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코로나이저 검사

Hanshin Medipia Medical Checkup Program

PET-CT 검사 시 CT검사 불가

케이메디컬투어 고객을 위한 서비스

건강검진 후 희망 시 

영상CD 제공

PET-CT 전신 조기암 진단 (당일 취소 불가 상품) 1,000,000

올리고머화 베타 아밀로이드 치매 조기 예측 검사   300,000

텔로미어 유전체 검사 정밀 생체나이 검사, 안티에이징 검사   300,000

DNA 유전자 검사 (남성암 10종) 전립선, 대장암, 폐암, 간암, 위암, 갑상선, 신장암, 식도암, 담도계암, 췌장암 300,000

DNA 유전자 검사 (여성암 10종) 자궁경부암, 유방암, 갑상선암, 간암, 난소암, 자궁내막암, 담도계암, 위암, 대장암, 췌장암 300,000

뇌혈관 MRA 뇌혈관, 뇌혈관 이상, 뇌동맥류 등    400,000

뇌 MRI 뇌종양, 뇌경색, 뇌질환   400,000

경추 MRI 목 디스크 및 퇴행성 질환   400,000

요추 MRI 허리 디스크 및 퇴행성 질환   400,000

대장(수면) 내시경 대장암, 대장 용종, 대장 게실 등  200,000

장내 미생물 검사 장 과민과 장 면역 검사 (분변)   100,000

DNA 유전자 검사 (남성암 5종) 간암, 폐암, 전립선암, 췌장암, 대장암   150,000

DNA 유전자 검사 (여성암 5종) 자궁경부암, 유방암, 갑상선암, 간암, 난소암   150,000

코로나이저 검사 급성 심정지 관련 검사, 관상동맥질환 관련   150,000

STD 6종 검사 (남) 남성의 만성 비뇨기계 검사 6종 (소변)   100,000

NK세포 활성도 검사 암이나 질환에 대한 면역력을 숫자로 표현   100,000

심장(관상동맥 석회화) CT 급성 심근경색, 심장 질환, 관상동맥 폐쇄 검사   150,000

뇌 CT 뇌종양, 뇌출혈, 뇌경색등   150,000

경추 CT 목 디스크 및 퇴행성 질환, 암, 골절, 목통 등   150,000

요추 CT 허리 디스크 및 퇴행성 질환, 암, 골절, 요통 등   150,000

복부비만 CT 복부 비만도 검사 150,000

흉부 CT (저선량) 폐암, 폐결핵, 암 전이 등   150,000

경동맥 초음파 뇌혈관 질환 위험도, 경동맥 협착, 혈관계 질환 등   150,000

ROMA 검사 (여) 난소암 위험도    150,000

유방 초음파 (여) 유방암 관련, 물혹, 낭종 등   150,000

마스토 체크 (여) 유방암 혈액 정밀 검사   150,000

골밀도 검사 골다공증 50,000

생체 나이 검사 신체 나이, 장기 나이 등의 확인, 대사증후군 여부 확인   50,000

동맥경화 협착 진단 동맥경화도 여부, 성인병, 혈관 질환   50,000

비타민D 검사 체내 필수 영양소의 결핍 여부 확인 50,000

고객 희망시 검진 중 영어 통역 및 

결과 영어 번역 제공 서비스

 Express zone 이용 가능

(K3 패키지 이상)

단체 고객 희망 시 

차량 픽업서비스 제공 (7인 이상) 

단 서울권 거주나 숙박 고객에 한함

- 의사 문진

- 신체계측 및 체성분

- 청력ㆍ시력

- 안저ㆍ안압

- 심전도

- 흉부 X-Ray

기본 검진

- B형ㆍC형간염

- 간ㆍ심장ㆍ신장ㆍ갑상선 기능

- 염증ㆍ당뇨 검사

- 매독 검사

- 일반 혈액 검사

혈액종합검사

- 간암ㆍ췌장암ㆍ소화기암

- 전립선암 (남) / 난소암 (여)

종양표지자 검사

- 요단백

소변 검사 10종

- 유방 촬영

- 자궁 세포 검사

여성 검진

- 상복부 초음파

- 전립선 초음파 / 자궁 초음파

초음파 검사

BASIC (50만원) 간편죽과 두유 제공

- 뇌 CT

- 목 CT

- 허리 CT

- 복부비만 CT

- 저선량 흉부 CT

- 관상동맥석회화 CT

CT검사 (택 1)

- 위장 조영 촬영

- 일반 위 내시경

- 수면 위 내시경

위장 검사 (택 1)

- 동맥경화 검사

- 비타민D 측정

- 생체 나이 검사

기타 검사

- 골다공증 검사 (BMD)

골밀도 검사

K1 (80만원) + BASIC 간편죽과 두유 제공

- 수면 대장 내시경

- 일반 대장 내시경

대장 내시경

- 경동맥 초음파

- 복부대동맥 초음파

초음파 검사

- NK세포 활성도 검사

면역력 검사

- 난소암 위험도 검사

여성 정밀 검진

K2 (120만원) 간편죽과 두유 제공

- 뇌 MRI

- 뇌혈관 MRA

- 목 MRI

- 허리 MRI

MRI 검사 (택 1)

- DNA 남성암 5종

- DNA 여성암 5종

DNA 유전체 5종 검사

- 식이성 + 흡입성 44종 

알레르기 검사

- AMH 난소 기능 검사

- 유방 초음파

여성 정밀 검진

K3 (180만원) 간편죽과 두유 제공

- 뇌혈관 MRA

MRA

- 뇌 MRI

- 목 MRI

- 허리 MRI

MRI 검사 (택 1)

- 간 섬유화 스캔

간 정밀 검진

- 텔로미어 생체나이 검사

세포 노화 검사

K4 (250만원) 간편죽과 두유 제공

- PET-CT 전신암 검사

전신암 검사

- DNA 남성암 10종

- DNA 여성암 10종

DNA 유전체 10종 검사

- 근골격 부정렬 검사

- 보행 분석 검사

- 풋스캔 검사

바디 스캔 검사

- 알츠하이머 치매 예측

치매 예측 검사

허혈성 심장질환 검사

K5 (400만원) 간편죽과 두유 제공

+ K1

+ K2

+ K3

+ K4

검사명 혜택 할인 수가 (단위 : 원)관련 질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