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항목 신체계측

혈액검사(일반혈액, 간기능, 신장기능, 당뇨, 요산, 갑상선기능, 고지혈증)

심장 전문 공통항목+ 

초음파(심장), CT(심장관상동맥3D)

심전도, 혈압

68 만원

Health Renaissance for you!

대한민국 최초건강검진센터 Since1980

서울성모병원 평생건강증진센터

건강검진 프로그램

신뢰하는 브랜드대상
9년 연속

(2013~2021)

고객가치
최우수 상품

(2013)

메디컬코리아 대상
4년 연속

(2012~2015)

글로벌
의료서비스 대상

(2011)

대한민국 하이스트
브랜드대상

(2014)

한국소비지원
건강검진 만족도 1위

(2010)

고객행복
브랜드대상

(2014)

대한민국
상품대상

(2010)

1588-8668

검진 예약 유전자검사 오후 전문 프로그램

상담 시간

오시는 길

인터넷 예약

전화 예약

평일

지하철

버스

주차

토요일 격주(2, 4주 휴무)

일요일/공휴일 휴무

전화

방문

전화

방문

오전 7시 30분 - 오후 5시 30분

오전 7시 30분 - 오후 4시 30분

2호선 서초역 (7번출구 셔틀버스 이용)

3호선 고속터미널역 (가톨릭의과대학방면 / 2, 7번출구)

7호선 고속터미널역 ( 가톨릭의과대학방면 / 3, 4번출구 / 3번출구 셔틀버스 이용)

9호선 고속터미널역 (가톨릭의과대학방면 / 7호선 3, 4번출구)

간선버스(파랑) 142, 143, 148, 351, 360, 401, 405, 462, 540, 642, 540, 642, 740

지선버스(초록)  3012, 3414, 3422, 4212, 4318, 5413, 6411, 8541

 서초 13, 서초 14, 서초 21

광역버스(빨강)  9408, 9500, 9501, 9502, 9802

항공편(공항버스)  6000, 강남고속버스터미널행, 강남(호텔경우)행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주차장 B1~B4층에 주차 후 

중앙 투명유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 

평생건강증진센터(4층) 방문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오전 7시 30분 - 오후 12시

오전 7시 30분 - 오전 11시 30분

방문 예약

병원 본관 4층 평생건강증진센터www.cmcseoul.or.kr/healthcare

1588-866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평생건강증진센터

암 40 만원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갑상선암

신장암, 췌장암(남녀 각 11종) 

남성  전립선암, 고환암, 방광암, 식도암

여성  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일반질환 40 만원만성 B형간염, 비알코올성 지방간,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제2형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전신 홍반성 낭창(루푸스), 건선, 아토피성 피부염

치주질환, 알레르기 비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녹내장, 황반변성,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골관절염, 골다공증, 뇌졸중, 후발성알츠하이머(치매) 

관상동맥질환, 심방세동, 심근경색증, 고혈압

뇌동맥류, 다낭성 난소증후군(남 27종, 여 28종)

플래티넘
라이트

70 만원암 + 일반질환(남 38종, 여 39종)

플래티넘 100 만원플래티넘 라이트+ 미세먼지에 대한 염증반응(증가)

치열변형(부정교합), 중성지질수치(증가), 고도근시

알코올 의존증, 니코틴 의존증, 와파린약 민감성

항암제 거부반응(사이클로포스파미드)

안지오텐신전환효소억제제(베나제프릴)

메탐페타민유발정신병(남 48종, 여 49종)

뇌졸중 전문 공통항목+ 

뇌MRI/MRA, 초음파(경동맥) 

심전도, 혈압

137 만원

치매 / 인지
기능 전문

공통항목+ 

뇌MRI/MRA, 치매인지검사

엽산, 비타민B12, 치매유전자검사

175 만원

부인과 전문 공통항목+ 

부인과진찰, 자궁경부액상세포검사

인유두종바이러스, 초음파(자궁/난소)

여성호르몬 4종, 암표지자(난소)

52 만원

PET암 전문 공통항목+ 

PET-CT(몸통 + 머리) 

암표지자(대장, 간, 췌장담도계, 말초혈액도말, 방광)

남성  암표지자(전립선)

여성  암표지자(난소, 유방)

남 124 만원

여 126 만원

위 / 대장전문 65 만원공통항목+ 

수면위/대장내시경, 심전도

혈압, 흉부촬영

유방 / 갑상선
전문

공통항목+ 

초음파(갑상선, 유방), 유방촬영 

암표지자(갑상선, 유방), 갑상선정밀혈액 4종

64 만원

플래티넘+ 가족성 과콜레스테롤혈증 B형

갈락토오스혈증, 강직성하반신마비4형

강직성하반신마비3A형

고면역글로불린E증후군(상염색체우성)

골단점상연골이형성증2형(X연관), 굴지형성이상

루게릭병(TARDBP유전자관련), 낭성 섬유증 

단풍당뇨증1B형, 당원축적병3B형(포르브스형)

당원축적병3A형(포르브스형),레프섬병

메달말론산혈증, 발한성외배염형성 이상 제2형 등

희귀질환 44종(남 92종, 여93종)

노블 200 만원

유전자 검사의 단독진행은 오후에 가능합니다.

앱스토어에서 
서울성모병원을 
검색하시고 설치 혹은 
업데이트 받으세요.



