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et your tests! – Korean

권장된 암 선별검사

25세 ~ 39세 40세 ~ 49세 50세 이상 용어집
결장직장암 검사*

당신이 결장암 또는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높은지의 여부를 
알아보십시오. 아니면, 지금은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장직장암 검사*
45세에 검사를 시작하십시오. 몇 가지 종류의 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검사가 당신에게 가장 좋은지에 대해 의료인과 상담하십시오. 어느 
검사를 선택하든지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결장직장암 검사
이들 검사는 결장직장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가 더 용이할 
수 있는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 검사
지금은 어떠한 검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립선암 검사
45세부터, 암 발생 위험이 

높은 남성은 (아프리카계 남성, 
아프리카계 혈통의 카리브 남성, 
및 65세 전에 전립선암이 있었던 

가까운 가족이 있는 남성은) 
의료인과 검사의 잠재적 위험과 
이점에 대해 상담해야 합니다. 

전립선암 검사
검사가 당신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사의 잠재적 
위험과 이점에 대해 의료인과 
상담하십시오. 검사를 받기로 

결정하면, PSA 혈액검사를 
단독으로 또는 수지 직장검사와 
함께 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자주 
검사받을지에 대해 담당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전립선암 검사
전립선-특이 항원(prostate-specific 
antigen: PSA)의 혈중 농도는 
전립선암뿐만 아니라, 다른 병태도 
있는 남성에서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유방암 검사*
당신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은지의 여부를 알아보십시오. 
아니면, 지금은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유방이 모양이나 느낌에 
변화가 있다는 낌새가 보이면 즉시 

담당 의사나 간호사에게 알려 
주십시오.

유방암 검사*
40세~44세의 여성은 매년 

유방조영상으로 유방암 선별검사를 
시작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45
세부터, 매년 유방조영상 검사를 

받으십시오.

유방암 검사*
45세부터 54세까지 매년 

유방조영상 검사를 받고, 그 다음 
55세에는 2년마다, 또는 매년 

유방조영상 검사를 받는 것으로 
바꾸십시오.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예상 수명이 10년 이상인 한 
선별검사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유방조영상
선별 유방조영상은 유방 증상이나 
문제가 없는 여성에서 유방암 
징후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유방 x-선 촬영상입니다.  

자궁경부암 검사
자궁경부가 있는 25세 내지 65세의 사람들은 원발 HPV 검사를 5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원발 HPV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공동 검사를 (Pap 검사와 함께 HPV 검사를) 5년마다 또는 Pap 검사를 3년마다 

받으십시오. HPV 백신을 맞은 사람은 그럼에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궁경부를 수술로 적출한 사람은, 그 
수술을 자궁경부암 또는 위중한 전암을 치료하기 위해 실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Pap 검사
Pap 검사는 자궁경관의 세포 
변화 또는 이상 세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HPV 검사
사람 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검사는 그 
바이러스를 확인하는 것이고 Pap 
검사와 동시에 실시될 수 있습니다. 

일차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검사

선별하기 위해 단독으로 시행되는 
HPV 검사.

동시-검사

HPV 검사와 Pap(자궁경부질세포진) 
검사를 함께 검사함.

폐암 검사.
당신이 50세~80세의 현재 또는 
예전 흡연가이고 건강 상태가 꽤 
양호한 경우에는 매년 저선량 CT 
스캔 검사를 받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폐암 검사
흡연을 하거나 흡연을 하였던 
사람들은 폐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습니다. 당신이 폐암에 걸릴 
위험과 검사를 받는 것에 대해 
의료인과 상담하십시오.

보험은 통상적으로 예방 및 선별검사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당신의 구체적 의료상 이익을 조사하여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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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된 암 검사는 당신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 
검사에 대해 담당 의사나 간호사에게 물어보십시오.

검사를 받으십시오!

어느 종류의 암에 걸렸던 경우 또는 모친, 부친, 형제, 자매 또는 자녀가 암에 걸렸던 경우에는 담당 의사나 
간호사에게 반드시 알려 주십시오.

* 당신이 특정한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몇 가지 암 검사를 더 조기에 시작해야 하거나 더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담당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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