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쓰에시 암검진 안내 

마쓰에에서는 암 검진료의 약 8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시마네국제센터에서는 무료로 통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약 혹은 진찰 시에 이용해 주세요. (영어・중국어・타갈로그어・포르투갈어) 

※파견 희망일 4일 전까지 의뢰양식 https://www.sic-info.org/support/community- interpreter 에 의뢰 

내용을 작성하여 통역을 의뢰합니다. 

(1~3일 전 의뢰는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의뢰서를 발신하면 tsuuyaku@sic-info.org 에서 자동 답장 메일을 발송하니 

의뢰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시마네 국제 센터는 파견 의뢰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통역             

봉사자를 조정합니다. 통역 봉사자는 당일 활동 장소에서 통역 활동을 

실시합니다.  

 

 

 

 

암의 조기 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암 검진이 필요합니다. 

대상자에게는 5 월 말 ⎾암 검진・치주 질환 검진 등 진찰권(엽서)⏌을 

발송합니다. 

내용은 기간 내 진찰 가능한 암 검진이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암 ★대장암 ★폐암 ★자궁암 ★유방암 ★전립선암   

（자세한 내용은 뒷면에 적혀있습니다.） 
 

 암 검진을 위해서는  

엽서(진찰권)가 필요합니다！ 



                    

※이동검진차를 이용한 검진은 각 지역별로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검진 안내(けんしんのお知らせ)」에 일정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종별 대상자 진찰 장소 예약 비용 

위암 

바륨 검사 40세 이상의 남녀 
병원 필요 1,700엔 

이동검진차 불필요 700엔 

내시경 

（위 카메라） 
50세～74세의 남녀 병원 필요 2,000엔 

대장암 

（분변잠혈 검사） 
40세 이상의 남녀 

병원 필요 400엔 

이동검진차 불필요 

200엔 우편물 발송을 

통한 검진 
불필요 

결핵・폐암 

（X-ray 검사） 
40세 이상의 남녀 

병원 필요 
500엔 

（가래 검사:600엔） 

이동검진차 불필요 
200엔 

（가래 검사:300엔） 

자궁암 

①경부세포진 검사 

②체부(내막) 세포진 검사 

③인유두종바이러스(HPV)

검사 

①②20세 이상의 여성 

③2018년 4월 1일 시점에서 25세 

이상의 여성(1993. 4. 1이전 출생이신 

분) 

병원 필요 

【①경부】1,100엔 

【①경부＋③HPV】1,800엔 

（②체부(내막) 검사:600엔） 

이동검진차 불필요 
【①경부】600엔 

【①경부＋③HPV】1,200엔 

유방암 

（매모그러피 검사 

(유방 X 선 촬영)） 

①2회 촬영：40～49세의 여성 

②1회 촬영：50세 이상의 여성 

병원 필요 
① 1,100엔 

② 700엔 

이동검진차 

필요 

예약 및 예약상황 

문의처 

시마네현 

환경보건공사 

☎61-8077 

① 1,100엔 

② 800엔 

전립선암 

（혈액 검사） 
50세 이상의 남성 

병원 
필요 

（일부 불필요） 

300엔 

※건강검진과 동시에  

진찰하는 경우 200엔 

이동검진차 필요 200엔 

 

홈페이지에서도 

「검진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암 검진의 자세한 내용은 

초록색 표지의「검진 안내(けんしんのお知らせ)」에 

적혀 있습니다. 

(시보 6 월호와 함께 배부합니다) 

암 검진 내용, 예약, 비용에 대해서 

・암검진 문의처：마쓰에시 건강추진과☎ 60-8174（일본어） 

E-mail:hokenkikaku@city.matsue.lg.jp (영어・중국어・한국어・프랑스어 가능) 

・통역 봉사 서비스 문의：시마네국제센터 ☎ 31-5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