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서비스

요금 납부

클리닉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MSP 카드 소지자 - 무료



피임 및 성병 정보



낙태 시술 및 추적 검사

BC주 보건부(Ministry of Health)는 BC주 의료
보험(BC주 케어카드)이 있는 여성들이 진료소에서
받는 모든 낙태 시술을 보험으로 처리하여 줍니다.



클리닉에서 저렴한 피임약 및 도구 구매

MSP 보험 신청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검사실 검사의 종류


RH 인자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성병 선별검사

비거주자도 다음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12주까지의 낙태 		 $500
임신 12주~16주 6일까지의 낙태		 $550
위 가격은 추적 검사 요금이 포함된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 상담원들이 여성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도움을 드리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옵션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상담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돕습니다.



낙태 시술 당일의 상담으로 임신과 낙태 결정에
관한 느낌을 상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낙태
시술을 설명하고 피임법을 상의합니다.



낙태 후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낙태 시술은 최장 16주 6일까지의 임신에 대하여
행해집니다. 시술 도중과 이후에는 본원의 전문
간호진이 정성껏 돌보아 드립니다.
낙태 시술은 노련하고 숙달된 의사들이 부분 마취를
하고 조용한 진공 흡인법을 사용하여 행합니다. 의식을
유지하는 진정제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안전하고 간단한 임신 중절법입니다.

타주 거주자에게는 거주지에서 제출할 타주 환급
양식을 드립니다.
예약 시 전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현금이나 직불카드, 신용카드입니다. 죄송하지만,
개인 수표는 받지 않습니다.

낙태 시술을 앞둔 환자를
위한 정보
1. 시술 당일 클리닉에서 머무는 시간을 2~3
시간으로 넉넉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낙태
시술 자체는 10~15분밖에 안 걸립니다.
2. 환자는 시술을 받는 짧은 시간 동안 의식이
있으며, 진정제로 편안하게 계실 수 있습니다.
3. 예약 시간 최소한 4시간 전부터는 아무 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투명한 음료는 예약 시간
전까지 마시셔도 됩니다.
4. 투여된 약물의 영향 때문에 낙태 시술 후 24
시간 동안은 차를 운전하지 마십시오. 댁까지
차를 태워줄 분과 클리닉에 함께 오시거나
대중교통으로 귀가하시면 됩니다.
5. 대기실이 크지 않은데다 다른 분들을
배려하셔서, 시술 당일에는 자녀를 클리닉에
데려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오실
분이 있다면, 클리닉에는 환자 이외에 한 분만
들어오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두 분 다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예약 방법
엘리자베스 백샤 여성 클리닉의 진료 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이며, 법정 휴일은 쉽니다.
엘리자베스 백샤 여성 클리닉은 웨스트 브로드웨이의
Toys ‘R’ Us 맞은편에 있습니다. 주변에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본 클리닉은 향수 금지 구역입니다.
본 클리닉이나 제공 서비스 또는 낙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ebwc.ca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약 또는 문의 전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604-736-7878
예약 방문에 한합니다
본인이 직접 예약하시거나, 가정의, 의료 기관, 여성
단체 또는 사회 복지 기관의 의뢰로 예약하셔도
됩니다.

엘리자베스 백샤 여성 클리닉은 등록된 비영리
공인 의료 시설로, 비밀을 보장하는 안전한
분위기에서 충분한 상담과 함께 생식 계통 및
낙태 서비스 제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백샤
여성 클리닉

엘리자베스 백샤 여성 클리닉은 1930년대에
캐나다 최초의 지역사회 산아 제한 클리닉을
개원하고 직접 개업의로 일한 여의사의 이름을

Elizabeth Bagshaw
Women's Clinic

따서 지어졌습니다. 백샤 박사는 전문인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가족 계획 실천 및 여성이 정보를
토대로 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헌신했습니다.

심벌 소개

모란: 여성에게 월경이 없어졌을 때 모란 한 뿌리를
목걸이로 하면 정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은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백샤
여성 클리닉
#200 - 1177 West Broadway
Vancouver, B.C. V6H 1G3
전화: (604) 736-7878
팩스: (604) 736-8081
무료전화: 1-877-736-7171
www.ebwc.ca

여성에게 양질의 진료
서비스 제공
Providing
Quality Health Care
to Women

“엘리자베스 백샤 여성 클리닉은 모든 여성이
자유로이 선택하고, 유자격 진료를 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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