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 형 간염 검사가 한인들에게는 왜 중요한가? 

Why is Hepatitis B testing important for Koreans? 

 

자료 안내서 

Resource Guide 

 

LA 와 인근 지역 

Greater Los Angeles Area 

 



B 형 간염 자료 안내서: 한인 타운 Hepatitis B Resource Guide: Korea Town 
 

한인건강정보센타 Korean Health 

Education Information and 

Research (KHEIR)  

3727 West 6th St. #200 

Los Angeles, CA 90020 

(213) 637-1070 

진료 시간: 월-금 8:00-5:30 분 

Hours: Mon-Fri 8:30am-5:00pm 
언어: 영어, 한국어 
Languages: English, Korean 
B 형 간염 피검사비: $35* 
Testing: $35* 
백신 주사비: $80/주사 x3 = $240* 
Vaccinations: $80/shot x3 = $240* 
B 형 간염 치료 제공 안 합니다. 다른 의사에게 

소개해드립니다. 
Treatment Available? No, referral provided. 
예약이 필요합니다. 
 Appt required? Yes 

*초진 진료비는 $40 포함 안 되 있습니다. 
 *First visit costs an additional $40. 

 
 
 
 
 
 
 
 
 
 
 
 
 
 
 

고려 보건소 Koryo Health Foundation  

1058 South Vermont Ave. #227 

Los Angeles, CA 90006 

(213) 380-8833 
진료 시간: 월-금 8:30-5:00 시  

(점심 시간: 12-1 시) 
Hours: Mon-Fri 8:30am-5:00pm  
(Lunch hour: 12-1pm) 
언어: 영어, 한국어 
Languages: English, Korean 
B 형 간염 피검사비: $50 
Testing: $50 
백신 주사비: $80/주사 x3 = $240* 
Vaccinations: $80/shot x3 = $240* 
B 형 간염 치료 제공 안 합니다. 다른 의사에게 

소개해드립니다. 
Treatment Available? No, referral provided. 
예약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3:30 분 전에 

오셔야합니다. 
Appt required? No, but must walk-in before 
3:30pm 
*수입이 적으면 무료 입니다. 
*Free if low income. 

 

성빈센트 병원 아태 간 센터 Asian Pacific 

Liver Center (APLC) 

2200 West 3rd St #500 

Los Angeles, CA 90057 

 1 (888) 236-2752 

 
진료 시간: 월-금 8:30-5:00 
Hours: Mon-Fri 8:30am-5:00pm 

언어: 영어, 한국어 
Languages: English, Korean 
B 형 간염 피검사비: 가격이 수입에 따라 

다릅니다. $0-$50/검사 (진찰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Testing: Pricing depends on income. $0-$50/test 
(includes doctor’s fee) 
B 형 간염 치료 제공 합니다. 
Treatment Available? Yes 
예약 필요합니다. 
Appt required? Yes 

 

Metro Red Line: Wilshire/ Normandie Station Metro Red Line: Wilshire/ Vermont Station Metro Red Line: Westlake/ MacArthur Park Station 



 

Long Beach Health Dept 

2525 Grand Ave. 

Long Beach, CA 90815 

(562) 570-4221 

진료 시간: 월-금 8-5 시 

언어: 영어, 한국어 

B 형 간염 피검사를 제공 안 합니다. 

백신 주사비: $40/주사 x3 = $120* 
B 형간염 치료 제공 안 합니다. 다른 의사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예약 필요합니다. 

*백신 주사를 맞아야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 증명서 제출, 업무 관련, 여행) 

T.H.E. Clinic (Inside the Ruth Temple Health Center) 

3834 S. Western Avenue 

Los Angeles, CA 90062 

(323) 730-1920 

진료 시간: 월-금 8-5 시 

언어: 영어, 타이 말, 라오어, 일본어 

B 형 간염 피검사비: $55-$75 

백신 주사비: $35/주사 x3 = $105 

B 형간염 치료 제공 안 합니다. 다른 의사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예약 필요 없습니다. 

