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위한 종합건강검진 특별할인 안내
Ⅰ. 아주대학교 병원 건강증진센터
○ 1,000여평의 쾌적한 검진 공간, 최첨단 장비를 보유한 국내 최고의 건강증진센터
○ 전문의의 정확한 판정과 상담 및 신속한 진료 연계 서비스
○ 기존 건강검진과는 차원이 다른 최고경영자과정만을 위한 명품 건강검진 Program 보유

Ⅱ. 최고경영자과정을 위한 명품 건강검진 Program (매년 12월 ~ 약년 2월)
할인율
40%
최고
경영자

30%

과정
20%

검진유형

대상

AJOU 프리미엄 검진을 ∘ 본인, 배우자, 자녀
제외한 센터내 검진유형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부모의 형제,
자매 및 배우자(위의 직계가족 포함)
AJOU 프리미엄 검진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배우자(위의 직계가족 포함)
(당일형, 숙박형)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재학생 및 동문

* 위의 검진 외에 상담 전문간호사가 맞춤검진을 구성하여 검진을 진행해 드립니다.
* 검진유형별 상세내용은 ‘아주대병원 종합검진 패키지 검사내역’ 참조 바랍니다.

Ⅲ. 최고경영자과정만을 위한 아주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의 특별한 혜택
○ 건강 검진시 상시 할인 제공
가. 성수기(매년 3~11월) : 건강검진 가격의 10%할인(오후검진 : 30% 할인)
나. 비수기(매년 12~2월) : 건강검진 가격의 30~40% 할인
○ 기존 타병원 건강검진 기록 연계를 통한 최고의 결과상담 서비스 제공
- 타병원에서 수검한 건강검진 결과지 제출시 해당 정보와 연계한 결과상담
○ 검진과 휴식이 함께하는 Healing 서비스 제공
- VIP 대기실에서의 평온한 휴식과 안정 (전담간호사 안내)

※ 건강검진 예약 및 상담

Office : 1688-2118 (내선1번)

◈ 종합검진 패키지 검사내역 검진비 안내 ◈
패키지

AJOU 기본

AJOU 2030

AJOU 알뜰형

AJOU 정밀

세부검사항목

패키지 특성

∘신체계측 ∘체성분검사 ∘일반소변검사,대변검사 ∘청력검사
∘안과계검사(시력,안저,안압) ∘흉부X-선 검사 ∘폐기능검사
∘혈액검사(간기능, 지질, 통풍, 혈액형, 신장기능, 당뇨,
갑상선기능, 류마티스, B형간염항원,항체, C형간염항체,
• 성인병, 암 위험인자를 조
25-OHVD, 일반혈액검사, 성인병, 당화혈색소)
기 발견하기 위한
∘종양표지자검사(난소암,전립선암,간암,대장암,췌장암)
프로그램으로,
∘혈압측정,심전도검사
• 30~40대에 적합합니다.
∘위장검사(위내시경, 위장X-선 중 선택)
(내시경수면은 옵션입니다)
∘복부초음파 또는 복부골반CT 선택 가능
∘여성(유방X-선검사)
∘여성 A형 - 자궁세포진검사
B형 - 액상자궁경부암세포,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진비

