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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에 관한 사실 

 자궁경부암 은 자궁경부 에 생기는 암입니다 자궁경부는 

자궁의 밑 부분으로 질의 가장 안쪽 끝에 있습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HPV)가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됩니다.  

자궁경부암은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되지 않으면 심각하고 죽음에 까지  

이르게 되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의사가 간단한 자궁경부 검사(Pap test)로  

자궁경부의 암 여부 또는 암의 초기에 있을 수  

있는 징후들을 확인합니다. 

자궁 경부암은 예방할 수 있나요?

예! 자궁경부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여성은  

자궁경부 암에 걸릴 가능성이 낮습니다.  

얼마나 자주 자궁경부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언제나 의사와 상의하십시요. 

자궁경부 검사 표준 권장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21-29세: 3년마다  

 만 30-65세: 3년마다 아니면 HPV 검사를 한 경우엔 5년 

 만 66세 이상: 선별 검사를 받은 적이 없을 경우 

 만 20세 미만: 자궁경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궁경부암의 원인은? 

자궁경부암의 원인은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입니다. 

HPV는 성적 접촉으로 전염되는 감염입니다. HPV는 생식기 사마귀와 기타 종류의 암의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HPV 감염은 얼마나 흔한가요? 

매우 흔합니다. 모든 성인의 약 절반은 살아가면서 어느 시점에 HPV에 감염됩니다.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 하세요! 

      자궁경부암과  자궁경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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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 검사 예약  

자궁경부 검사를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귀하께서 의료보험이나 Medi-Cal, 또는 Medicare 가 있으시다면 주치의에게  

연락하십시요.  

 만일 귀하께서 건강보험이 없으시다면 

친절한 여성건강국의 교환원들이 가까운 곳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를  

받으시도록 예약을 해 드립니다.   

교환원은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그리고 베트남어를 합니다.  

HPV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HPV 백신은 HPV와 자궁경부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HPV백신을 맞기에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인가요?  

 성관계를 처음 갖기 전에 백신을 맞을 수 있다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만 11살과 12살의 소녀와 소년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그러나 만 9살  

에서 18살사이 어느때에 맞아도 됩니다.   

 성인 남녀라도 만 26세까지 백신을 맞으면 됩니다.  

 주치의에게 백신 접종에 관하여 문의하시거나 의뢰를 위하여 1-800-793-8090번으로 

전화하십시요.

여성 건강국

번으로 전화하십시요

(월요일-금요일, 8 AM - 6 PM 또는 메세지를 남기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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