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검진의 시작과 끝

완 전  자 동 화 솔 루 션

QR코드로

다운 받기

지금 바로 모바일에서

             를 다운 받으세요!

체크업+



Service Strategy

개인의 질병 예측, 예방을 위한 맞춤 서비스

개인 의료데이터 원활한 활용 중개

데이터 주권 숙지, 참여 및 경험 제공

개인 - 기업 상생 비즈니스

회사소개

국내 최초의 
소비자와 기업 

공동참여형

국내 최초의 헬스 데이터
스마트폰 저장 서비스

국내 최초 자기 정보 결정권 보장
(동의, 데이터이동, 보상)

민간기업 최초의료 빅데이터 
판매기업 등록

Medical Big Data Platform

헬스 데이터  개인 - 기관 중개 플랫폼

개인 헬스 데이터 본인 스마트폰 저장

데이터 저장을 위한 수집 중개

데이터 활용 중개  

개인 기업 공동참여형

온 오프 결합

Wearable Health Device 연동

해외 수출 전문가

국내 의료진 네트워크

제품 기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

IT 전문가 

Management Team
다방면의 전문가 참여

My Health
Data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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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전송 서비스 (STAR ME)
Smartphone Transmission As a Result of Medical Examination

1. 개인 스마트폰 전송

2. 스마트폰 전송 장점 

   ▪기 검진 결과를 함께 저장함에 따라 각종 항목 비교 및 추세 분석 가능 

   ▪언제든 PDF 내보내기 가능 

   ▪질병 예측 가능 

   ▪대사증후군 등 건강관리 최적화 

3. 일반검진, 종합검진 모두 가능

1. 문진 서비스(ASSC)
Auto Survey Service for Checkup

1. 문진 작성 

 ① 병원 내원 전에 본인 PC/스마트폰에서 작성 

 ② 병원 내원 후에는 병원 비치 테블릿PC에서 작성

2. 작성된 내용을 병원의 검진 EMR로 전송

3. 검진 종류에 따라 문진 항목 자동 제공

4. 병원별로 문진 내용 수정 적용

5. 일반검진, 종합검진 모두 가능

건강검진결과를 수검자 개인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주는 서비스

문진표를 모바일 또는 태블릿PC로 작성하여 EMR시스템으로 바로 전송

 전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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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 관리자 프로그램

수검자에게 보낸 검진결과 내역 확인, 재전송, 삭제 등

간호사PC

클릭 3번으로 검진결과 전송완료!

간호사PC 수검사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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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크업플러스 주요화면

건강검진결과

건강나이예측

종합 소견

질병예측

진료 및 투약 

대상자조회

대사증후군

검진기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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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DF 내보내기 

6. 문진서비스 주요화면

건강 검진 예약 상태별로 문진 내용 자동 제공

모바일 내 검진결과를 이미지(PDF)로 저장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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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비스 신청서 

7. 병원 비치용 안내파일 제공

모바일 문진 링크 접속을 위한 QR코드 인식안내

* 위 정보를 작성 하시어 이메일( ej@mycheckup.co.kr )로 보내 주시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달 이내에 서비스 Open 가능 합니다.

체크업플러스 이용안내

병원명

병원 주소

담당자 성명

담당자 연락처 전화 이메일

신청 서비스        (   ) 스마트폰전송                  (   ) 스마트문진 *신청 서비스에 표시(v)해 주세요

서비스 가격 스마트폰 전송 300,000원/월 스마트문진표 150,000원/월

LMS 무료

기타사항 검진 EMR 업체명 및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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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도입비용 : 무료

사용요금  
ASSC 사용 건수 상관 없이 월 15만원 (VAT별도)
STAR ME  사용 건수 상관 없이 월 30만원 (VAT별도)
LMS(문자전송) : 무료 

기타문의
계약 : ej@mycheckup.co.kr     070-4755-1012
개발 : sh@mycheckup.co.kr     070-8282-5350

mychecku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