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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서는 요청할 경우 장애인을 위해  
다른 형식으로도 제공됩니다. 다른 형식을 원하면  

1-800-525-0127 (TDD/TTY 711)번으로 요청하십시오.

유방, 자궁경부 및 대장 
건강 프로그램

암 선별 검사를 
받기 위한 새로운 
옵션 정보 확인!

Washington 
Healthplanfinder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십시오. 
상세 정보는 안쪽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유자격자에 한해 유방암, 
자궁경부암 및 대장암 

선별검사 제공

암 선별 검사는 생명을 구합니다!
•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치료하기가 
수월하고 완치율도 훨씬 높아집니다.

• 암 조기 발견에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으로 선별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암의 경우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방, 자궁경부 및 대장 건강 프로그램
Office of Healthy Communities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Health
Point Plaza East, 310 Israel Road S.E.

PO Box 47888, Olympia, WA 98504-7880
www.doh.wa.gov/bcchp

1-888-438-2247

Partners promoting healthy 
people in healthy places

www.doh.wa.gov/healthycommunities

새로운 보험 옵션을 확인하십시오!
가입한 건강보험이 있을 경우: 
대부분의 건강플랜에서는 이제 유방암, 
자궁경부암 및 대장암 선별 검사를 보험 
혜택으로 제공합니다. 귀하의 건강플랜에 
전화해 이들 검사들을 보험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문의하십시오.  

건강보험이 없거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형편이 
안되는 경우, 이제 다음 두 가지 새로운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Washington Apple Health에 가입함. 
 이 확장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며, 이제 더욱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자격 건강플랜(Qualified Health Plan)
을 구매함. Washington Apple Health 
가입자격이 없는 사람의 경우, 저렴한 
건강플랜에 가입할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 새 보험 옵션에 가입하십시오!  
웹사이트 방문:  http://wahealthplanfinder.org

전화:   1-855-923-4633 

TTY/TDD:   1-855-627-9604 

   175개 언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방, 자궁경부 및 대장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유자격자에 한해 
무료 암 선별 검사를 제공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

• 저소득층

• 연령 범위에 부합한 자

제공 서비스:
• 여성의 경우 유방암 선별 검사(유방 

진찰 및 유방 X선 검사) 제공

•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암(팹 테스트) 
선별 검사 제공 

• 남녀 모두에게 대장암 선별 검사(집에서 
할 수 있는 검사 키트 사용) 제공 

• 암 치료 필요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추가 검사 제공

• 치료 기관을 찾는 데 도움 제공 

Washington Apple Health 가입자격이 
없고 달리 건강보험이 없으면 무료 암 
선별 검사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방, 자궁경부 및 대장 건강 
프로그램에 전화하십시오! 
아래에서 자신의 거주 카운티를 찾아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십시오.
Island, Pierce, San Juan, Skagit, Snohomish, 
Whatcom
 Citrine Health: 1-888-651-8931

Clark, Cowlitz, Grays Harbor, Lewis, Mason, Pacific, 
Skamania, Thurston, Wahkiakum
  PeaceHealth Southwest Medical Center:  

1-800-992-1817

Clallam, Jefferson, King, Kitsap
  공중 보건 – Seattle 및 King 카운티:  

1-800-756-5437

Adams, Asotin, Ferry, Garfield, Lincoln, Pend Oreille, 
Spokane, Stevens, Whitman
  Spokane 지역 보건 지구: 1-888-461-8876

Chelan, Douglas, Grant, Okanogan
 Confluence Health: 1-888-551-3994

Benton, Columbia, Franklin, Kittitas, Klickitat, Walla 
Walla, Yakima
 Yakima 보건 지구: 1-800-535-5016

알아야 할 중요 정보!
의사에게 암 선별 검사 시기와 그 횟수에 
관해 문의하십시오.*

9–26세 
청소년의 경우, 자궁경부암과 그 밖의 
암을 예방할 수 있는 HPV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21세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암 선별 검사를 
권장합니다. 자궁경부암 선별 검사시 유방 
검진도 받을 수 있습니다. 

40세 
여성의 경우, 유방암 선별 검사를 
권장합니다. 의사에게 언제부터 정기 유방 
X선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50세 
남녀 모두에게 대장암 선별 검사를 
권장합니다. 의사에게 어떤 유형의 대장암 
선별 검사가 내게 적합한지 문의하십시오.

* 유방암 또는 대장암을 앓은 가족이 

있으면 암 선별 검사를 더 일찍 

시작하는 것에 관해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