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센터를 안내합니다.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관리기관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
진료 및 진료 알선, 건강 상담,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주요 진료과목 안내 (전문의 진료)
진료 과목
내

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미혼여성클리닉)
치

과

진료 내역
∙ 내과질환에 대한 내과전문의의 진찰, 건강 상담 및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진료의뢰서 발부가 가능합니다.
∙ 대인관계문제,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등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 주 1~2회 진료 가능하며,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 여성 질환에 대한 상담 및 1차 진료(현재 자과캠만 시행중)
∙ 치과의사에 의한 구강검진, 충치 치료, 스케일링, 치아건강교육 등의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과목별 진료시간은 건강센터 홈페이지(http://health.skku.edu/) 참고
※ 강북삼성병원, 삼성서울병원 전문의 진료 실시(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 병원 사정에 의해 진료과목 및 진료시간 변경 가능

2. 일반 업무 안내
항시 가능한 서비스

불가능한 서비스

■ 상처, 화상 드레싱 등의 응급처치

√ 주사(영양제 등의 수액)

■ 감기약 등의 일반의약품 제공

√ 예방접종(인플루엔자, 자궁경부암, 간염 등)

■ 건강 상담

√ 외부 약국용 처방전 발행

■ 혈압, 신장 및 몸무게의 측정

√ 장기 투약

■ 혈당 검사

√ 건강진단서 발급

■ 안정실 이용

√ 혈액검사 및 결핵검진(흉부X-Ray)

3. 특수클리닉
구

분

내

역

비만상담교실

∙ 체성분 측정(인바디 검사) 후 결과를 분석하고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의 지속적인 관리 및 상담 진행

금연상담교실

∙ 금연에 관한 상담 – 지역 보건소, 권역별 금연지원센터와 연계 운영
(흡연예방교육 및 4～6주 1:1 상담, 6개월 추구관리)

불안 ․ 우울증 상담

∙ 불안 및 우울 척도 체크 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시간 내 예약 상담

생활습관병 관리

∙ 고혈압, 당뇨병 등 생활습관에 의해 발병하는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
∙ 혈압 측정 및 혈당 검사

4. 운영 시간
구

분

학기 중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방학 중

09:00~20:00

09:00~17:30

(점심, 저녁시간 없음)

(점심시간 12:00~13:00)

09:00~17:30

자연과학캠퍼스

(점심시간 12:00~13:00)

5. 진료비
(1)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미혼여성 클리닉 : 무료 상담 및 1일분의 약가 무료
(2) 치과 : 무료 검진, 유료 치료(학생 및 교·직원 실비)
※건강센터에서의 진료는
의료법 19조(정보 누설 금지)에 의하여 건강 정보의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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