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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목적 

건강검진 전문기관인 KMI의 30년 역사와 노하우에  

흉내 낼 수 없는 가치를 담아 고객님의 건강백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을 통해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들의  

건강한 행복을 실현하고 질병과 사고로 인한 조직력의 중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금년, 귀사의 건강검진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 
/ 기업 / / 임직원 / 

•  임직원의 복지 향상 

•  임직원의 질병사고 관리 

•  건강한 조직관리로 인한 

•  건강한 기업발전에 기여 

•  산재 예방 효과 

•  향후 생산성 발전에 기여 

•  건강한 조직생활 영위 

•  건강관리로 삶의 질 향상 

•  애사심 및 삶의 질 향상 

•  가족까지 동일한 혜택으로 

   가족사랑 실현 





KMI 소개 

경영철학 

경영방침 

임직원의  
급여·복리후생 등  

사기 진작 

30% 10% 30% 30% 

시설·장비 투자  
및 인재 확보 

재무건전성 확보 
위한  재무구조 개선 

취약계층 및 
연구사업 지원 

진정성을 가진 
사회공헌 활동 

서로 사랑하는 
임직원 + + 

국민에게 
신뢰받는 재단 



사업분야 

의학분야 연구개발  

임상병리분야 연구 

의료, 질병예방 계몽 

의료봉사 및 사회공헌활동 

종합 건강검진 

특수 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의료 관광검진 

[ 목적사업부문 ] [ 수익사업부문 ] 



재단본부 
  조직도 

이사회 

이사장 

감사 

임원 

 

인사팀 

노사상생팀 

인재개발팀 

인사조직실 
 

사회공헌팀 

학술위원회 

사회공헙사업단 

 

법무팀 

준법영영팀 

법무실 
 

재무팀 

홍보팀 

재무홍보실 
 

총무팀 

구매팀 

경영지원실 
 

전략기획팀 

정보전략팀 

전략기획실 
 

직업환경의학팀 

보건관리전문팀 

진단검사의학팀 

병리팀 

의료지원실 
 

검진사업관리팀 

보건의료정보팀 

검진산업전략실 



각 센터 
조직도 이사장 

센터장 

 

경영지원팀 

사회공헌팀 

경영지원본부 
 

종합검사팀 

영상의학팀 

소화기팀 

진단검사의학팀 

의료정보팀 

의료지원본부 
 

검진사업팀 

검진사업지원팀 

CRM팀 

출장검진팀 

작업환경의학팀 

검진사업본부 

 

소화기과 

영상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통합진료과 

진료본부 



1985 – 1999 

· (재)한국의학연구소 설립 /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 가입 / 수탁검사실시기관 인증 / 일본 국제정도관리학회 가입  

· 방사선동위원소 검사시설 신설 / 일본 OTSUKA  특수 검사 업무 제휴 / 의료기관 국제품질보증 ISO 9002 인증 /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작업환경 측정기관 지정 

2000 – 2010 

·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 CRM 프로그램 개발 / 연세대 난치성 대사증후군 공동연구 협약  

· 글로벌경영대상 ‘고객만족 부문 대상’ 수상 /  GBCI 글로벌 브랜드 1위 인증 / 대한민국 윤리경영 대상 수상 /  ‘BEST CEO 대상’ 수상 

연혁 



2011 – 2016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 연구목적사업 협약 체결 /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 소비자 선정 품질만족대상 ‘의료서비스부문 대상 수상’ / 노사상생협력 유공 정부포상 ‘대통령표창’ 수상  

2017 – 2018 

·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의료소비자만족대상 보건복지위원장상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 5연속 수상  

· 소비자 선정 품질만족대상  ‘종합건강 검진서비스’ 부문 2연속 수상 / 연구목적사업 협약 체결 / 연세대 기술이전 협약 체결  

· 은둔환자 의료지원사업 시행 1년 세미나 개최 / 사랑의 연탄 2만장 기증 /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협약  

· 범죄피해자 건강검진 지원 협약 / 홈페이지 새단장 / 2018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대상 종합건강검진서비스부문 대상 수상 

· 건강보험공단 실무자 현장교육 / 2018년도 의료연구지원사업 협약 / 옥스퍼드대학교, 연세대학교와 국제공동연구 진행  

· 한국의학연구소 사회공헌백서 발간 / 대한우울조울병학회 성인 ADHD 바로알기 캠페인 협약 / 광주센터 확장이전 OPEN (상무중앙로 1,200평 규모)  

· 행복더함 사회공헌대상 가족사랑 사회공헌부문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 / 특수건강진단기관 종합평가 우수등급/2018 대한민국 보건의료대상 수상  



