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진은 생명을 구합니다

메릴랜드주 건강 및 정신위생국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DHMH)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시설의 운영

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방침은 인종, 피부색, 성별 또는 출

신국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직원 고용 및 특혜, 특권 및 

편의 제공에 적용됩니다.

메릴랜드주 건강 및 정신위생국 (DHMH) 은 미국 장애인

법 (With Disabilities Act) 을 준수하여, 자격 있는 장애인들은 
DHMH 의 서비스, 프로그램 특혜 및 고용 기회에 참여할 기

회를 보장해 드립니다.

자격여부를 확인하세요!

자격여부 확인은 쉽습니다. 지역 프로그램에 전
화만 하면 됩니다.

전화를 하시면 수입, 연령 및 의료보험 종류 (

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 등 귀하의 개인정보

에 대한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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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무료 검진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방 검진
유방 X선 검진

자궁경부암 검진

http://dhmh.maryland.gov/bccp
www.facebook.com/MDBreastandCervicalCancerProgram



유방검진, 유방 X선 검진 및 
자궁경부 세포진 검진: 메릴
랜드에 거주하는 여성 수천 

명이 자격 있습니다

누가 이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나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는 이 서비스를 받
으실 수 있습니다:

 • 40 세에서 64세까지, 

 • 한정된 소득 및

 •  의료 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거나, 유방 
검사, 유방 초음파 검사, PAP 검사 또는 
후속 검사 비용을 전액 지불해 주지 않는 
의료 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  의료 보험에 가입해 있으나, 스크린 
테스트를 받을 수 없었으며, 후속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방 X선 검진 전 
시행하는 

임상 유방검진은 
병원에서 시행되는 

간단한 검진입니다.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자격이 있을 경우, 지방 프로그램 직원이 검진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거주지역의 프로그램 
참여 의사에 대한 정보를 드리며, 병원 방문 
일정 설정에도 도움을 드립니다. 자격이 있는 
여성분들은 유방 검진, 유방 X선 검진 및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습니다. 방문이 끝난 후 

프로그램 직원이 검진 결과를 챙겨 드립니다. 

귀하께서 유방 검사 또는 자궁 검사의 후속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저희 직원이 
필요사항을 설명해 드리고, 추가 검사 비용 

지원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번역, 교통수단 또는 기타 지원이 필요하실 
경우 프로그램 직원에게 알려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검진 서비스는 누가 제공합니까?

대부분의 경우 개인 의사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의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저녁이나 주말에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검진들을 왜 받아야 합니까?

유방 검진, 유방 X선 검진 및 자궁경부암 
검진을 매년 정기적으로 받게 되면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면, 더욱 쉽게 치료할 수 
있으며, 그만큼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검진은 생명을 구합니다. 유방 검진, 유방 X선 
검진 및 자궁경부암 검진을 일상생활의 일부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가족,  친지분들께도 이 
서비스에 대해 꼭 말씀해 주십시오!

유방 X선 검진은
유방의 X선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전문사진사가 
과정을 설명해 
드립니다.

“제 언니는 매년 유방 검진과 유방 X선 검진을 

받고, 자궁경부암 검진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받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의료보험이 없고, 또 이 

검진들을 정기적으로 받을만큼 돈도 없어요. 지방 

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검진을 받고 있어요.”

“제 주치의한테서 유방 검진과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수 있었어요. 아주 쉬웠어요. 제 지역의 보건부 

아웃리치 직원이 의사 검진 약속을 정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두 가지 검진을 한번에 다 받았어요.”

“아무도 암에 대해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 지역의 프로그램을 통해 받았던 유방 X선 검진에서 

유방암을 조기에 검진하게 되어 제가 아직 살아 있어요.

여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유방 검진을 매년 하게되면 인생을 더 오래 

즐길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의지하는 소중한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