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숙박검진
검사 종류

검사 항목

설명

신체계측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분석

비만도 측정

안과 검사

시력, 안압, 안저 검사

근시, 난시, 녹내장, 및 망막 질환 유무 검사

청력 검사

청력 검사

난청 유무 검사

일반혈액 검사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헤모글로빈 등 측정

혈액형 검사

A형, B형, O형, AB형 및 Rh 혈액형 검사

빈혈정밀 검사
혈액응고 검사
간기능 검사
간염(A형, B형, C형) 검사
신장기능 검사

Iron, Ferritin, TIBC, UIBC 등을 측정하여 철결핍성
빈혈 검사
PT, aPTT를 측정하여 혈액응고 장애 검사
AST, ALT, r-GPT, ALP, T-Bilirubin, T-Protein, Albumin,
LDH를 측정
HAV Ab, HBsAg, HBsAb, HCV Ab를 측정하여
바이러스성 간염 여부 검사
BUN, Creatinine, eGFR을 측정하여 신장질환 검사
T-Cholesterol,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지질 검사

Triglyceride(중성지방), Cardiac Risk Factor를
측정하여 이상지질혈증 유무 및 관상동맥질환
위험도 평가

혈액검사
당뇨 검사

혈당(Glucose), 당화 혈색소(HbA1c) 측정하여 당뇨병
진단

갑상선기능 검사

T3, Free T4, TSH 갑상선 호르몬 측정

췌장 검사

Amylase, Lipase를 측정하여 췌장염 유무 검사

면역검사

매독(TPLA) 및 AIDS(Anti-HIV) 검사

전해질 검사

Na, K, Cl, Ca, P을 측정하여 전해질 이상 유무 검사

호르몬 검사

Testosterone (남성), Estradiol (여성), FSH (여성) 측정

관절염 검사
순환기정밀 검사
종양표지자(암검사)

Uric acid, RA factor, CRP를 측정하여 관절염 관련
검사
Apolipoprotein A, Lipoprotein, Homocysteine, CRPhs 측정하여 동맥경화증 관련 검사
AFP(간암), CEA (대장암 등), CA-125 (난소암), CA 153 (유방암), PSA (전립선암), CA 19-9 (췌장암 등)

소변 검사

비중, 요단백, 요당, 잠혈 등

신장질환, 요로감염증, 당뇨 유무 검사

대변 검사

잠혈, 기생충 등

기생충 감염, 위장출혈 유무 검사

폐기능검사,

폐기능 장애 및 폐결핵, 폐암, 폐염 등 폐질환 유무

흉부 X-선 촬영(Dual Energy)

검사

혈압측정, 심전도, 말초동맥경화도

고혈압, 심전도 이상, 동맥경화증 등 심혈관 질환

측정(ABR)

관련 검사

호흡기 검사
심장 검사

검사 종류

검사 항목

설명

위 내시경 (수면)

위염, 위궤양, 위암 등 진단

대장 내시경 (수면)

대장용종, 궤양성 대장염, 대장암 등 진단

부인과 검사

액상자궁경부암 검사

자궁경부 세포를 검사하여 자궁경부암 유무 진단

(여성)

HPV genotype(유두인종바이러스)

유두인종바이러스를 검사하여 자궁암 유무 진단

유방 검사

유방 X-선 촬영(DBT)

(여성)

Digital Breast Tomosynthesis

내시경 검사

골다공증 검사

기능의학 검사

유방암, 유방 양성종양, 낭종 등 유방질환 유무 검사

Osteocalcin, CTX

혈액검사로 뼈의 생성 또는 소멸의 정도를 측정

골밀도측정

뼈의 골밀도(BMD)를 측정하여 골다공증 진단

유기산 대사기능 검사

소변으로 배출되는 대사산물을 측정하여 대사이상
여부 분석

활성산소 & 항산화력 검사

체내의 산화스트레스의 정도와 변화를 측정

암유전자검사

BRCA1, BRCA2, TP53, APC, MLH1,

유전성 유방암, 대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위암,

(9종)

MSH2, MSH6, CDH1, RET

췌장암, 갑상선수질암 등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

알러지 검사

MAST Allergy(93종)

개인별로 알러지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 탐색

치매 검사

Apo E genotype

치매 위험인자 중 하나인 Apo E 유전자형 검사

1.전신 MR+ L-Spine
MR 검사I
(선택검사)

2. .뇌MRI+ 뇌MRA+
간경화MRE+L-Spine+ T-Spine

3가지 세트검사 중 선택가능

3.뇌MRI+ 뇌MRA+ 간경화MRE+ LSpine+ C-Spine

MR 검사II
(여성)

Breast MR
심장혈관 CT IICalcium
Scoring+관상동맥CT(조영제 사용)

CT 검사

상복부 CT
흉부 CT (저선량)

협심증, 심근경색, 관상동맥질환 등 진단
간암, 담관암, 위암, 대장암, 복부 동맥류 등 진단
방사선량을 낮춘 CT로 폐암의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

상복부 초음파

간, 담낭, 췌장, 비장 등의 질환 유무 검사

갑상선 초음파

갑상선 비대증, 낭종, 갑상선 암 등 진단

경동맥 초음파
초음파 검사

유방암, 유방 양성종양, 낭종 등 유방질환 유무 검사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의 동맥경화증 유무
검사

심장 초음파 (Echo)

심장판막증, 비대형 심근증, 심근경색 등 진단

전립선 초음파 (남성)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 등 진단

골반초음파 (여성)

자궁암, 난소암, 골반염 등 진단

유방초음파 (여성) (가족력, >40)

유방암, 유방 양성종양, 낭종 등 유방질환 유무 검사

문진, 영양

문진상담, 영양 건강상담

문진표 결과를 종합하여 영양 식이 등 상담

전문의상담

결과상담

검진결과를 종합하여 전문의가 상담해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