호흡기정밀 남 112 만원

여 122 만원

기본프로그램+

CT(저선량 폐), 객담

암표지자(폐) 

알러지 혈액검사(호흡기 62종)

치과검진

기본 프로그램 정밀 프로그램

기본 남 67 만원

여 72 만원

신체계측, 생체건강나이 

혈액검사(일반혈액, 고지혈증, 전해질

갑상선기능, 간기능, 당뇨, 신장기능, 요산

A·B·C형 간염, 매독, AIDS)

암표지자(대장, 간, 췌장담도계)

소변(당, 비중, ph, 색, 혈뇨 등 10종)

대변(잠혈, 기생충)

안과(시력, 안압, 안저)

청력, 심전도, 혈압, 폐기능, 흉부촬영

복부초음파(간, 신장, 담도계)

일반위내시경(수면비용 별도)

남성  암표지자(전립선)

여성  암표지자(난소), 부인과진찰, 

자궁경부액상세포검사, 유방촬영

종합정밀 남 207 만원

여 244 만원

기본프로그램+

수면대장내시경

초음파(갑상선, 경동맥, 심장)

CT(저선량 폐), 골밀도, 비타민D

안과특화(굴절 및 조절, 세극등현미경) 

치과검진

남성  초음파(전립선)

여성  초음파(자궁/난소, 유방)

인유두종바이러스

암 정밀 남 189 만원

여 221 만원

기본프로그램+

수면대장내시경, 초음파(갑상선)

CT(저선량 폐, 복부골반)

암표지자(갑상선, 방광, 말초혈액도말)

치과검진

남성  초음파(전립선), 암표지자(폐)

여성  초음파(자궁/난소, 유방)

인유두종바이러스

암표지자(유방)

남성정밀 141 만원기본프로그램+

초음파(갑상선, 전립선)

CT(저선량 폐, 심장관상동맥칼슘)

남성호르몬

치과검진

추가 검사

심장초음파

경동맥초음파

갑상선초음파

전립선초음파

유방초음파

자궁난소초음파

인유두종바이러스

수면대장내시경

저선량폐CT

심장관상동맥3D CT

심장관상동맥칼슘 CT

복부골반 CT

PET-CT(몸통 + 머리)

뇌 MRI+MRA

척추 MRI

(경추, 흉추, 요추 중 택)

골밀도 + 비타민D

안과정밀세트

(안과전문의상담, 시력

안압, 안저, 굴절 및 조절

세극등현미경, 망막OCT

녹내장OCT)

알러지세트 

(부비동촬영, 알러지 

혈액검사(호흡기 62종 

음식 62종))

맞춤형유전자 

(남성암, 여성암 

심뇌혈관질환 

부인과질환 

뇌신경질환 중 택)

뇌정밀 남 217 만원

여 230 만원

기본프로그램+

뇌MRI/MRA, 초음파(경동맥)

골밀도, 비타민D

비타민B12, 엽산

동맥경화정밀혈액 3종

 치과검진

뇌치매인지
정밀

남 245 만원

여 256 만원

뇌정밀+

치매인지검사, 치매유전자검사 

선택검사+

아밀로이드 PET CT(110만원 별도)

심장정밀 남 185 만원

여 198 만원

기본프로그램+

초음파(경동맥, 심장)

CT(심장관상동맥3D)

동맥경화도, 동맥경화정밀혈액 3종 

골밀도, 비타민D, 심박변이도

스트레스평가(필요시 전문의 상담)

치과검진

소화기정밀 남 150 만원

여 155 만원

기본프로그램+

수면대장내시경 

CT(복부골반)

골밀도, 비타민D 

빈혈 3종, 요소호기검사 

치과검진

명품 프로그램

마리안 S
(스페셜)

남 417 만원

여 442 만원

기본프로그램+ 예진, 뇌MRI/MRA 

수면대장내시경, 초음파(갑상선, 경동맥, 심장)

CT(저선량 폐), 골밀도, 비타민D

정밀혈액(말초혈액도말, 혈액응고, 인슐린

빈혈 3종, 류마티스인자, 류마티스관절염) 

안과특화(굴절 및 조절 세극등현미경)

체력평가 및 상담, 심박변이도, 스트레스호르몬

스트레스평가(전문의상담), 치과검진

선택검사 CT(심장관상동맥3D)

(택1) CT(복부골반) + 동맥경화도

남성 초음파(전립선)

 남성호르몬

여성 초음파(자궁/난소, 유방)

 인유두종바이러스, 여성호르몬 4종

여성정밀 172 만원기본프로그램+

초음파(갑상선, 자궁/난소, 유방)

CT(저선량 폐), 인유두종바이러스

골밀도, 비타민D, 여성호르몬 4종

빈혈 3종, 암표지자(유방), 심박변이도

스트레스평가(필요시 전문의 상담)

치과검진
추가검사 선택시 별도비용 발생합니다.

마리안 P

(프레스티지)

남 527 만원

여 557 만원

마리안 S+ 안과OCT(망막, 녹내장)

정밀혈액(골다공증정밀 1종, 동맥경화정밀 3종) 

암표지자(갑상선, 방광), 소변정밀(신장기능)

선택검사 MRI(요추) + 요추촬영

(택1) MRI(경추) + 경추촬영

여성   암표지자(유방)

마리안 P
유전자

남 567 만원

여 597 만원

마리안 P+

유전자검사(플래티넘라이트)

마리안 F
(퍼스트 클래스)

남 867 만원

여 897 만원

마리안 S+ MRI(경추, 요추, 복부)

CT(심장관상동맥3D), PET-CT(몸통 + 머리) 

안과OCT(망막, 녹내장) 

정밀혈액(골다공증정밀 1종, 동맥경화정밀 3종)

암표지자(갑상선, 방광), 소변정밀(신장기능)

경추촬영, 요추촬영, 엽산, 비타민B12, 혈액형

여성 암표지자(유방)

 * 복부골반CT와 동맥경화도 미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