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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보건 클리닉  
진료 항목:

	면역 예방접종 진료
	아동 진료
	가족 계획 서비스

1725 W. 17th Street 
Santa Ana, CA 92706

(800) 914-4887

주말 및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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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 예방접종 진료

가족 계획 서비스

아동 진료

성인 및 아동 예방접종
Medi-Cal 자격이 있거나 가입된 보험이 
없는 19세 미만의 아동은 무료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거나 백신 접종을 포함하지 않는 보
험 가입자인 19세 이상 성인은 저비용으로 백
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위한 백신과 항말라리아 처방전을 
저비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료 시간
월~금 | 오전 7:30 ~ 오후 4:30

점심시간: 오전 11:45 ~ 오후 12:45

주말 및 공휴일 휴무.

클리닉 위치: 1725 W. 17th Street, Santa Ana, CA 92706. 예약을 하거나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800) 914-4887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있는 Medi-Cal 및 보험 미가입 유아, 
아동,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신체 검사

	 아동 예방접종

	 치과의,	검안사 및 기타 전문의 소개

	 검사 및 테스트:	
	 결핵,	빈혈,	포도당,	시력,	청력,	콜레스테롤,	납

		 경증 질병의 진단과 치료

진료 시간
월~금 | 오전 7:30 ~ 오후 4:30

점심시간: 오전 11:30 ~ 오후 12:3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본 기관은 가족 계획, 이용, 진료 및 치료
(Family Planning, Access, Care and 
Treatment, FPACT) 서비스 제공자로서 
자격이 있는 모든 성별의 개인에게 생식 
건강 진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캘리포니아 거주

	 저소득층

	 가족 계획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보험	
없음

	 가족 계획 서비스를 위한 의료적 도움 필요

FPACT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피임 방법 – 자궁내 기구(IUD), 주입을 
비롯한 다양한 피임 방법

 긴급 피임(예: 사후 피임약)

 대부분의 성적 접촉에 의한 감염(STI)

 자궁경부함 검사

진료 시간
월~금 | 오전 7:30 ~ 오후 4:30

점심시간: 오전 11:30 ~ 오후 12:3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Medi-Cal, CalFresh, CalWORKS 및 기타 서비스 현장 등록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