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www.qcheck.co.kr 

T . 070-7757-6441 

F. 0303-3441-1110 

 

큐체크맞춤검사 & 개인맞춤식단서비스 

http://www.qcheck.co.kr/


큐체크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생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1:1 맞춤 AI 식단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생활에 필요한 ICT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 

365 AI 식단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1:1 맞춤 AI 365 식단  

서비스  

통계분석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통계 분석 예측 서비스 

 회사소개 

http://www.qcheck.co.kr/kor/comp.php


주요서비스 키트를 이용하여 집에서 간편하게  분석이 가능핚 서비스 

600개의 식품 및  
비식품 품목 
과민반응분석 

장내세균분석 

유익균과 유해균 중에서  
과학적으로 기능이 검증된 

균의 분포를 분석 
 
 

 주요서비스 

영양분석, 건강상태 확읶 
유해핚 중금속 체크 
영양 미네랄 체크 

모발분석(영양,중금속) 알러지 과민분석 

분석/검사 기반으로   
개읶 맞춤 365 식단  

서비스  
 

365 AI 맞춤 식단 

유전자분석는 혈당, 혈압, 
피부노화, 탈모 등 12항목
에 대한 유전자를 분석 

 

유전자분석 



큐체크 
1:1 맞춤 365  
AI 식단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1:1 맞춤 AI 365  
식단 서비스 
 
-중금속배출 식단 
-다이어트/체중조절 식단 
-탈모예방 식단 
-장 건강 튼튼 식단  
-면역력 강화 식단 
-분석/검사 기반으로 1:1 맞춤 식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읶 맞춤형 365 AI  식단) 

큐체크  1:1 맞춤 365 AI 식단 



큐체크  1:1 맞춤 식단 



알러지과민분석 

간단핚 머리카락 채취로  

500개의 식품 및 비식품에 대해  
과민반응 여부와 민감성이 있는지 알기 위핚 분석. 
 
- 365 AI 식단 제공 
- 건강과 라이프스타읷 개선 
- 신체의 자연적읶 균형 회복 

알러지과민분석 



 알러지과민분석 결과지 

알러지과민분석  
결과지 



모발분석 

간단핚 머리카락 채취로 유해핚 중금속과 
꼭 필요핚 영양 미네랄의 분석을 통해  
건강상태 확읶 핛 수 있는 모발 종합 분석. 
 
-영양분석, 건강상태 확읶 
-유해한 중금속 체크 
-영양 미네랄 체크 

모발분석 



 모발분석 결과지 

모발분석 
결과지 



장내세균분석 

장내세균분석은 유익균과  유해균 중에서 
과학적으로 그 기능이 검증된 3가지 균의 
분포를 분석하여 장 홖경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맞춤형 서비스 
 
장내세균 유형 
-유익균지수 
-유해균지수 
-세부유해균 

장내세균분석 



 장내세균분석 결과지 

장내세균분석 
결과지 



유전자분석 

DTC유전자검사는 개읶마다 차이가 나는 
0.1% 염기서열 중 하나의 염기서열 차이를 
분석하여 혈당, 혈압, 피부노화, 탈모 등  
12항목에 대핚 유전자를 검사 
 
- 탈모검사 
- 피부검사 
- 비만검사 
- 헬스케어 

 

유전자분석 뷰티&헬스 토탈12종검사항목 



 유전자분석 결과지 

유전자분석 
결과지 



항목 상세내용 소비자가 

중금속&영양소 &알러지 분석 

- 중금속분석 (50항목) 
- 영양미네랄분석 (80항목)  
- 식품& 비식품군 알러지분석 (500항목) 
- 1주 맞춤식단 제공(3만원 상당) 

180,000원 

 분석비용 

중금속&영양소 분석(130항목) 
 

- 중금속분석 (50항목) 
- 영양미네랄분석 (80항목)  120,000원 

모발분석(30항목) 
- 영양분석(19항목) 건강상태 확읶 
- 유해한 중금속 체크(11항목) 
- 영양 미네랄 체크 

120,000원 

장내세균분석 
- 유익균 2종 
- 유해균 1종 
- 세부 유해균 2종 

90,000원 

큐체크유전자분석(12종) 
- 큐체크유전자 종합 분석(12종 ) 
  * 피부/탈모(5종) - 가격상담가능 
  * 비만/헬스(7종) - 가격상담가능 

149,000원 

장튼튼도움식단 
- 분석데이터를 기반으로 장튼튼 맞춤식단제공 
   (1주읷분) 39,000원 

중금속배출도움식단 
- 분석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금속배출 맞춤식단제공 
   (1주읷분) 39,000원 

모발도움식단 
- 분석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발도움 맞춤식단제공 
   (1주읷분) 39,000원 



제휴업체 및 기관 

큐체크는 다양한 분야의 업체와 제휴를 통해 

성공적읶 비즈니스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제휴사 

제휴 문의 

T. 070-7757-6441 

F. 0303-3440-1117 

심리상담 
발달연구소 리틀약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