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문예약	 •  �건국대학교병원 지하 1층 헬스케어센터 / 평일 오전 8시 ~ 오후 4시

▒ 전화예약	 • � �Tel : 02) 2030-5700 / Fax : 02) 2030-5709�
평일 오전 7시 30분 ~ 오후 5시 30분 / 토요일 오전 8시 ~ 12시

▒ 인터넷 예약	 • � www.kuh.ac.kr/hcenter 

▒ 프로그램 제공
•  ��법인 건강검진은 건국대학교병원 헬스케어센터와 협의된 기업에 한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

건강검진 항목과 서비스는 법인 요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 구성
• � 근무여건 및 개인별 가족력, 병력, 생활 습관에 따라 맞춤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됩니다.

▒ 계약 상담	 • � Tel : 02) 2030-5736 / Fax : 02) 2030-5709

▒ 이메일 문의	 • � �20090614@kuh.ac.kr �
기업명, 담당자명, 휴대전화, 상담내용 등을 남겨주시면 법인검진 담당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 건강검진 후 유소견 발견 시 신속한 외래진료를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병원 헬스케어센터 프로그램
개인 프로그램 상담 및 예약

법인 프로그램 상담 및 예약

One-stop system 운영

헬스케어 프로그램

건대입구역

이용 절차

오시는 길

상담 및 예약

건국대학교병원은 대한민국에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가장 좋은 병원입니다.
05030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1 (화양동)
• �지하철 : 2, 7호선 건대입구역 3번 출구
• �주 차 : 지상 1층, 지하 2층~4층 (당일 영수증으로 8시간 주차 이용 가능)

ㅣ방 문 예 약ㅣ 건국대학교병원 지하 1층 헬스케어센터 / 평일 오전 8시 ~ 오후 4시 
ㅣ전 화 예 약ㅣ �Tel : 02)2030-5700 / Fax : 02)2030-5709�

평일 오전 7시 30분 ~ 오후 5시 30분 / 토요일 오전 8시 ~ 12시 
ㅣ인 터 넷 예 약ㅣ www.kuh.ac.kr/hcenter 
ㅣ법인단체협약ㅣ Tel : 02)2030-5736 / Fax : 02)2030-5709
ㅣ결과상담문의ㅣ Tel : 02)2030-5700(서비스 코드 3번) 평일 오전 7시 30분 ~ 오후 4시 30분

건강검진예약
(방문, 전화, 인터넷)

검사 안내지 및 	
준비물품 	
택배수령

예약 해피콜
검진 1주 전�

예약확인전화
검진 1일 전 SMS�

(문자서비스)

건강검진실시
건강검진 	
결과상담

(방문, 전화, 우편, �
인터넷 결과 조회)

HEALTH
CARE 
PROGRAM

고객 여러분의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위해 

건국대학교병원 헬스케어센터는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음성데이터(QR코드)를
별도 제공합니다.



▒  종합 헬스케어 프로그램
구분 비용 남성 검사

49이하 55
신체계측, 체성분분석, 혈압, 안과(안압, 안저, 시력), 청력, 폐기능, 흉부촬영, 심전도, 혈액
검사(일반혈액, 빈혈, 간기능, 신장기능, 전해질, 고지혈증, 당뇨, 갑상선기능, 요산, 류마
티스인자, 매독, 에이즈), 종양표지자 (간암, 대장암, 췌담도암, 전립선암), 간염(A형, B형, �
C형), 소변, 대변(잠혈), 상복부초음파, 위내시경
50세이상 : 골밀도

50이상 58

구분 비용 여성 검사

34이하 57 신체계측, 체성분분석, 혈압, 안과(안압, 안저, 시력), 청력, 폐기능, 흉부촬영, 심전도, 혈액�
검사(일반혈액, 빈혈, 철결핍성빈혈, 간기능, 신장기능, 전해질, 고지혈증, 당뇨, 갑상선�
기능, 요산, 류마티스인자, 매독, 에이즈), 종양표지자(간암, 대장암, 췌담도암, 난소암), �
간염(A형, B형, C형), 소변, 대변(잠혈), 액상자궁경부세포진, 상복부초음파, 위내시경
35~49세 : 유방촬영 / 50세이상 : 유방촬영, 골밀도

35~49 59

50 이상 62

�34세 이하 여성은 유방암 발생빈도가 낮고 치밀 유방이 많아 유방촬영 검사의 정확도가 낮습니다. �
단,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권해 드립니다.

