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학생검진 미수검자 집중검진 기간 안내

2016학년도 학생검진이 곧 종료됩니다 !
아직 검진을 받지 않은 분은 예약을 서두르세요~
집중검진 기간 : 2017. 2. 24일까지








1. 인바디 (또는 흉부엑스레이) 1회 무료검사권 증정
2. 매월 3명에게 문화상품권 3만원권 증정
3. 검진자 전원에게 선물 증정

▶ 일시 및 장소

매일 오전 09:00 ~12:00 (온라인 예약 필수) ***일부 요일 오후 검진가능***
63동 학생회관 3층 보건진료소

▶ 대상 및 비용

(약 30~40분 소요)

> 학생 : 학부/석사/박사 과정 재학생 (신입생, 휴학생 포함) – 매년 1회 무료
> 일반 : 연구생, 연구원, 언어교육원생, 연 2회 이상 검진자 – 2만원

▶ 검사항목

신체계측(비만도/허리둘레), 혈압측정, 체성분검사(인바디),
혈액검사(빈혈, 일반혈액, 간기능, B형간염, 혈당, 콜레스테롤 4종,
신장기능, 요산), 비타민D, 소변검사, 흉부단순촬영, 시력,
의사예진(월/화/목), 구강검사(월/화), 건강설문(건강습관, 정신건강, 영양평가)
* 개인별로 희망하는 추가검사(유료) 선택가능 (검진 당일 항목 추가/변경/취소 가능)

▶ 준비사항

1. 온라인 예약 신청 필수 : 보건진료소 홈페이지 http://health4u.snu.ac.kr
2. 건강설문 작성 : 검진 전에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건강설문을 작성
3. 검진 전 12시간 이상 금식 : 단, 순수한 물은 섭취 가능합니다.
4. 검진당일 준비물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
- 예약확인증 : 보건진료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 후 출력
- 복장 : 탈의하기 쉽고 편한 복장과 신발(예: 면 티셔츠), 악세서리 최소화
※ 관악학생생활관 입사 지원 예정자는

소아예방접종수첩을 가져오거나 또는 홍역예방접종증명서를 꼭 출력해 오세요!
*접종기록이 없더라도 검진 시 확인을 위해 내용을 꼭 출력해 오시기 바랍니다.
(http://www.minwon.go.kr)

▶ 문의

02) 880-5349

2016 Student Health Checkup Final Notice

2016 Student Health Checkup will End Soon !
If you have not received yet, make a reservation now !!

Until Feb 24. 2017






1. Exrta one free ticket of INBODY(or chest X-ray)
2. 30,000KW gift vouchers to 3 people every month
3. Gifts for all examinee

▶ Schedule

Every morning 9AM - 12PM (afternoon checkups are available on somedays of the week)
& Location (online booking is required) – It takes about 30-40 mins.
SNU Health Service Center, 3rd FL. Bld. #63

▶ Eligibility
& Cost

> Undergraduates, graduates in master’s or doctoral program (including
freshmen, students on a leave of absence) : Once a year, FREE
> Graduate school research student, researcher, research assistant,
LEI student, those who get a checkup more than once a year : 20,000 KRW

▶ Checkup Items

Body measure (weight/height/waist circumference), blood pressure,
body composition analysis (Inbody®), blood test (complete blood count, blood sugar,
cholesterol - 4 types, uric acid, liver function, hepatitis B virus test, kidney function,
vitamin D), urine test, chest x-ray, pre-checkup medical consultation(Mon/Tue/Thu) ,
oral exam(Mon/Tue), health questionnaire (general health, mental health)
* You can choose additional test items with extra charge. (You may add, change,
or cancel the test items on the checkup day)

▶ Preparation

1. Online Appointment (required) : http://health4u.snu.ac.kr
- In the Korean website, use a quick button in the lower left corner.
2. Health Questionnaire (required) : http://health4u.snu.ac.kr
- Quick button: Health Checkup Questionnaire (Korean page, lower left corner)
3. Fasting for 12 hours before checkup : you can drink only pure water.
4. What to Bring on a day of Health Checkup?
- ID Card with your alien registration number on it
- Acknowledgement Receipt of Booking : SNU Health Service Center website
- Attire : comfortable attire and footwear (eg. T-shirt), minimum jewelry
- If you plan to enter SNU dormitory, bring your Vaccination record on Measles

▶ Call

02) 880-5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