남)
56/62만원

여)
A-61/69만원
B-68/76만원

남)
∘신체계측 ∘체성분검사 ∘일반소변검사,대변검사 ∘혈압측정
∘심전도검사 ∘안과계검사(시력,안저,안압) ∘흉부X-선 검사 • 기본종합검진을 압축한
∘청력(1000Hz) ∘복부초음파검사
프로그램으로
∘혈액검사(간기능, 지질, 혈액형, 신장기능, 당뇨, 성인병 • 건강한 청년층(20~30대)을
갑상선기능,류마티스, 일반혈액검사,
대상으로 합니다
여)
A형간염항체∙B형간염항원,항체∙C간염항체)
(내시경수면은 옵션입니다)
∘위장검사(위내시경,위장X-선 중 선택) ∘여성(풍진항체)
∘신체계측 ∘일반소변검사,대변검사 ∘혈압측정
∘심전도검사 ∘안과계검사(시력,안저,안압) ∘흉부X-선 검사
• 성인병, 암 위험인자를
∘청력(1000Hz) ∘복부초음파검사
조기 발견하기 위한 프로
∘혈액검사(간기능, 지질, 신장기능, 당뇨, 갑상선기능
그램으로, 경제형
통풍,일반혈액검사,B형항원,항체∙C간염항체)
건강검진입니다.
∘종양표지자검사(간암,대장암,췌장암,전립선암,난소암)
(내시경수면은 옵션입니다)
∘여성(유방X-선검사, 자궁세포진검사)
∘위장검사(위내시경,위장X-선 중 선택)

45만원

47만원

남)
35만원

여)
40만원

남)
A형) 기본종합검진 전항목 (여성: 기본종합검진 B형)
A-122만원
∘대장내시경검사 ∘동맥경화도 ∘치과X-선검사 및 상담
• 기본종합검진에
B-113만원
∘골밀도검사∘척추X-선검사 ∘영양평가및상담 ∘자율신경검사
대장암연관, 심장질환
∘혈액정밀(혈중칼슘, 인산, 인슐린, 동맥경화예측인자,
위험도를 예측하는
폐암표지자검사,여성호르몬,남성호르몬)
정밀CT를 추가하였습니다.
여)
∘MDCT(3차원 영상 컴퓨터 촬영) - 심혈관
(내시경수면은 옵션입니다)
A-132만원
B형) 대장검사 제외
B-123만원

A형) AJOU 정밀형 A형 검진 전항목
∘PET CT(양전자방출 컴퓨터 단층촬영) - 전신 및 뇌
∘복부골반CT ∘저선량CT-폐 ∘수면내시경검사(위,대장)
∘세포내무기질검사 ∘조갑주름모세혈관검사 ∘ NK cell
∘심장초음파, 갑상선초음파, 경동맥초음파
당일형
∘남성 : 전립선초음파검사
∘여성 : 자궁초음파 검사, 유방초음파 검사
AJOU
B형) AJOU 프리미엄 당일형 A형 +
프리미엄
MRA & MR-limited(자기공명촬영) - 뇌 및 뇌혈관
PET CT(양전자방출 컴퓨터 단층촬영) - 전신

숙박형 AJOU 프리미엄 당일형 B형 검진(1박 2일 진행)

남)
A-360만원
• 가장 정밀한 검진으로
부위별 CT, 부위별 초음파 B-410만원
검사 등 최첨단 검사가
추가되었습니다.
• 전담간호사가 1:1안내합니
여)
다.
A-383만원
B-433만원

남)
• AJOU 프리미엄 당일형
427만원
검진을
• 전담간호사의 안내를 받으
여)
며,1박 2일로 진행합니다.
449만원

패케지

검사항목

◎ 기본종합검진 전항목 (여성 : 기본종합검진 A형)
∘ 갑상선초음파 ∘ 대장내시경검사
주요암 ∘ 저선량CT-폐 ∘ 복부골반CT ∘ NK cell
∘ 남성 : 전립선초음파
∘ 여성 : 유방초음파, 자궁초음파

특성

비용

기본종합검진에
• 저 선 량 폐 C T , 대 장 내 시 남)
경,복부골반CT,갑상선,
전립선(남),유방(여),
자궁(여)를 추가한 주요 여)
암검진입니다.
(내시경수면은 옵션입니다)

◎ 주요암검진 전항목 (여성 : 기본종합검진 A형)
전신암

∘ PET CT(양전자방출 컴퓨터 단층촬영) - 전신

주요암검진에
남)
• PET CT(양전자방출 컴퓨
터단층촬영)-전신을
추가한 정밀검진입니다. 여)

소화기
∘ 수면내시경검사 - 위,대장

∘ 복부골반CT

기본종합검진에
• 수면위 ․ 대장내시경과
복부골반CT를 추가한
소화기정밀검진입니다.

