당뇨병, 갑상선기능, 헬리코박터균, 전염병검사), 종양표지자(난소암, 췌장담도계암,

간암, 대장암), 간염검사(B형,C형), 소변검사, 대변(기생충 및 잠혈), 식생활평가, 청력검사,

부인과진찰및상담, 액상자궁경부암검사, A형간염검사(49세 이하)   

•35세 이상 : 안저촬영, 유방촬영

SP기본

SP기본(오후) 

34이하

35이상

34이하

35이상

프로그램 대상 금액(만원) 검사항목

SP기본 프로그램

공통

공통

공통

공통

212

213

200

152

대장내시경/혈액응고검사, 복부CT/복부지방CT, 이비인후내시경, 저선량흉부CT, 갑상선초음파,

말초혈액도말검사, 유방초음파, 인유두종바이러스아형검사, 부인과초음파, 골밀도

뇌MRI/MRA, 경동맥초음파, 고지혈증정밀혈액, 미세단백뇨(미세혈관합병증), 부인과초음파, 골밀도

심혈관 3DCT/칼슘스코어링CT, 운동부하심전도, 심장초음파, 동맥경화검사, 경동맥초음파, 골밀도,

고지혈증정밀혈액, 미세단백뇨(미세혈관합병증), 영양평가 및 상담, 부인과초음파, 인슐린저항성

유방초음파, 부인과초음파, 인유두종바이러스아형검사, 갑상선초음파, 갑상선정밀혈액,

여성호르몬, 난소기능평가, 골밀도, 골다공증표지자

SP주요암정밀

SP뇌정밀

SP심장혈관정밀

SP여성정밀

프로그램 대상 금액(만원) 검사항목

SP정밀 프로그램 ▶ SP기본 프로그램 포함

▶건강계획 B Type 및 SP정밀 프로그램 공통추가 : 치과촬영, 비타민D, 영양상담
▶내시경 검사를 수면으로 희망하는 경우 128,000원이 추가됩니다.

▶ SP건강계획 프로그램에서 34세 이하 여성은 유방촬영 대신 빈혈정밀 검사 포함
(유방암빈도가낮고치밀유방이많아정확도가낮습니다. 단 가족력이있는 30세 이상여성은추가촬영을권해드립니다.)

문진, 의학상담, 신체계측(비만도), 혈압, 시력검사, 청력검사, 소화기검사(복부초음파, 위내시경),

흉부촬영, 혈액검사(요산, 간기능, 빈혈, 신장기능, 고지혈증, 당뇨병, 갑상선기능), 소변검사, 대변(기생충

및 잠혈), 종양표지자(간암, 대장암, 난소암), 부인과진찰 및 상담, 액상자궁경부암검사, 심전도

•34세 이하 : 빈혈검사 •35세 이상 : 유방촬영

SP기본순환 공통 검사항목

프로그램 검사항목

SP기본순환 프로그램

오후 63

유방초음파

갑상선초음파, 갑상선혈액, 안압, 안저

부인과초음파

대장내시경/혈액응고검사, 췌장암지표검사

SP기본순환(유방)

SP기본순환(갑상선)

SP기본순환(부인과)

SP기본순환(소화기)

공통

공통

공통

공통

오전
63

오후
58

오전
63

오전
63

오후
58

오후
58

대상 금액(만원)



파트너스프리미어CEO

•맞춤 건강검진 후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전담주치의와 전담헬스매니저(간호사)가 지정되며 24시간/365일 건강문제에 관한 지속적인 상담 및 진료 제공

•해외여행시 의료지원 서비스, 하버드의대 최신 건강정보 제공 및 연계

•강남센터 질병예방클리닉 진료, 건강강좌 초청, 헬스커뮤니티 운영

•상담전화 : 02-2112-5700

검진비용포함 1900만원 (1년) 검진비용별도본인부담 1400만원 (1년)

프리미엄 프로그램

▶목, 허리, 무릎, 통증 등 근골격계 증상, 치매 관련 증상 관련하여 예진 상담 후 검사추가 가능합니다.

•SP기본 + 예진, 프리미엄의학상담, 근거리시력, 치과촬영, 운동처방, 영양평가 및 상담

•혈액(말초혈액도말, 류마티스인자, 알레르기, 혈액응고, 혈청펩시노겐, 고지혈증정밀혈액, 인슐린저항성), 

소변암세포, 소변코티닌, 미세단백뇨(미세혈관합병증)

•심장혈관계(심혈관3DCT/칼슘스코어링CT, 운동부하심전도, 심장초음파, 동맥경화검사, 경동맥초음파)

•근골격계(골밀도, 흉요추촬영, 비타민D) 

•호흡기계(저선량흉부CT, 천식검사, 이비인후내시경)

•소화기계(복부CT/복부지방CT, 수면위내시경, 수면대장내시경/혈액응고) 

•뇌 MRI/MRA, 갑상선초음파

▶ 남성 프리미엄 - 남성호르몬, 전립선초음파(49세 이하는 희망시)

▶ 여성 프리미엄 - 부인과초음파, 유방초음파, 여성호르몬, 골다공증표지자, 난소기능평가, 

인유두종바이러스아형검사, 갑상선정밀혈액

남성 프리미엄

금액 456만원

여성 프리미엄

금액 487만원

전체 프로그램 안내사항

•전립선증상점수표(남), 정신건강관련 설문은 모든 검진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어 있으며 문진표를 작성 하시는 경우에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방사선 조사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은 비급여 대상입니다.

•내시경 검사를 수면으로 희망하는 경우 128,000원이 추가됩니다.



