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강안병원

좋은강안병원: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93(남천동) / 건강증진센터: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80(남천동)
국가건강검진:051.610.9870~3   종합건강검진:051.610.9998~9   특수건강검진: 051.610-9993

좋은강안병원 건강증진센터는
풍부한 경험과 실력있는 의료진
쾌적한 건강검진 공간
다양한 프로그램
전용 숙박병실 운영

평생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최첨단 의료장비
발렛파킹 서비스 제공
부산 최고 편의시설의 내시경센터 운영

건강증진센터
종합건강검진 / 국가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삶  건강한 미래
조기진단은 당신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2호선 금련산역 5번 출구 2호선 금련산역 4번 출구

www.gang-an.or.kr

국가건강검진 : 051.610.9870~3
종합건강검진 : 051.610.9998~9
특수건강검진 : 051.610-9993

좋은강안병원
건강증진센터
GOOD GANG-AN HOSPITAL
HEALTH PROMOTION CENTER

조기진단은 
당신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www.gang-an.or.kr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은 우리들의 희망입니다.친절에서 
의료진에서 

시설에서
선진의료서비스를 

펼치겠습니다

좋은강안병원 건강증진센터는 최첨단 의료장비와 시설을 갖춘 전문

센터로서, 변함없이 고객분들을 위한 건강진단 및 질환관리의 다양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개원이래 조기 건강진단을 통해 많은 분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

하고 계십니다. 좋은강안병원 건강증진센터는 기본적인 건진이외에 

고객분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체부위를 더욱 정밀하게 

건진하여 질환을 찾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정밀건강검진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10대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소화기질환 및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을 체크하여 해당 진료과와 연계

하여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내분비내과
■ 소화기내과
■ 순환기내과
■ 호흡기내과
■ 종양 · 혈액내과
■ 신장내과
■ 소아청소년과
■ 외과
■ 유방외과
■ 혈관외과
■ 간담췌 간이식 외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산부인과
■ 비뇨의학과
■ 신경과
■ 가정의학과
■ 이비인후과
■ 안과
■ 재활의학과
■ 흉부외과
■ 정신건강의학과

■ 치과·구강악안면외과
■ 영상의학과
■ 방사선종양학과
■ 핵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
■ 진단검사의학과
■ 병리과
■ 직업환경의학과
■ 응급의학과

전문 진료 과목
■ 건강증진센터
■ 암센터
■ 인공신장센터
■ 내시경센터
■ 혈관센터
■ 심장센터
■ PET-CT센터
■ 소아알레르기센터
■ 발달의학센터
■ 관절센터
■ 척추센터

■ 유방·갑상선센터
■ 특수운동치료센터
■ 중추신경계 재활치료센터
■ 응급의료기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 장례식장
■ 뇌혈관센터

센터 및 부설기관

좋은강안병원 진료 안내 

GOOD SUNLIN MEDICAL CARE HOSPITAL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93(남천동)   대표 : 051.625.0900   팩스 : 051.621.1500

최첨단 의료장비
건강증진센터

심장초음파

뇌혈류초음파

PET-CT

골다공증 측정기
(B.M.D)

유방촬영기

MRI

인바디검사기

동맥경화 검사 장비

초음파진단기

청력 유발전위검사기
(ABR 검사 장비)

혈관조영촬영기

감마카메라 유방내시경조직검사
(맘모톰)

소화기내시경

진단폐활량계

토모테라피

컴퓨터다중단층촬영
(MD-CT)



GOOD GANG-AN HOSPITAL
Health Care Center

GOOD GANG-AN HOSPITAL
Health Care Center

GOOD GANG-AN HOSPITAL
Health Care Center

종합건강검진

진찰, 문진, 혈압, 신체계측 대변검사 복부초음파검사

안과검사(시력, 안압, 안저검사) 소변검사 심전도검사

청력검사(청력장애검사) 자궁경부암검사 혈액검사

체성분검사 단순흉부촬영(유방촬영)

구강검사 단순복부촬영

폐기능검사 위내시경/위장조영촬영검사(선택, 수면비 포함)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위한 기본프로그램입니다.

350,000원

진찰, 문진, 혈압, 신체계측 폐기능검사 위내시경/위장조영촬영검사(선택)

안과검사(시력, 안압, 안저검사) 대변검사 복부초음파검사

청력검사(청력장애검사) 소변검사 심전도검사

체성분검사 자궁경부암검사

구강검사 단순흉부촬영(유방촬영)/단순복부촬영

기본종합건진과 함께 남성의 경우 폐질환, 폐암의 조기진단을 목적으로 하며, 
여성의 경우 다빈도 여성질환의 예방 및 조기진단을 위한 필수프로그램입니다.