2019 - 현재 

· 대한우울조울병학회와 성인 ADHD 공동연구 착수 / 사회공헌사업단 상설기구 발족 / 수원지역 사회복지시설 아동 무료검진 

 · 부산지역 다문화가정 검진 지원 / KT와 차세대 검진시스템 사업 협력 업무협약 / 2019년도 연구지원사업 협약식 개최 / 건강기상청 내몸 ON 동영상 공개 

· 전국센터 사회공헌팀 발대식 개최 / 복지부 지정 2019년 그린처방의원 선정 / 강남구 희망의료비 지원사업 기부금 전달 / 사랑의 연탄 5만장 기증 

· 아동복지시설 아동 질병치료비 및 자립장학금 지원 / 종로구 ‘독립운동 역사탐방’ 후원 업무협약 / 서울시 취약계층 무료 종합검진 지원 협약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업’ 재인증 / 2019년도 연 검진고객 100만명 돌파 



수상 및 인증 내역 

2017 

의료소비자만족대상 

보건복지위원장상 

2018 

제5회 대한민국   

보건의료대상 수상 

2016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2016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 

(5년 연속 수상) 

2018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대상

종합건강검진서비스 부문 대상 

2018 

행복더함 사회공헌대상 

가족사랑 사회공헌부문 

여성가족부장관상 

2017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 

사회봉사분야 국회의장상 

2017 

대한민국  

사회공헌 종합대상 수상 

+ 



고용창출 효과 

일자리 창출 기업으로  
국가 고용 정책에 기여합니다.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 

근로자수 1,111명 1,172명 1,235명 1,341명 1,388명 1,464명 1,514명 

증가율 
(전년대비) 

-1% 5% 5% 9% 4% 5% 3% 

증가율 
(2013년 대

비) 
- 5% 11% 21% 25% 31% 36% 





KMI 특장점 



KMI 특장점 



전문 의료진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고객의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150여명의 상근 전문의 

내과, 가정의학과, 외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예방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의 등 14개 파트의 숙련된 전문의로 구성 

구분 재단 본원 여의도 강남 수원 대구 부산 광주 합계 

관리직 80 40 38 43 35 19 44 28 327 

의사 6 26 23 26 23 14 20 19 157 

간호사 4 35 39 41 37 5 35 49 245 

방사선사 0 33 38 43 38 18 33 22 225 

임상 
병리사 

41 26 23 20 20 15 19 30 194 

산업 
위생기사 

11 0 4 3 4 3 4 9 38 

간호 
조무사 

1 16 27 32 38 17 16 6 153 

서비스 0 39 34 37 20 12 24 9 175 

합계 143 215 226 245 215 103 195 172 1514 



보유 의료장비 



검진 시설 





전국 센터 네트워크 

KMI 한국의학연구소는  

전국 모든 센터에서 동일한 검진 항목 및  

동일한 퀄리티 · 검진비용 · 시스템, 

유질환 분석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PACS (영상저장·판독) 

PACS 시스템이란? 

의학 영상정보를 취득하거나 저장, 전송 및 검색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통합

적으로 처리하는 의학 영상 정보시스템. 환자 1명당 2초의 초고속으로 검

색하고 고화질을 지원하며 다양한 이미지 프로세싱 방식으로 효율적 판독

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 

•   전국 동시 판독 가능 

•   영상정보의 신속한 전달 

•   진료시간 단축 및 신속한 후속조치 

•   데이터 손실방지 

•   저장시스템의 차별화 

•   철저한 정도 관리의 효율성 

KMI PACS 시스템의 특징 



소화기내과 시스템 

최대 15명의  

센터 별 내시경전문의가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소화기센터 

• 내시경 3만CASE / 대장내시경 1만CASE 이상의 숙련된 전문의 보유 

•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현존 내시경 중 수술겸용 최고사양인 최첨단 

• HD고화질의 위대장내시경(CV260)으로 계속하여 교체 중 

• 단일규모 최대 회복실을 구성하여 편리함을 제공 

• 낙상이나 이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회복실 도우미 상시 거주 

• 하루 위내시경 400명 / 대장내시경 70명을 진행하여 고객님이 원하시는 스케줄에 검진이 가능 

• 검진 당일 대장용종 제거 및 조직검사의 시행으로 편의 제공 (자체시행) 

소화기센터, 초음파센터, 갑상선센터 특화 운영 

- 검진센터 별 소화기센터, 초음파센터, 영상의학센터, 갑상선센터, 여성검진센터를 운영으로  

   더욱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 특화검진을 위한 편리한 동선 구현  및 공간의 합리화 구현 

KMI 소화기내과 시스템이란? 