 

El Proyecto del Barrio (Arleta) 

8902 Woodman Avenue 

Arleta, CA 91331 

(818) 830-7033 

진료 시간: 월-금 8-6 시, 토 8:30-1 시 

언어: 영어, 스페인어 

B 형 간염 피검사비: $80 

백신 주사비: $80/주사 x3 = $240 

B 형 간염 치료 제공 합니다.  

예약 필요 합니다. 

 

Long Beach Comprehensive Health Center 

1333 Chestnut Ave. 

Long Beach, CA 90813 

(562) 599-2153 

진료 시간: 월-금 7:30-7:30 분, 토 8-4:30 분 

언어: 영어, 한국어 

B 형 간염 피검사비: $50/방문* 
백신 주사비: $50/방문 x3 = $150* 
B 형 간염 치료 제공 합니다.  

예약 필요합니다.** 
 *진료비는 의사와 만날때 마다 듭니다. 약값은 

진료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LA 카운티 내 거주 증명(예: 전기, 수도세 고지서)과 
유효한 신분증 필요합니다. 

All for Health, Health for All 

519 E Broadway Blvd 

Glendale, CA 91205 

(818) 830-7133 

진료 시간: 월-금 8:30-5 시 

언어: 영어, 스페인어, 아르메니아 말 

B 형 간염 피검사비: $150 

백신 주사비: 수입에 따라 다릅니다. $40-$150/주사 x3 

= $120-$450* 

B 형 간염 치료 제공 안 합니다. 다른 의사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예약 필요합니다. 

*첫 주사는 $200 입니다. 

AIM Health Care Foundation 

4630 Van Nuys Blvd, 1st Floor 

Sherman Oaks, CA 91403 

(818) 981-5681 

진료 시간: 월-금 9:30-5:30 분, 토 1-5 시 

언어: 영어 

B 형 간염 피검사비: $80 (A 형 간염과 C 형 간염 

검사가 포함 되있습니다. 

백신 주사비: $100/주사 x3 = $300 

B 형 간염 치료 제공 안 합니다. 다른 의사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예약 필요 없습니다. 

 A 형과 B 형 콤보 백신 접종(권장 사항)은 한번에 

$150 씩, 총 $450 가 듭니다. 

JWCH Women’s Clinic 

3624 Martin Luther King Blvd. 

Lynwood, CA 90262 

(310) 638-9025 

진료 시간: 월-토 8-5 시, 목 10-7 시 

언어: 영어, 스페인어 

B 형 간염 피검사비: 수입에 따라 다릅니다.  
백신 주사비: $35/주사 x3 = $105* 
B 형간염 치료 제공 안 합니다. 다른 의사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예약 필요합니다. 

 *초진 진찰비는 $35 포함 안 되 있습니다. 

 

El Proyecto del Barrio (Canoga Park) 

20800 Sherman Way 

Canoga Park, 91306 

(818) 883-2273 

진료 시간: 월-금 8-6 시, 토 8:30-1 시 

언어: 영어, 스페인어 

B 형 간염 피검사비: 수입에 따라 다릅니다. $40-$150  
백신 주사비: 수입에 따라 다릅니다.  

$40-$150/주사 x3 = $120-$450  
B 형 간염 치료 제공 안 합니다. 다른 의사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예약 필요 합니다.  
 

Pasadena Adult Travel and Immunization Clinic 

1845 Fair Oaks Ave. 

Pasadena, 91103 

(626) 744-6128 

진료 시간: 월-목 1:15-4:30 분, 화-목 8:15-10:45 분 

언어: 영어, 스페인어 

B 형강염 피검사비: $70 

백신 주사비: $52/주사 x3 = $156 

B 형간염 치료 제공 안 합니다. 다른 의사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예약 필요 없습니다. 

 



Herald Christian Health Center 

923 S. San Gabriel Blvd. 

San Gabriel, CA 91776 

(626) 286-8700 

진료 시간: 화-목 10-7 시. 토 9-1 시 

언어: 영어, 중국어 

B 형 간염 피검사비: $20* 
백신 주사비: 주사 x3 = $100* 
B 형간염 치료 제공 안 합니다. 다른 의사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예약 필요합니다. 