▒  정밀 헬스케어 프로그램
구분 비용 남성 검사

49이하 148 종합헬스케어+대장내시경, 갑상선초음파, 심장초음파, 전립선초음파, 저선량흉부CT, 동맥
경화도, 위암예측인자, 헬리코박터항체, 알코올표지자, C반응성단백, 알레르기혈액검사, 
혈액응고, 비타민D, 식생활평가& 영양상담, 골밀도
50세이상 : 관상동맥CT50이상 178

구분 비용 여성 검사

49이하 164 종합헬스케어+대장내시경, 갑상선초음파, 심장초음파, 유방초음파, 부인과초음파, 유방촬
영(35세이상), 인유두종바이러스, 동맥경화도, 위암예측인자, 헬리코박터항체, 알코올표지자, 
C반응성단백, 알레르기혈액검사, 혈액응고, 비타민D, 식생활평가&영양상담, 골밀도 
50세이상 : 관상동맥CT50이상 194

▒  스타암 정밀 헬스케어 프로그램
구분 비용 남성 검사

전연령 150
종합헬스케어+대장내시경, 복부다이나믹CT, 저선량흉부CT, 갑상선초음파, 전립선초음파, 
위암예측인자, 헬리코박터항체, 알코올표지자, 혈액응고, 비타민D, 객담암세포진, 소변암
세포진, 골밀도

구분 비용 여성 검사

전연령 174
종합헬스케어+대장내시경, 복부다이나믹CT, 저선량흉부CT, 갑상선초음파, 유방초음파, �
유방촬영(35세이상), 부인과초음파, 인유두종바이러스, 위암예측인자, 헬리코박터항체, �
알코올표지자, 혈액응고, 비타민D, 객담암세포진, 소변암세포진, 골밀도

▒  프리미엄 헬스케어 프로그램
구분 비용 남성 검사

프리미엄 238

종합헬스케어+
• �혈액(말초혈액도말, 혈액응고, 인슐린유사성장인자, 철결핍성빈혈, 위암예측인자, �
헬리코박터항체, 알코올표지자, C반응성단백, 호모시스테인), 객담암세포진, 소변암�
세포진, 총단백/크레아티닌, 미세알부민/크레아티닌, 갑상선초음파, 바이오피드백, �
식생활평가 & 영양상담 

• �소화기계(복부CT, 대장내시경)
• ��심혈관계(심장정밀혈액검사, 동맥경화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CT) 
• �호흡기계(저선량흉부CT, 알레르기혈액검사) 
• �근골격계(골밀도, 비타민D)  • �전립선초음파, 남성호르몬

프리미엄 뇌 340 프리미엄+뇌MRI/뇌혈관MRA, 경동맥초음파

프리미엄 척추 350 프리미엄+경추 MRI, 요추 MRI

구분 비용 여성 검사

프리미엄 266

종합헬스케어+
• �혈액(말초혈액도말, 혈액응고, 인슐린유사성장인자, 위암예측인자, 헬리코박터항체, �
알코올표지자, C반응성단백, 호모시스테인), 객담암세포진, 소변암세포진, 총단백/크레
아티닌, 미세알부민/크레아티닌, 갑상선초음파, 바이오피드백, 식생활평가 & 영양상담 

• �소화기계(복부CT, 대장내시경)  
• �심혈관계(심장정밀혈액검사, 동맥경화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CT)  
• ��호흡기계(저선량흉부CT, 알레르기혈액검사)  
• ��근골격계(골밀도, 비타민D)  
• �유방초음파, 부인과초음파, 인유두종바이러스, 여성호르몬

