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사를 원하는 경우

자궁경부암검진

여성암패키지검진
기본여성정기검진
자궁경부패키지1
자궁경부패키지2

초음파, 자궁경부확대촬영검사, 자궁경부액상세포진검사, HPV검사, 난소암검사(ROMA검사-CA125, HE4)

결혼계획이 있는 경우
예비부부 검진1(여자)
예비부부 검진1(남자)

자궁경부확대촬영검사(Cervico), 자궁경부액상세포진검사(Thin-prep), HPV검사

초음파, 자궁경부확대촬영검사, 자궁경부액상세포진검사, HPV검사
가다실 3회
자궁경부확대촬영검사, 자궁경부액상세포진검사, HPV검사, 가다실 3회

기초 및 생리기능 검사, 초음파(자궁), 자궁경부액상세포진검사, 난소기능검사(AMH), STD12종, Vit D검사,
빈혈검사, 간기능검사, 췌장기능검사, A,B,C간염검사, 갑상선호르몬검사, 에이즈, 류마티스, 전해질검사,
풍진검사2종 등
기초 및 생리기능 검사, 초음파(복부), 빈혈검사, 간기능검사, 췌장기능검사, A,B,C간염검사, 갑상선호르몬검사,
에이즈, 매독, 류마티스, 전해질검사 등

예비부부 검진1(여자) + 톡소플라즈마 항체(IGM,IGG)
예비부부 검진1(여자) + 취약X증후군 분석
예비부부 검진1(여자) + 톡소플라즈마 항체, 취약X증후군 분석

예비부부 검진2(애완동물이 있는 경우)
예비부부 검진3(태아지능관련 유전적요소 확인을 원하는 경우)
예비부부 검진4(애완동물, 태아지능 확인)

종합검진을 원하는 경우
여성종합검진A(선택형)

기초 및 생리기능 검사, 초음파(갑상선,심장,경동맥,상복부),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췌장암/담낭암(CA19-9), 소
화기암(CEA), 간암(AFP), 난소암(CA125), 빈혈검사, 간기능검사, 췌장기능검사, A,B,C간염검사, 갑상선호르
몬검사, 에이즈, 매독, 류마티스, Vit D검사, 전해질검사 등
+ 산부인과 검진 추가 선택(별도 금액 산정)

여성종합검진B(프리미엄)

여성종합검진A + 자궁확대촬영검사, HPV, 자궁경부액상세포진검사, 유방촬영(Mammo), 골밀도검사(BMD),
초음파(유방, 자궁)

임신을 준비하기 전 검사
임신전검진1

초음파, 빈혈검사, 풍진검사 2종, B형간염검사 2종, 갑상선호르몬검사, 자궁경부확대촬영검사, 자궁경부액상세포진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소변검사, 에이즈검사, 매독검사

임신전검진1 + 혈당검사, A형간염검사, HPV검사
임신전검진2 + 톡소플라즈마 항체
임신전검진2 + 취약X증후군 분석
임신전검진2 + 톡소플라즈마 항체, 취약X증후군 분석

임신전검진2
임신전검진3(애완동물이 있는 경우)
임신전검진4(태아지능관련 유전적요소 확인을 원하는 경우)
임신전검진5(애완동물, 태아지능 확인)

염증이 자주 반복되는 경우
질염검진
염증검진
방광염검진
STD12종 검진
(질염,자궁경부염 & 골반염 원인균 검사)

소변검사, 자궁경부확대촬영검사, STD12종
초음파, 소변검사, STD12종
초음파, 소변검사, 냉균검사
트리코마나스, 마이코플라즈마 2종, 클라미디아, 네이세리아, 유레아플라즈마 2종, 칸디다, 트레포네마,
가드네렐라, HSV 2종

생리불순이나 무월경, 갑작스런 출혈이 있는 경우
생리불순검진
부정출혈검진

초음파, 난포호르몬(FSH), 황체호르몬(LH), 에스트로겐(E2), 유즙분비호르몬, 갑상선호르몬(TSH), 테스토스테론
초음파, 자궁경부액상세포진검사, 자궁내막생검(EMB)

골반통증이나 성교출혈까지 동반되는 경우
골반염검진(기본)
자궁경부염,골반염검진(기본)
자궁경부염,골반염검진(정밀)
부정출혈검진

초음파, 소변검사, 빈혈검사, 염증반응검사(CRP), STD12종
에이즈검사, B형간염검사2종, STD12종

자궁경부염,골반염검진(기본) + HPV검사, 자궁경부액상세포진검사
초음파, 자궁경부액상세포진검사, 자궁내막생검(EMB)

하복부 통증이 동반되고 생리통이 있는 경우
골반염검진
생리통검진

콘딜로마 진단을 받은 경우
자궁경부패키지2
성병검진B(정밀)

초음파, 소변검사, 빈혈검사, 염증반응검사(CRP), STD12종
초음파, 빈혈검사, 난소암검사(ROMA검사-CA125, HE4), STD12종

자궁경부암검진

자궁경부확대촬영검사, 자궁경부액상세포진검사, HPV검사
자궁경부확대촬영검사, 자궁경부액상세포진검사, HPV검사, 가다실 3회

성병검진A(기본) + HPV검사, 자궁경부액상세포진검사

헤르페스 진단을 받은 경우
성병검진A(기본)
성병검진B(정밀)

에이즈검사, B형간염검사2종, STD12종

성병검진A(기본) + HPV검사, 자궁경부액상세포진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