PET-CT 1,000,000원 전립선초음파 50,000원 골다공증검사(2부위) 50,000원

심장 MDCT 350,000원 유방초음파 100,000원 질식초음파(부인과) 50,000원

심장초음파 150,000원 HPV 검사 50,000원 동맥경화검사 50,000원

갑상선초음파 80,000원 대장내시경 150,000원 흉부 MDCT 100,000원

뇌실질 MRI 480,000원 뇌혈관 MRA 250,000원 뇌실질 MRI + 뇌혈관 MRA 580,000원

경동맥 초음파 120,000원 뇌실질MRI + 뇌혈관 MRA + 경동맥 MRA 630,000원

█ 선택 검사

█ 필수 항목
■ 남성

전립선초음파

500,000원갑상선초음파

흉부 MDCT

 
■ 여성

HPV 자궁경부암 검사

550,000원

골다공증 검사

유방·난소암 표지자 검사

갑상선 초음파

질식초음파(부인과)

남 - 500,000원   /   여 - 550,000원Good 건진

대장내시경 골격방사선검사(요추, 슬관절) 심장정밀 MDCT
갑상선초음파 골다공증검사 심박변이도검사(스트레스검사)
전립선초음파 간염정밀검사 PET-CT(전신 + 두부)
심장초음파 흉부 MDCT
동맥경화검사 뇌실질 MRI + 뇌혈관 MRA

대장내시경 동맥경화검사 심장정밀 MDCT
유방·난소암 표지자 검사 뇌실질 MRI + 뇌혈관 MRA 흉부 MDCT
유방초음파 HPV 자궁경부암 정밀검사 심박변이도검사(스트레스검사)
부인과초음파 골격방사선검사(요추, 슬관절) PET-CT(전신 + 두부)
갑상선초음파 골다공증검사
심장초음파 간염정밀검사

■ 남성

■ 여성

시그니처 Good VIP 건진(1박 2일 1인실 숙박)
3,000,000원

3,100,000원

시그니처 GOOD VIP 건진

심장 MDCT 혈액정밀검사 기본검사
심장초음파 동맥경화검사

프로그램 건진 항목  
기본종합건진과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뇌 또는 심장의 발병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해 질환별 조기진단에 특화한 
프로그램입니다.

█ 심장정밀건진 1,000,000원

뇌실질 MRI 뇌혈관 MRA 경동맥 MRA
혈액정밀검사 기본검사 안저검사

█ 뇌정밀건진 1,100,000원

특화프로그램 건진

검진후속관리시스템

건강검진�결과
유소견

전담의
배정

CRM상담
및

내원예약

담당
전문의
진료

진료�처방
필요에�따른
추가검사

증상개선

출장검진버스 운행   이동검진 버스 내에서 One-Stop검진 기능 및 최신 전산시스템 가동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1. 전액 무료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 기준 이하인 분
2. 본인 부담금 10% 부과 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 기준 초과한 분

검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 예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암 검진표와 신분증(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 방문
◎ 암 검진표 없이 신분증으로도 검진 가능

출장검진도 가능합니까?
(직장가입자) 근로자 중 금년도 대상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해당연도 12월까지 좋은강안병원 건강증진센터에
오셔서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 국가검진 실시 주기는 출생년도와 일치합니다.
   (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도에 검진실시)
• 연말에는 검진이 집중되므로 9월 이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합니까?
좋은강안병원 건강증진센터
TEL. 610-9870 ~ 3

추가 검진도 가능합니까?
• 건강상태가 궁금하신 분   
• 지병이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   
• 건강이상 증상이 있으신 분 
• 정밀 검사를 원하시는 분

직장인건강검진, 성인병건강검진, 학생건강검진, 출장검진, 
암검진(5대암 :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구강검진, 채용건강검진, 자격증취득건강검진

위암
위내시경검사

유방암
유방촬영

자궁경부암
자궁경부

세포진검사

대장암
분별잠혈검사

간암
복부초음파검사

좋은강안병원 건강증진센터
국가건강검진시그니처 Good 건진

간염정밀검사 대장내시경 골격 방사선 검사(요추, 무릎)
갑상선초음파 흉부 MDCT 심박변이도검사(스트레스검사)
전립선초음파 동맥경화검사 / 골다공증검사

간염정밀검사 질식초음파(부인과) 골격 방사선 검사(요추, 무릎)
유방·난소암 표지자 검사 대장내시경 HPV 자궁경부암 정밀검사
갑상선초음파 흉부 MDCT 심박변이도검사(스트레스검사)
유방초음파 동맥경화검사 / 골다공증검사

기본종합건진과 함께 발병 가능성이 높은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각종 암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예방을 위해 기획된 
정밀 프로그램입니다.

■ 남성

■ 여성

█ 시그니처 Good 건진 A

남성  시그니처 Good 건진 A형 + PET-CT(전신+두부) 1,800,000원

여성  시그니처 Good 건진 A형 + PET-CT(전신+두부) 1,900,000원

900,000원

1,000,000원

간염정밀검사 흉부 MDCT 골격 방사선 검사(요추, 무릎)
갑상선초음파 심장초음파 뇌실질 MRI + 뇌혈관 MRA
전립선초음파 동맥경화검사 심장 MDCT
대장내시경 골다공증검사 심박변이도검사(스트레스검사)

간염정밀검사 대장내시경 골격 방사선 검사(요추, 무릎)
유방·난소암 표지자 검사 흉부 MDCT HPV 자궁경부암 정밀검사
갑상선초음파 뇌실질 MRI + 뇌혈관 MRA 심장초음파
유방초음파 동맥경화검사 심장 MDCT
질식초음파(부인과) 골다공증검사 심박변이도검사(스트레스검사)

■ 남성

■ 여성

█ 시그니처 Good 건진 B

남성  시그니처 Good 건진 B형 + PET-CT(전신+두부) 2,600,000원

여성  시그니처 Good 건진 B형 + PET-CT(전신+두부) 2,700,000원

1,800,000원

1,9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