프리미엄 뇌 368 프리미엄+뇌MRI/뇌혈관MRA, 경동맥초음파

프리미엄 척추 378 프리미엄+경추 MRI, 요추 MRI

▒  플래티넘 헬스케어 프로그램
비용 남성 검사

572

종합헬스케어+
• �혈액(말초혈액도말, 혈액응고, 인슐린유사성장인자, 위암예측인자, 헬리코박터항체, 알코올표지자, �
C반응성단백, 호모시스테인), 객담암세포진, 소변암세포진, 총단백/크레아티닌, 미세알부민/크레아�
티닌, 갑상선초음파, 바이오피드백, 식생활평가 & 영양상담  • �소화기계(복부CT, 대장내시경)  

• �뇌+심혈관계(뇌MRI/뇌혈관MRA, 관상동맥CT, 경동맥초음파, 심장초음파, 심장정밀혈액검사, 동맥경화도)  
• �호흡기계(저선량흉부CT, 알레르기혈액검사)  • �근골격계(요추MRI, 경추MRI, 골밀도, 비타민D)  
• �뇌+전신(두개골기저~대퇴부)PET-CT  • �전립선초음파, 남성호르몬

비용 여성 검사

600

종합헬스케어+
• ��혈액(말초혈액도말, 혈액응고, 인슐린유사성장인자, 위암예측인자, 헬리코박터항체, 알코올표지자, �
C반응성단백, 호모시스테인), 객담암세포진, 소변암세포진, 총단백/크레아티닌, 미세알부민/크레아티닌, 
갑상선초음파, 바이오피드백, 식생활평가 & 영양상담  • �소화기계(복부CT, 대장내시경)  

• ��뇌+심혈관계(뇌MRI/뇌혈관MRA, 관상동맥CT, 경동맥초음파, 심장초음파, 심장정밀혈액검사, 동맥경화도) 
• ��호흡기계(저선량흉부CT, 알레르기혈액검사)  • ��근골격계(요추MRI, 경추MRI, 골밀도, 비타민D)  
• �뇌+전신(두개골기저~대퇴부)PET-CT  • �유방초음파, 부인과초음파, 인유두종바이러스, 여성호르몬

불필요하게 과도한 방사선 조사(調査)는 인체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대상 비용 남성 검사

뇌 전연령 164 종합헬스케어+뇌MRI/뇌혈관MRA, 경동맥초음파, 호모시스테인, C반응성
단백, 동맥경화도

심장
49이하 108 종합헬스케어+경동맥초음파, 심장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동맥경화도, 심장

정밀혈액검사, 호모시스테인, C반응성단백
50세이상: 관상동맥CT50이상 144

호흡기 전연령 82 종합헬스케어+저선량흉부CT, 동맥경화도, 알레르기혈액검사, 객담암세포
진, 비타민D

소화기 전연령 124 종합헬스케어+대장내시경, 복부다이나믹CT, 요소호기, 위암예측인자, 헬리
코박터항체, 알코올표지자, 췌장효소, 혈액응고, 비타민D

당뇨  
대사증후군

49이하 129 종합헬스케어+경동맥초음파, 갑상선초음파, 심장초음파, 동맥경화도, 당뇨�
정밀혈액검사, 인슐린유사성장인자, 비타민D, 총단백/크레아티닌, 미세�
알부민/크레아티닌, 식생활평가 & 영양상담
50세이상: 관상동맥CT50이상 165

남성 전연령 104 종합헬스케어+갑상선초음파, 전립선초음파, 저선량흉부CT, 운동부하검사, 
남성호르몬

예비부부 전연령 57 종합헬스케어+남성호르몬

청소년 13~19 32
신체계측, 체성분분석, 혈압, 안과(안압, 안저, 시력), 청력, 폐기능, 흉부촬영, �
심전도, 혈액검사(빈혈, 간기능, 신장기능, 전해질, 고지혈증, 당뇨, 갑상선�
기능, 요산), 간염(A형, B형, C형), 인슐린유사성장인자, 소변, 대변(잠혈), �
바이오피드백