차별화된개별맞춤형프로그램을

서울대학교병원헬스케어시스템강남센터에서경험하십시오

예약문의 02-2112-5500 

특화프로그램

부정맥 407,000 정밀상담, 심장초음파, 운동부하심전도, 24시간 심전도검사(또는 이벤트심전도)

전립선 385,000
전립선초음파, 남성호르몬검사, 전립선증상점수표, 성기능평가, 요류측정술, 

초음파잔뇨량측정, 운동부하심전도

알레르기 543,000 정밀상담, 부비동촬영, 이비인후내시경, 천식검사, 알레르기혈액(40종), 알레르기피부반응(55종)

정밀상담, 신장정밀CT, 미세단백뇨(미세혈관합병증)검사, 24시간 소변검사(전해질, 칼슘, 

신장(콩팥) 498,000 요산, 수산, 인, 단백뇨, 크레아티닌, 신장기능, 구연산, 미세단백뇨, 마그네슘), 소변암세포검사, 

혈뇨검사, 소변검사, 신장정밀혈액

치매예방 1,670,000 정밀상담, 예진, 뇌MRI/MRA+대뇌해마MRI, 치매예방검사, 치매위험인자혈액

여성호르몬 105,000 여성호르몬 4종(LH, FSH, E2, 난소기능평가)

1,020,000 정밀상담, 경추·요추MRI, 경추 전·측면 촬영, 흉요추 전·측면 촬영

827,000 정밀상담, 경추MRI, 경추정밀 촬영

844,000 정밀상담, 요추MRI, 요추정밀 촬영

851,000 정밀상담, 무릎(편측)MRI, 무릎정밀 촬영

508,000 부인과초음파, 철결핍성빈혈, 유방초음파, 풍진(IgG, IgM), 수두, 치과촬영

48,000 남성호르몬, 치과촬영

383,000
비만정밀상담, 영양평가 및 비만영양상담, 체력측정 및 비만운동상담, 복부지방CT, 허리둘레,

전신체성분분석, 인슐린저항성, 당뇨병검사, 고지혈증검사, 혈압, 몸무게 측정

259,000 금연정밀상담, 소변코티닌(직₩간접흡연량), 흡연관련위험도평가(설문), 저선량흉부CT, 후두내시경

467,000 정밀상담(영양제₩건강기능식품 처방), 체성분분석, 혈액(빈혈, 간기능, 신장기능, 요산, 당뇨, 

(50세 이상 여성 고지혈증, 비타민A, B6, B12, C, D, E(토코페롤), 마그네슘, 아연, 엽산, 혈중 저장철),

547,000) 맞춤영양 정밀평가 *50세 이상(여) : 골다공증표지자, 골밀도

78,000
정밀상담, 정밀영양상담, 몸무게 측정, 24시간 소변검사(전해질, 칼슘, 인, 단백뇨, 크레아티닌,

신장기능, 마그네슘, 요소질소, 미세단백뇨), 소변검사(크레아티닌, 염분)

유학서류예진 의학상담, 혈액(콜레스테롤, 총단백, 알부민, 간기능, 전해질), 유행성이하선염, 

유학생 472,000 간염검사(A형, B형, C형), 홍역, 풍진, 수두, 잠복결핵검사, 결핵피부반응검사, 소변, 대변, 

유학(비자)의학상담 및 소견, 흉부촬영 영상자료복사 (필요시 검사 항목은조정될수 있습니다)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항목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방접종 상담후결정 A형간염, B형간염, 계절형독감, 폐렴구균, 수두, 풍진,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자궁경부암, 성인용뇌수막염, 대상포진, 장티푸스

근골격

예비
부부

생활
습관

경요추

경추

요추

무릎

여

남

비만

금연

비타민
(영양)

염분
섭취량

종류 금액 (원) 검 사항목

▶병실 등급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됩니다.

•주치의 예진을 통한 개별화된 최적화 프로그램 구성

•증상에 따른 전문 진료과 의료진 상담

•건강검진 전 철저한 사전 준비(대장내시경 전처치, 금식)

•VIP룸 사용 및 1:1 VIP 코디네이터(간호사) 케어

•전용 리무진

•퇴원 전 전문진료과 특진교수의 원스톱 건강검진 결과상담

•특진교수의 신속한 협진과 상담

•발견된 문제의 즉각적 해결

※1박2일 제공사항 포함

1박2일 (350 ~ 670만원) 2박3일 (560 ~ 960만원)

숙박건강검진
프로그램

창경궁이 내려다 보이는 쾌적한 서울대학교병원 최고급 특실에 숙박하면서 주치의

와코디네이터의집중케어를받으며정밀한건강검진을진행하는프로그램입니다.



http://healthcare.snuh.org 

기업 협약문의

•협약문의시간평일 오전 8시~오후 5시 30분

•전화문의 Tel. 02-2112-5625   Fax. 02-2112-5554

• E-mail gangnam@snuh.org

상담 및 예약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 전문 Health Planner와 상담 하십시오.

•방문예약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 38층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

•전화예약 Tel. 02-2112-5500   Fax.02-2112-5554

평일오전 8시~오후 5시 / 토요일 오전 8시~12시

•인터넷예약 인터넷검색창에 서울대학교병원강남센터 입력홈페이지바로가기

결과 상담 (39층)

•건강진단 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진과 결과 상담

(방문,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건강진단 결과 확인가능)

•유소견시 해당분야 전문 교수진과 추가 상담

•결과상담 문의 Tel. 02-2112-5601   Fax. 02-2112-5590 

오시는 길

•지하철 지하철 2호선역삼역 2번출구방향강남파이낸스센터(구스타타워)

지하 아케이드(지하2층) 연결통로 이용

•주차 지하 2, 3층 고객전용 주차장 이용(주차권 제공)

주차장에서 1층까지 엘리베이터 이용후

1층에서 38~42층용 고속엘리베이터로 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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