소독·멸균 시스템 

걱정하지 마세요!  
KMI 내시경 소독은 안전합니다 

•  KMI 전국 센터 내시경 검사 시 1회용 마우스피스 사용 

•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척 및 소독 지침 철저하게 준수 

•  전자동 첨단 내시경 세척기로  철저한 위생관리 시스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권장 소독 사항 준수 

타인의 조직 또는 용종을 제거하는 포셉의 100% 멸균이  

가장 중요합니다. 

EO-GAS 멸균 시스템 



소독·멸균 시스템 

① 1차 소독 (관 세척) ② 부품 세척 ③ 소독기 연결 ④ 2차 소독 (소독기 작동) ⑤ 소독 완료 

KMI 내시경 기기 소독 절차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DRM 암호화와 데이터 접근권한 관

리로 KMI 고객의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윈도우 보안패치를 통한 자동 업데이트 

PMS(Patch Management System) 

-   안랩 중앙관리 솔루션 도입으로 자동 업데이트 

-   중앙 모니터링으로 신속 대응 

APC(AhnLab Policy Center) 



온라인 예약 · 결과조회 시스템 

강화된 웹 접근성을 통한 검진 프로세스 효율화 

PC는 물론, 태블릿pc와 스마트폰에서까지 최적화된 UI를 통해 

검진 예약부터 예약확인, 결과 조회까지 한번에!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검진예약 예약확인 결과조회 



사후관리 (진료연계) 시스템 

중요 질환 
의심자 

일반 질환 
의심자 

[중요질환 확정자] 전문의 소견 첨부된 진료의뢰서 발급 

추적 검사 / 재검 

종합검진실시 종합판정 결과 상담 

처방전  

발급 

[수술 및 입원 치료자] 3차 진료기관 (연계병원) 



사후관리 (진료연계) 시스템 

개인별 뿐 아니라  

조직의 건강까지 관리할 수 있는  

KMI만의 통계프로그램 제공 

전 직원 결과 등록 전 직원 질환별 이상자 

전 직원 검진자 조회 각종통계(질환별‧나이별) 

1.전 직원 검진결과 수록 (최근 3년간 결과 Data Base) 

2. 개인별 결과 조회 가능  

3. 각종 질환별 유소견 현황 (나이별, 부서별) 

4. 노동부 보고 문서 등록 

5. 각종 결과 출력 가능 



KMI 협력병원 네트워크 
-2019년 주요질환 진료의뢰 2만 8,237명  





기관 질적평가 (임상병리) 

검진 퀄리티 부분-임상병리의 고퀄리티 확보 

순번 질  문  항  목 예 아니오 비고 

1 검사의 정확성을 위한 인증관리를 받고 있는가? ○ 

2 혈액검사, 조직검사를 자체 시행하고 있는가? ○ 

3 임상병리, 조직병리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가? ○ 4명 

4 전문 세포병리사는 상주하고 있는가? ○ 3명 

5 진단시약의 Quality는 높은가? ○ 

조직검사 자체적 시행 

<정확한 임상 검사 도출> 

혈액검사(임상병리) 

자체적 시행 

<정확한 임상 검사 도출> 

진단시약의  

높은 품질 보장 



병리학과 Clinical Pathology 

  KMI 병리학과는 1986년부터 조직병리와 세포병리검사를 시행 

    하고 있으며, 병리진단의 질적 향상과 검사실의 안전 및 관련  

    종사자의 육체적·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질적 관리사업 

    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증참여현황 

   - 정도관리인증 및 수탁인증 참여인증 획득  

     (국가암검진기관의 질적 관리 평가자료로 인정) 

   - 세포병리 정도관리 인증 참여 

   - 조직·세포 숙련도 평가 참여  

진단 검사 의학과 laboratory medicine 

  KMI 진단검사의학과는 건강검진의 대중화를 위해 자체적 

    으로 첨단 분석장비를 도입하여, 면역·혈청학적 검사,  

    고품질의 시약과 엄격한 정도 관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증참여현황 

   -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외부 정도관리 참여 

   -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시행하는  

     혈청검사 정도 관리 참여 

   - 진단검사의학 수탁인증 확인서 획득(매년) 

기관 질적평가 (임상병리) 



KMI 중증(암)질환 발견 

[ 질환별 암 분포비율 ] 

2019년  

KMI 수검자 중 

중증(암) 질환자  

1,900명 발견 

[ 연도별 KMI  수검자(종합검진) 인원 그래프 ] 