프로그램 대상 비용 여성 검사

뇌 전연령 168 종합헬스케어+뇌MRI/뇌혈관MRA, 경동맥초음파, 호모시스테인, C반응성
단백, 동맥경화도

심장
49이하 112 종합헬스케어+경동맥초음파, 심장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동맥경화도, 심장

정밀혈액검사, 호모시스테인, C반응성단백
50세이상: 관상동맥CT50이상 148

호흡기 전연령 86 종합헬스케어+저선량흉부CT, 동맥경화도, 알레르기혈액검사, 객담암세포
진, 비타민D

소화기 전연령 128 종합헬스케어+대장내시경, 복부다이나믹CT, 요소호기, 위암예측인자, 헬리
코박터항체, 알코올표지자, 췌장효소, 혈액응고, 비타민D

당뇨  
대사증후군

49이하 133 종합헬스케어+경동맥초음파, 갑상선초음파, 심장초음파, 동맥경화도, 당뇨�
정밀혈액검사, 인슐린유사성장인자, 비타민D, 총단백/크레아티닌, 미세�
알부민/크레아티닌, 식생활평가 & 영양상담
50세이상: 관상동맥CT50이상 169

여성 전연령 126 종합헬스케어+갑상선초음파, 유방초음파, 부인과초음파, 인유두종바이러
스, 여성호르몬, 골다공증혈액검사

예비부부 전연령 95
종합헬스케어+수두항체, 풍진항체, 유방초음파, 부인과초음파
35세이상: 유방촬영

청소년 13~19 33
신체계측, 체성분분석, 혈압, 안과(안압, 안저, 시력), 청력, 철결핍성빈혈, �
폐기능, 흉부촬영, 심전도, 혈액검사(빈혈, 간기능, 신장기능, 전해질, 고지혈
증, 당뇨, 갑상선기능, 요산), 간염(A형, B형, C형), 인슐린유사성장인자, 수
두항체, 풍진항체, 소변, 대변(잠혈), 바이오피드백

구분 검사 항목 비용(원)

CT

뇌 CT 120,000
뇌혈관 조영 CT(조영증강) 240,000
저선량 흉부 CT 150,000
흉부 CT(조영증강) 260,000
관상동맥 CT(조영증강) 400,000
복부CT(조영증강) 270,000
복부다이나믹 CT(조영증강) 300,000
경추 CT 210,000
요추 CT 210,000

MRI/MRA

뇌 MRI 640,000
뇌혈관 MRA 620,000
뇌 MRI + 뇌혈관 MRA 920,000
뇌 MRI + 뇌혈관 MRA + 치매 MRI(조영증강) 1,380,000
경추 MRI 640,000
요추 MRI 640,000

PET-CT
뇌 Fusion PET-CT 740,000
전신(두개골기저-대퇴부) Fusion PET-CT(뇌 제외) 890,000
뇌 + 전신(두개골기저-대퇴부) Fusion PET-CT 1,200,000

내시경
위 내시경 100,000
대장 내시경 150,000
의식하 진정(수면) 내시경 100,000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220,000 
 갑상선 초음파  160,000 
 심장 초음파  240,000 
 상복부 초음파  180,000 
 전립선 초음파  160,000 
 유방 초음파  180,000 
 부인과 초음파  180,000 

그 외 검사

 골밀도  60,000 
 동맥경화도  40,000 
 운동부하 검사  60,000 
 바이오피드백  90,000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  70,000 
 요소호기 검사  48,000 
 NK세포활성도 검사  70,000 

내시경 검사를 의식하 진정(수면) 내시경으로 하시는 경우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본 헬스케어 프로그램은 2021년 12월 기준자료입니다.

50세 이상일 경우, 일부프로그램(예비부부, 청소년)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 추가비용 없이 
골밀도 검사가 포함됩니다.

헬스케어 프로그램 특화 맞춤 프로그램 선택 추가 검사

단위 : 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