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급여 및 제증명 수수료 >

(단위: 원)

분 류 내 역 금 액 분 류 내 역 금 액

검사

  B형 간염 항원ㆍ항체 검사  10,000 

기타

  인바디 (재진)  10,000 

  비타민D 검사  10,000   비만 진료 및 처방  15,000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검사  25,000   사후피임약 처방  15,000 

  수면 내시경 (위)  55,000   일반 처방  10,000 

  수면 내시경 (대장)  65,000 

제증명

  건강진단서 (결핵, 간염)  25,000 

  상복부 초음파  70,000   건강진단서 (시설입소용)  25,000 

  하복부 초음파  70,000   공무원 신체검사  40,000 

  갑상선 초음파  50,000   기숙자 검진 (흉부X-선)  15,000 

  경동맥 초음파  50,000   기숙자 검진 (흉부X-선, B형간염)  20,000 

약제비

  B형 간염  30,000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진단표  10,000 

  A형 간염  80,000   보건증 (식당, 휴게)  17,000 

  대상포진  160,000   보건증 (유흥)  25,000 

  폐렴  130,000   선원건강진단서  20,000 

  독감 (3가)  22,000   소견서  10,000 

  독감 (4가)  30,000   운전면허적성검사 (1종ㆍ2종 보통)  5,000 

  독감치료주사 (페라미플루)  70,000   운전면허적성검사 (1종대형, 특수면허)  6,000 

  비타민D주사  30,000   진료확인서  2,000 

  새로나민  40,000   채용 신체검사  30,000 

  트리푸신  40,000   채용 신체검사 (+간염)  35,000 

  모리헤파민  50,000   채용 신체검사 (+요추)  35,000 

  엠지티엔에이주페리  85,000   채용 신체검사 (+간염, 요추)  40,000 

기타

  CD copy  10,000   진료기록사본 (1~5매) 1매당 1,000

  인바디 & Lab (초진)  40,000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6매 이상부터,
1매당 100

등정형외과 내과의원



< 비급여 및 제증명 수수료 >

(단위: 원)

분 류 내 역 금 액 분 류 내 역 금 액

약제비

  효소주사 30,000 

재료대

  손목 스프린트 40,000 

  플라센텍스 (DNA주사) 80,000   손가락 스프린트 25,000 

  리젠씰 (콜라겐주사) 200,000   무릎 보호대 39,000 

검사

  골밀도 검사 <비급여> 50,000   발목 보조기-젤 (에어캐스트) 90,000 

  정밀 초음파 30,000   발목 스프린트 30,000 

  재진 초음파 15,000   캐스트 슈즈 12,000 

치료

  체외충격파치료 (1부위, 10분) 40,000   목발 15,000 

  초극저온냉각치료 30,000   쿨 탄력붕대 3" 20,000 

  체외충격파+레이저치료 50,000 

제증명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 

  체외충격파+레이저+초극저온냉각치료 (1부위, 20분) 60,000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35,570 

  체외충격파+레이저+초극저온냉각치료 (2부위, 40분) 90,000   병사용 진단서 20,000 

  CPM (무릎, 10분) 9,000   상해 진단서 (3주 미만) 100,000 

  CPM (어깨, 10분) 9,000   상해 진단서 (3주 이상) 150,000 

  특수치료 (도수) 50,000 부터   상해 진단서 사본 10,000 

  특수치료 (재활도수치료) 70,000   소견서 10,000 

재료대

  소프트 넥 칼라 10,000   의무기록사본 (보험사 내원) 10,000 

  쇄골밴드 40,000   일반 진단서 (영문 포함) 20,000 

  팔걸이 3,000   일반 진단서 (법원 제출용) 50,000 

  벨포밴드 20,000   일반 진단서 사본 1,000 

  복대 5,000   진료 확인서 2,000 

  허리 보호대 (LSO) 120,000 

기타

  CD copy 10,000 

  허리 보호대 (콜셋) 60,000   진료기록사본 (1~5매) 1매당 1,000

  팔꿈치 보호대 22,000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6매 이상부터, 
1매당 100

등정형외과 내과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