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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 관한 인식의 중요성 

프로그램 

하워드 카운티 담배 인식 프로그램은 

증거 정보에 근거한 전자담배 및 흡연에 

대한 인식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혹은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며 그 

목적은 청소년들 사이에 모든 담배 

제품의 사용을 경감하며 청소년 시기의 

전자 담배 사용에 대한 어른들에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사회 건강 교육 요청 

우리는 봉사하는 지역사회의 교육을 돕는 데 

헌신하며 향후에 온라인 혹은 대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환영합니다. 

https://bit.ly/3L7Upmp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참여하세요 

하워드 카운티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에 대해 알아보세요.    

www.hclhic.org를 방문하세요. 

 

 

 

오늘 연락하세요! 
410-313-4255 

추가 자료: 

CAREAPP을 사용하면 음식, 주택공급, 건강 그리고 

더 많은 것들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www.FindHCResources.org 를 방문하세요.  

 

 

8930 Stanford Blvd. 
Columbia, MD 21045 

전화: 410-313-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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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서비스  

유방 및 자궁경부 암 검진 사업 

유방 및 자궁경부 암 검진 

사업(BCCP)에서는 유방 및 자궁경부 암 

검사, 진단, 그리고 하워드 카운티의 

대상이 되는 여성에게 환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임상 유방 검사 

• 유방 조영상 

• 유방 생검술 

• 팹 검사 (자궁경부질세포진 검사) 

• HPV 시험 

• 질확대경 및 자궁경부 검사 

• 교육 

• 환자 안내(예약, 교통, 통역 

서비스 등의 도움) 

 

 
직장결장암/암 예방,  

교육, 검진, 치료 

프로그램(CRC/CPEST) 

CRC/CPEST은 직장결장 검사, 진단, 

환자 안내서비스를 하워드 카운티에 

해당 대상 개인에게 제공합니다.  

• 교육 

• 전문가 선별 방문 

• 검사 준비를 위한 약물 

• 대장 내시경 검사 

• 환자 안내(예약, 교통, 통역 서비스 

등 제공) 

• 사례 관리 

• 필요한 경우 치료 연결 

 

 
금연 프로그램 

하워드 카운티 흡연 예방 및 

금연프로그램은 미국 폐 학회의 

흡연으로부터의 자유 교육과정을 모델로 

한 근거에 기초한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무료 교육 및 지원이  

하워드 카운티에서 살고,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제공됩니다.  

• 대면 및 전화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 임상 간호사가 진행하는 무료 검사  

• 니코틴 대체 치료 

 

자료  

• 메릴랜드 금연 무료 전화: 1-

800-QUIT-NOW 
www.SmokingStopsHere 

• 13-24세인 메릴랜드 거주자는 

금연 위한 요령과 지원을 위해 

887-09 로 문자’Ready’ 를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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