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대학교병원

종합검진 안내서

건강증진센터

J e j u  N a t i o n a l  U n i v e r s i t y  H o s p i t a l

H e a l t h  P r o m o t i o n  C e n t e r
예약 및 문의

오시는 길

방문상담 및 예약

암센터 2층 건강증진센터 (09:00 ~16:30)

전화상담 및 예약

064-717-1550~1 (09:00 ~16:30)

인터넷 상담 신청

health.jejunuh.co.kr

방문 및 전화예약이 모두 가능합니다.

예약일에 건강검진 불가 시는 최소 5일전에

예약변경 요망

본관 암센터

건강증진센터(2F)

지하주차장
입구

주차장

주차장

Tel : 064-717-1550~1   Fax : 064-717-2091

632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아라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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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센터만의 특징 

제주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는

검사에만 의존하는 단순 검진이 아니라 수진자분들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 판정상담 및 향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수진자분들의 보다 나은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문만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의 평생 건강관리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건강진단 후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신속한 연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 대부분 검사는 이동 없이 아늑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음파, CT, MR, 내시경 등의 주요검사 및 판독을

모두 제주대학교병원 교수진들이 직접 시행 합니다.

각종 다양한 건강검진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고객의 요구에

맞춘 건강진단이 가능합니다.

검사 후에는 공복을 달랠 수 있도록 맛있는 죽이 제공

됩니다.

건강 진단 결과에 따른 향후 관리에 대하여 수진자 한 분

한 분에게 맞추어 알려드리는 평생 건강관리를 제공합니다.

제주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는 도내 주요기업들의

직원 복지차원에서 단체검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진자의 편의를 위하여 수진예정 이주일 전에 전화로

예약을 확인 후 검진안내문, 건강진단문진표, 검체용기를

우송해 드립니다.

건강관리의 평생파트너

Jeju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Health Promotion Center



※ 내시경을 수면으로 하거나 검사도중 조직검사 등을 시행하면 추가 비용부담이 있습니다.

    - 위내시경시 수면비용 : 8만원  /  대장내시경시 수면비용 : 10만원  /  위&대장내시경시 수면비용 : 12만원  /  조직검사비용 별도

40대 이상 각종 암과 각 장기별 질환에 대한 종합검진 프로그램

40대 이상 주요 암과 심혈관질환을 포함한 종합검진 프로그램

중장년층 질환과 각종 암 및 각 장기별 질환에 대한 종합검진 프로그램

중장년층 질환과 주요 암 및 심혈관질환을 포함한 종합검진 프로그램

157만원 167만원

152만원 162만원

 167만원 177만원

 172만원 182만원

20·30대 연령층을 위한 건강위험도 확인 프로그램

40대 이상 발생 빈도가 높은 암에 대한 선별검진 프로그램

중장년층 질환과 주요 암에 대한 선별검진 프로그램

60대 이상 건강한 노후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 공단 자궁경부암 검사 대상자의 경우 동시 검사 가능

신체계측, 비만도, 악력, 시력·안압, 폐기능, 심전도, 소변검사

혈액검사Ⅰ(일반혈액, 간·신장·갑상선기능, 만성간염항체) + A형 간염항체

흉부촬영, 복부초음파, 심박변이도검사

·여성추가 : 풍진항체

신체계측, 비만도, 악력, 시력·안압·안저, 폐기능, 심전도, 대변·소변정밀검사 

혈액검사 Ⅱ(혈액검사Ⅰ+ 동맥경화, 종양표지자, 췌장효소 등) + A형 간염항체 

흉부촬영, 복부초음파, 위내시경(혹은 위장조영술 중 선택)

·여성추가 : 유방촬영, 액상자궁경부세포검사,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악력, 시력·안압·안저, 폐기능, 심전도, 대변·소변정밀검사 

혈액검사 Ⅲ(혈액검사Ⅱ+골표시자, 비타민 D 등) + 성호르몬검사

흉부촬영, 복부초음파, 위내시경(혹은 위장조영술 중 선택), 생체나이측정, 골밀도검사

·여성추가 : 유방촬영, 액상자궁경부세포검사,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악력, 시력·안압·안저, 폐기능, 심전도, 대변·소변정밀검사

혈액검사 Ⅲ, 순음청력검사, 흉부촬영, 복부초음파, 골밀도·전신근육량 측정

위내시경(혹은 위장조영술 중 선택)