중증질환(암) 
발견수 

총 검진자 

종합검진자 

2015 2016 2017 2018 2019 

1,360명 1,600명 1,478명 1,629명 1,900명 

444,634 471,633 498,417 544,381 590,726 

839,740 919,051 942,776 997,655 1,039,474 

소화기계 
 36% 

갑상선암 
33% 

유방암 
9% 

자궁/난소암 
5% 

비뇨기계 
5% 

호흡기계 
4% 

담도계 
3% 

전립선암 
2% 

혈액/ 
기타암 

2% 

뇌종양 
1% 



KMI 중증(암)질환 발견 

[ 질환별 암 분포비율 ] [ 연도별 KMI  수검자(종합검진) 인원 그래프 ] 

중증질환(암) 
발견수 

총 검진자 

종합검진자 

2015 2016 2017 2018 2019 

1,360명 1,600명 1,478명 1,629명 1,900명 

444,634 471,633 498,417 544,381 590,726 

839,740 919,051 942,776 997,655 1,039,474 

소화기계 
 36% 

2019년  

KMI 수검자 중 

중증(암) 질환자  

1,900명 발견 



KMI한국의학연구소는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한 일반

검진〮5대 암검진에 대한 전국 9,857개소 국가건강검진 실시 의원 종합평가에

서 우수한 등급을 받은 전문 건강검진기관입니다. 

최고등급검진기관 

건강검진종합평가 

건강검진 종합평가 

일반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본원센터 보통 우수 우수 우수 우수 보통 

강남센터 우수 우수 우수 우수 보통 우수 

여의도센터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수원센터 우수 우수 우수 우수 보통 우수 

대구센터 우수 보통 우수 우수 보통 - 

부산센터 우수 우수 우수 보통 보통 우수 

광주센터 우수 우수 우수 우수 보통 우수 



건강검진 종합평가 



검진실적 

한국방송공사(KBS) / 한국방송위원회 / 한국도로공사 / 한국철도공사 / 한국수력원자력 / 한전KPS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기술공사 / 한국관광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 KOTRA / 서울메트로 / 한국에너지공단 / 대한민국 국회 / 과학기술평가원 / 대한지적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 금융감독원 / 국세청 / 예금보험공사 / 한국마사회  

/ 교통안전공단 / 한국통신기술 / SH공사 / 한국공항공사 / 한국토지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 서울시청 /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공기업 

MBC(문화방송) / MBC(미술센터) / 르노삼성자동차 / 삼성전기 / 삼성중공업 / 삼성증권 / 삼성카드 / 삼성SDS / 삼성SDI / 삼성생명 / LG전자 / LG유플러스 / LG화학 / LG화재 / LG정보통신 

/ 대우건설 / SK텔레콤 / SK케미칼 / SK에너지 / SK글로벌 / SK하이닉스 / SK에너지 / SK건설 / 현대자동차 / 기아자동차 / 포스코 / 포스코건설 / 루이비통코리아 / 프라다 코리아 / 쌍용건설  

/ 대림산업 / 호텔신라 / 한화테크윈 / 동부건설 / 그랜드힐튼 / 신세계백화점 /  하이프라자 / 메트로신문 / 롯데건설 / 맥도날드 

일반기업 

NH투자증권 / 산업은행 / 신한생명 / 국민은행 / 수협중앙회 / 동부증권 / 대한투자신탁운용 / 대한투자증권 / 농협중앙회 /  메트라이프생명 / 새마을금고중앙회 / KB손해보험 / 신한금융지주 /  

㈜한국거래서소 / 신한금융투자 / 신한은행 / NH투자증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IBK기업은행 / HK저축은행 / 하나은행 / 대신증권 / 현대스위스저축은행 / KDB대우증권 / 동양생명보험 / 

우리은행 / 씨티은행 / SK증권 / 기술신용보증 / 한국투자증권 / 신한카드 등 

금융 

2019년 검진 업체 수 : 약 11,000업체 

2019년 검진 매출 : 2,041억원 





사회공헌 

재단법인 KMI 한국의학연구소는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검진사업수행으로 

국민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기초의학 분야  

연구개발 지원 

해외 무료봉사 활동 

무료검진 및  

의료봉사 실시 

질병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019년도  
주요 사회공헌 

영등포구청 글로벌 소통마을 
사업지원 

종로구청 취약계층 청소년 
역사탐방 사업 후원 

어려운이웃 
사랑의 도시락 만들기 

봉사활동 

복지시설아동 
치료자립후원금 지원 

의료연구 지원사업 후원 
사회공헌사업단 

공식 발족 



2019년도  
주요 사회공헌 

강원도 취약지역 
연탄 후원(총5개지역) 

은둔환지 지원사업 진행 
자매 결연을 통한 

농촌사랑 도농 상생 실현 
수원지역 

복지시설 아동 무료검진 

광주 서구청 
어려운 이웃 돕기 후원금지원 

강남구 보건소 
희망의료비 지원 





전국센터 오시는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