 *초진 진찰비는 $10 포함 안 되 있습니다. 진찰비는 

$25 포함 안 되 있습니다. 

 

Asian Pacific Health Care Venture (APHCV) 

1530 Hillhurst Ave. Ste. 200 

Los Angeles, CA 90027 

(323) 644-3880 

진료 시간: 월-목 9-7 시, 금 9-5 시 

언어: 영어, 한국어 (번역가랑) 

B 형 간염 피검사비: 수입에 따라 다릅니다. $35-$120 

예방 주사비: $50/주사 x3 = $150 

B 형 간염 치료 제공 합니다. 

예약 필요합니다. 

 

Eisner Pediatric and Family Medical Center 

1530 Olive St. 

Los Angeles, CA 90015 

(213) 742-6200 

진료 시간: 월-토 8-4:30 분 

언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 말 

B 형 간염 피검사비: $45*.  

백신 주사비: $73/주사 x3 = $219 

B 형 간염 치료 제공 안 합니다. 다른 의사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예약 필요 없습니다. 

*진찰비는 $96 포함 안 되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이 

되면 무료를 합니다. 

 

Yu Medical Group, Inc. 

210 North Garfield Ave. #203 

Monterey Park, CA 91754 

(626) 307-7397 

진료 시간: 월-금 9-6 시 (점심 시간 1-2 시), 토 9-1 시 

언어: 영어, 스페인어, 중국말, 베트남 말 

B 형강염 피검사비: $70* 

백신 주사비: $80/주사 x3 = $240 

B 형간염 치료 제공 합니다. 

예약 필요 합니다. 

*초진 진찰비는 $70 포함 안 되 있습니다. 

 

Hollywood Health Center 

1462 Vine St. 

Hollywood, CA 90028 

(323) 461-9355 

진료 시간: 월-금 8-6 시 

언어: 영어, 스페인어 

B 형 간염 피검사비: $33 

백신 주사비: $80/주사 x3 = $240 

B 형 간염 치료 제공 안 합니다. 다른 의사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예약 필요합니다. 

 

Westside Family Health Center 

1711 Ocean Park Blvd 

Santa Monica, CA 90405 

(310) 450-2191 

진료 시간: 월-목 9-6:30 분 

언어: 영어, 스페인어 

B 형 간염 피검사비: 수입에 따라 다릅니다. $22-$77 

백신 주사가 없습니다. 

B 형간염 치료 제공 안 합니다. 다른 의사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예약 필요합니다. 

*BLOODWORK 포함 안 되 있습니다. 

 

Planned Parenthood Pasadena 

1045 North Lake Ave. 

Pasadena, CA 91104 

(626) 798-0706 

진료 시간: 월 8:30-5 시, 화 8-3 시 4:30-9 시,  

수 8:30-5 시, 목 11-7 시, 금 7:30-4 시, 토 8-2 시 

언어: 영어, 스페인어 

B 형 간염 피검사비: $45 

백신 주사비: $81/주사 x3 = $243 (수입이 작고 건강 
보험이 없으면 무료입니다) 
B 형간염 치료 제공 안 합니다. 다른 의사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예약 필요합니다. 

 

Northeast Community Clinic 

5564 N. Figueroa St. 

Los Angeles, CA 90042 

(323) 256-3884 

진료 시간: 월 8-7 시, 화-금 8-5:30 분, 토 8-2:30 분 

언어: 영어, 스페인어 

B 형 간염 피검사비: $30 

백신 주사가 없습니다. 

B 형 간염 치료 제공 안 합니다. 다른 의사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예약 필요합니다. 

 

Venice Family Clinic – Rose Avenue Clinic 

604 Rose Avenue 

Venice, CA 90291 

(310) 392-8636 

진료 시간: 월-토 8-5 시 

언어: 영어, 스페인어 

B 형 간염 피검사는 무료입니다. 

백신 주사는 무료입니다. 

B 형간염 치료 제공 안 합니다. 다른 의사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예약 필요합니다.  

병원의 신규 환자가 되려면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소득과 주소 증명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