·여성추가 : 유방촬영, 액상자궁경부세포검사,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40만원 42만원(남) (여)

59만원 69만원

 74만원 84만원

 74만원 84만원

+ 심박변이도 & 혈관탄성도검사

+ 갑상선초음파, 전립선초음파(남), 유방초음파(여)

+ 대장내시경

+ 저선량흉부 CT, 복부골반 CT, 복부비만 CT

+ 심박변이도 & 혈관탄성도검사

+ 갑상선초음파, 전립선초음파(남), 유방초음파(여)

+ 대장내시경

+ 저선량흉부CT, 심혈관CT, 복부비만 CT

+ 동맥경화도, 전신근육량 측정

+ 갑상선초음파, 전립선초음파(남), 유방초음파(여)

+ 대장내시경

+ 저선량흉부 CT, 복부골반 CT, 복부비만 CT

+ 동맥경화도, 전신근육량 측정

+ 갑상선초음파, 전립선초음파(남), 유방초음파(여)

+ 대장내시경

+ 저선량흉부CT, 심혈관CT, 복부비만 CT

연령별로 자주 발생하는 질환 및 질병발생 위험요인을

선별하는 검진프로그램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대상자의 경우 각 프로그램별 

    중복검사비용 할인적용가능

기본건강검진 프로그램

각종 주요 암검사를 정밀하게 시행하는 고품격 

건강진단 프로그램

※ 영상검사 복사 CD제공

프리미엄 건강검진 프로그램

그린검진

골드검진

실버검진

블루검진

블루 전신암검진

블루 심혈관검진

골드 전신암검진

골드 심혈관검진

Jeju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Health Promotion Center

블루검진

블루검진

골드검진

골드검진



기본건강검진 프로그램에서 장기별 원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하는 특화검사로

본인이 원하는 검사만 선택하여 검사 가능

장기별 추가 특화검사

식도암, 위암, 십이지장염, 궤양 등 위관련 질환

대장의 염증, 궤양, 용종, 대장암

심장질환 폐색, 협착

간암, 담낭암, 신장암, 췌장암, 방광암, 자궁암, 난소암

기관지폐질환, 폐암

뇌종양, 뇌혈관질환, 뇌동맥류, 경동맥질환

뇌혈관질환, 뇌동맥류

경동맥질환

동맥경직도 및 하지동맥 협착도

스트레스 검사, 자율신경 균형

골다공증 검사

간, 담낭, 신장, 비장, 췌장(일부분)의 질환

유방의 낭종, 결절, 유방암

전립선비대, 전립선암

갑상선낭종, 갑상선암

암 진단, 병기결정 및 전이 여부판정

9만원

20만원

37만원

32만원

15만원

97만7천원

55만원

17만원

4만원

4만원

6만2천원

15만원

15만원

12만원

12만원

95만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심혈관 CT

복부&골반 CT

저선량 흉부 CT

뇌 MRI / MRA & 경동맥 MRA

뇌 MRA

경동맥초음파

동맥경화도검사

심박변이도검사

골밀도검사(요추 및 대퇴부)

복부초음파

유방초음파

전립선초음파

갑상선초음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CT)

Health Promotion Center
Jeju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검사 시 주의사항

검진 전날 저녁식사는 기름기가 적은 음식으로 가볍게 드시고, 

오후 10시 이후는 금식(물, 음료, 사탕, 껌 포함) 하여 주십시오.

(단, 대장내시경을 하는 경우 반드시 대장내시경 안내문 참조 요함)

아침 양치는 무방합니다.       

혈압약 복용 중인 분은 검사 당일 날 아침에 혈압약만 복용하시고, 

아스피린 포함한 항응고제 복용 중인 분은 미리 의료진에게 알려

주십시오. (담당 주치의와 상의 요함)

당뇨약 복용 중인 분은 검사 당일 복용하지 마십시오.

임신 및 생리 중인 여성분들은 미리 의료진에게 알려 주시고, 

산부인과 검사는 생리 7일 이후 가능합니다.

도난 방지를 위해 귀중품은 소지하지 마십시오.

수면내시경은 보호자 입실 확인 후 시작되며 

반드시 보호자 동반하여 귀가 하여 주십시오. (자가운전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