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암 검진     약 13,000 엔 

폐암 검진     약 5,000 엔 

대장암 검진    약 4,000 엔 

자궁경부암 검진  약 8,000 엔 

맘모그래피 검진   약 7,000 엔 

위암 검진        500 엔 

폐암 검진        500 엔 

대장암 검진      800 엔 

자궁경부암 검진    800 엔 

맘모그래피 검진     800 엔 

 

 

 

 

 

 

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특별한 진찰요금으로 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 모두 같이 암 검진을 받읍시다. 

 

  

 

 

 

 

 

（실시의료기관은 뒷면을 보십시오） 

 

 

보건센터에서의 진찰일시는 시정소식을 보시거나 보건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자궁암 검진 및 유방암(맘모그래피） 검진은 4 월 1 일 현재 나이가 짝수인 분이 진찰 

대상입니다. 단, 자궁경부암 검진은 전년도에 진찰받지 않은 분에 한해 4 월 1 일 현재 홀수 

나이이신 분도 진찰받을 수 있습니다. 

종 류 대 상 자기부담금 검사내용 

위암 검진 

40 세 이상의 남녀 

500 엔（연 1 회） 

문진  

위Ｘ-선촬영（바리움） 

폐암 결핵 검진 문진 흉부Ｘ-선검사 

필요한 분 객담 세포진 검사 

대장암 검진 
800 엔（연 1 회） 

문진  

대변 잠혈반응 검사 2 일법 

자궁경부암 검진 20 세 이상의 여성※ 

800 엔 

（2 년에 한 번） 

문진 시진 내진 경부세포진 

필요한 분에게는 체부 세포진 

(500 엔의 추가 진찰비용이 필요 

합니다.） 

유방암 검진 

（맘모그래피） 

40 세 이상의 여성※ 문진 시진 촉진 

맘모그래피（유방 Ｘ-선촬영） 

간염바이러스 검진 

（Ｂ형 Ｃ형） 

40 세이상의 남녀 

（한 번도 검사받은 

적이 없는 분） 

1000 엔 문진 혈액검사 

 

종 류 대 상 진찰료 검사내용 

폐암 결핵 검진 40 세 이상의 남녀 
무료（연 1 회） 

문진 흉부Ｘ-선검사 

필요한 분 객담 세포진 검사 

유방암 검진 

（맘모그래피） 

40 세 이상의 여성※ 800 엔 

（2 년에 한 번） 

문진 시진 촉진 

맘모그래피（유방 Ｘ-선촬영）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암 검진 

 

보건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암 검진 

이 가격으로 

진찰 받을 수 

있다니!! 

특정건강진단과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히가시오사카시민중 왼쪽 기재 

연령이시면 보험 종류에 상관없이 

진찰받을 수 있습니다. 



１．「후기고령자의료피보험증」을 가지고 계신 분. 

２．「고령수급자증」을 가지고 계신 분. 

３．생활보호수급 또는 시민세 비과세 세대에 족하시는 분 중 보건센터에서 무료 

수진증을 받으신 분. 

 

히가시오사카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072-960-3802 FAX：072-960-3809 

         히가시보건센터  전화：072-982-2603 FAX：072-986-2135  

                나카보건센터    전화：072-965-6411 FAX：072-966-6527  

니시보건센터    전화：06-6788-0085 FAX：06-6788-2916  

 

 

 

 

 

 

 

 

 

 

 

 

 

 

 

１．진찰을 받을 때 「히가시오사카시 암 검진 수진표」를 제시하십시오. 

「히가시오사카시 암 검진 수진표」가 없는 분은 재발급할 테니 아래의 

문의처까지 연락해주십시오. 

                   

２．｢후기고령자의료피보험자증｣｢고령수급자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진찰을 받을 때「히가시오사카시 암 검진 수진표」와 함께 제시하십시오. 

 

 

 

아래의 분은 암 검진 진찰료가 무료입니다. 

 

 

 

 

 

다음 문장을 읽고 동의하에 진찰을 받으십시오. 

１．진료받은 히가시오사카시 암 검진의 결과는 히가시오사카시의 암검진 분석을 위해 

익명(개인이 특정되지 않는 상태)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２．히가시오사카시에서는 효과적이며 정밀도가 높은 검진 체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밀검사가 

필요해진 분에게는 정밀검사의 진료 상황이나 결과를 본인 및 진료 의료기관에 문서나 

전화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시내 취급 의료기관에서 

진찰받을 경우  

뒷면의 각 의료기관에 직접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센터에서 진찰받을 경우 

보건센터에 전화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시정소식 또는 

보건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결과를 들으러 간다.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정밀검사를 받으십 

시오. (보험진료) 

 

 

 

진찰받을 때는  

「히가시오사카시  

암 검진 수진증」이  

필요합니다. 

「후기고령자의료피보

험자증」「고령수급자

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같이 가지고 

오십시오. 

진찰 법 

 

３．암 검진 일시, 검사 전의 주의사항 등은 진찰받을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찰받을 때는 만일을 위해 

건강보험증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① 예약한다 ②진찰받는다 ③결과를 듣는다 

문의처 

암 검진 수진표 

진찰시 주의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