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방조영상 (mammogram) 검진 후 다음 절차는? 

중요한 건강검진 받으신 것을 축하드려요! 

유방조영상은 두 명의 방사선 전문의에 의해 판독될 것입니다. 2주 내로 우편이나 전자적으로 발송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달리 요청하지 않은 한 사본이 지명하신 GP 에게도 발송됩니다. 귀하의 동의 

하에 유방조영상 결과는 귀하의 My Health Record 에 포함될 것입니다. 

우려사항이 있으시면 본 기관의 웹사이트 www.breastscreen.health.wa.gov.au를 방문하시거나                   

(08) 9323 6700 혹은 국내 무료 통화 1800 800 033 에 전화하십시오. 

X-ray 재촬영이 필요한 경우는? 

아주 드물게, 생성된 이미지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을 경우 방사선 전문의가 X-ray 재촬영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할 경우 재방문을 요청하는 전화 혹은 서신이 발송됩니다. X-ray 재촬영은 검진 

클리닉에서 실시될 것입니다.   

추가 유방 X-ray가 필요할 경우는? 

20명의 여성 중 약 1명이 추가 유방 X-ray를 위해 재방문 요청을 받습니다. 이 X-ray는 좀더 정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유방 부위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BreastScreen WA가 

연락하여 예약을 잡아 드릴 것입니다. 

도시권에 사는 여성들 

도시권에서는 추가 X-ray가 BreastScreen WA의 유방 검진 센터 (Breast Assessment Centre) 중 한 

곳에서 실시됩니다. 위치는 Fiona Stanley, Royal Perth 그리고 Sir Charles Gairdner Hospitals입니다. 

이들 추가 X-ray에는 대개 문제가 없지만 소수의 여성들에게 초음파 혹은 조직 검사 등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검사들은 추가 X-ray 날과 동일한 날에 하게 됩니다.  

서호주 시골 지역에 사는 여성들 

시골 지역의 여성들을 위해서는 추가 X-ray가 이동 검진 서비스에서 실시됩니다. BreastScreen WA에서 

연락하여 추가 검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알릴 것입니다. 

Bunbury South West Health Campus에 영구적 지방 검진 및 평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추가 검사를 받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암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추가검사가 필요한 모든 여성의 경우, Breast Assessment Centre 로 의뢰 혹은 자신의 GP 와 상담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Breast Assessment Centre 의 검사결과는 심부조직검사 결과 외에는 

모두 당일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심부조직검사 결과는 24 시간 후에 가능합니다.  

유방암을 가진 소수의 여성에게는, 조기발견이 성공적인 치료의 가능성을 훨씬 더 높여 줍니다. 작은 

유방암인 경우, 큰 암 수술의 경우처럼 대수술을 하지 않고 더 소규모 수술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유방조영상이 모든 유방암을 발견할까요? 

유방조영상 검진을 통해 70-90%의 유방암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수의 암이 유방조영상에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방조영상이 유방암 때문에 생긴 변화를 놓치거나 (허위 음성) 혹은 추가 

검사가 유방암 때문이 아닌 변화 (허위 양성)를 검사하기 위해 수행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유방조영상에 유방암 징후가 전혀 발견되지 않더라도, 유방에 멍울이나 유두의 분비물 또는 

평소에 없던 유방 통증 지속 등의 변화가 발견되면, 지체없이 GP 를 보아야 합니다. 낭종과 같은 무해한 

변화는 종종 유방조영상에 발견되지만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 않는 한 여러분에게 통보되지 않습니다. 

 

  
 
 
 

       

 
 

 
 

AFTER YOUR SCREENING MAMMOGRAM, WHAT NEXT?   Korean - 한국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BreastScreen WA 에서 다음 유방조영상 검진이 다가올 때 서신이 발송됩니다. 어떤 이유로 서신을 받지 

못할 경우 본 기관에 13 20 50*으로 전화하시면 귀하를 위해 예약을 해드립니다. 

촬영된 유방조영상은 차후 유방 검진과 비교하기 위해서 잘 보관될 것입니다. 

75 세 이상의 여성은 상기 서신을 받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거나 13 20 50*으로 전화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주소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13 20 50*에 전화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통역이 필요하시면 13 14 50 에 전화하십시오 

(*시내 통화 요금 적용). 

다른 무엇을 해야 되나요? 

50세 이상의 여성은 2 년 마다 유방조영상 무료 검진을 받습니다. 

• 주기적으로 검사하면서 발견되는 유방암은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 여성의 1-5%만이 자신들의 유방암 가족력의 중대함에 따라 매년 유방조영상 검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유방암을 앓은 적이 있다면, 주기적으로 GP 와 상담하고 매년 유방조영상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유방에 대해 알아 두세요 

• 정상일 때의 유방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 둡니다. 거울에 비쳐 보고 때때로 만져 봅니다.  

• 유방에 평소와 다른 변화가 생기면 지체없이 GP 와 상담합니다. 

• 다음 GP 예약 시에 유방 건강에 대해 문의합니다. 

간과해서는 안될 변화의 예: 

1. 유방 혹은 겨드랑이 부분의 혹, 응어리 혹은 비후 

2. 유두의 함몰, 전에 없던 유방 분비물, 가려움 혹은 궤양 피부 등의 변화 

3. 오목 형성, 주름 혹은 발진 등 피부의 변화 

4. 유방의 다른 부위와 다르게 느껴지는 특정 부위 

5. 전에 없던 지속적 통증. 

문의사항이 있으세요? 

GP에게 연락하세요. 혹은 예약을 위한 전화: BreastScreen WA 13 20 50, 정보를 위한 전화:                     

(08) 9323 6700, 혹은 시골지역 여성을 위한 무료통화 전화: 1800 800 033  

이메일: breastscreenwa@health.wa.gov.au  

국립 릴레이 서비스: www.relayservice.gov.au 

통번역서비스 (TIS) 13 14 50 

한국어로 된 정보가 가능한 BreastScreen WA 웹사이트: 

www.breastscreen.health.wa.gov.au/Breast-screening/Multicultural-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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