심장

∘ 심장초음파검사 ∘ 경동맥초음파검사
∘ MDCT(3차원영상 컴퓨터 촬영) - 심혈관

99만원
여)

남)
기본종합검진에
• 심혈관MDCT, 경동맥초음
파, 심장초음파검사 추
가한 심장정밀 검진입니
여)
다.
(내시경수면은 옵션입니다)

◎ 기본종합검진 전항목 (여성 : 기본종합검진 A형)
AJOU 특화

폐
∘ 폐암표지자검사

∘ 저선량CT - 폐

기본종합검진에
남)
• 저선량 폐CT, 폐암표지
자검사를 추가한 폐특화
여)
정밀 검진입니다.
(내시경수면은 옵션입니다)

CT 유형)기본종합검진 전항목 (여성 : 기본종합검진 A형)
∘ NK cell ∘ 경동맥초음파검사
∘ MDCT(3차원영상 컴퓨터 촬영) - 뇌혈관 ∘ 뇌졸중문진
뇌정밀
MR 유형)기본종합검진 전항목 (여성: 기본종합검진 A형)
CT/MR
∘ 뇌졸중문진 ∘ NK cell
∘ 경동맥초음파검사
및
∘ MRA & MR-limited(자기공명촬영)-뇌 및 뇌혈관
치매
MR
치매MR유형)기본종합검진 전항목 (여성:기본종합검진A형)
∘ NK cell
∘ MR(Brain,MRA)S(자기공명촬영) - 뇌 및 뇌혈관, 치매
∘ 치매설문 ∘ 노인우울척도 ∘ 간이인지상태검사

여성

남성

◎ 기본종합검진 전항목 (여성 : 기본종합검진 B형)
∘ 유방초음파검사 ∘ 갑상선초음파검사 ∘ 자궁초음파검사
∘ 골밀도검사 ∘ 척추X선 검사
∘ 혈액검사(여성호르몬)
◎ 기본종합검진 전항목
∘ 전립선초음파검사
∘ 골밀도검사 ∘ 척추X선 검사
∘ 혈액검사(남성호르몬)

만성피
◎ 기본종합검진 전항목 (여성 : 기본종합검진 A형)
로/스트
∘ 스트레스호르몬 ∘ 세포내무기질검사 ∘ 동맥경화도
레스
∘ 자율신경검사 ∘ NK cell ∘ 남성호르몬(남)
정밀

209만원

남)

(내시경수면은 포함입니다)

◎ 기본종합검진 전항목 (여성 : 기본종합검진 A형)

147만원

227만원

(내시경수면은 옵션입니다)

◎ 기본종합검진 전항목 (여성 : 기본종합검진 A형)

129만원

105만원
109만원

114만원

77만원

82만원

남)
기본종합검진에
CT-94만원
• 뇌혈관CT 및 뇌혈관MR검
MR-141만원
사와 치매검사 (치매설 치매MR-144만원
문, 노인우울척도, 간이
인지상태검사를 추가한
뇌.치매정밀검진입니
여)
다.
CT-100만원
(내시경수면은 옵션입니다)
MR-146만원
치매MR-149만원
기본종합검진에
• 갑상선, 유방, 자궁초음
여)
파, 골밀도검사를 추가
한 여성정밀검진입니다.

112만원

(내시경수면은 옵션입니다)

기본종합검진에
• 전립선초음파, 골밀도를
남)
추가한 남성정밀 검진입
니다.

80만원

(내시경수면은 옵션입니다)

남)
기본종합검진에
•만성피로,스트레스검사를
추가한 정밀검진입니다. 여)
(내시경수면은 옵션입니다)

88만원
92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