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안보건복지센터는 
 

 

 

 

 

  

암 정보 지원 센터 (ACRSS) 목표 
 

 

ACRSS는 아시안 보건 복지 센터가 생긴 이래 최초로 

시행하는 암환자를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아시안 암 

정보 지원 센터 (ACRSS)는 암의 예방, 조기검진, 

치료, 치료 후 생존과정과 생의 마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여정에 동행하는 포괄적이고 연속적인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ACRSS프로그램의 목표는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적합한 자원과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암환자 

네비게이터와 봉사자들이 아시안 지역사회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레곤주의 아시안 카뮤니티에 암에 대한 인식이 

높이는 일에 동참해주십시오! 암을 이겨내기 위한 

일에 참여하세요!  

           자세한 문의 연락처! 

포틀랜드센터 

9035 SE Foster Rd. 

Portland, OR 97266    

업무시간: 

월요일-금요일 

8:30am -5:00pm 
 

      

전화번호 

 503-772-5947 
 

  

이메일: acrss@ahscpdx.org 

Website: www.ahscpd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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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암정보 지원 센터  
 

Asian Cancer Resource & 
Support Service Center 

(ACRSS) 

 
 

 

This program is made possible by OHSU Knight    
      Cancer Institute, Collins Foundation,  
           Oregon Community Foundation  

 (General-Korean) 

아시안 보건 복지 센터는 1983년부터 

포틀랜드 광역지역을 위해 활동해온 

비영리단체입니다. 우리 센터는 30년 이상 

아시안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우리 센터는 

아시안 인구의 증가에 맞춰 계속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우리 센터의 목표는 미국과 아시아의 문화적    

 가교가 되어 보다 조화로운 지역사회를   

 건설하며,  보건/의료적 불평등의 개선을  

 통해 모든 아시안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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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의 필요성 

 

 
 
 
 
 
 
 
 
 
 
 
 
 

 

 
 
 
   

     

 

 

“암투병하는 환자와 가족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네비게이터가 지원과 희망을 

제공합니다.” 

 

ACRSS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래와 같은 분들과 

소통합니다:  

 아시안 암 환자와 생존자  

 가족과 캐어기버  

 암 전문 의료인 

 암관련 캐어와 리소스 전문가  

 건강 교육 제공자 

 암 지원 센터  

 지역 자원 제공자 

 신앙 공동체 

 암 예방과 치료에 관심있으신 분 

제공되는 서비스:  

 다양한 언어의 암 정보 자료 

 지원 기관과 연결 

 암 예방 홍보및 교육 

 캐이스 메니지먼트  

 서포트 그룹과 동료 서포트 

 가족과 캐어기버 교육및 상담 

 스트레스 관리 상담과 워크샵 

 건강 교육과 워크샵 

 

자료 도서관 

한국어 도서와 암 관련 자료들을 구비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암관련 경험이 있는 자원 봉사자들이 문화와 언어, 

투병 상황에 맞는 건강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지역 

암센터의 자원들과 연결해줍니다.  

 

 

 

힐링가든: “명상하는 가든”  

힐링가든은 잠시 동안 암, 걱정, 스트레스를  

잊은 채 삶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열린 쉼터을 제공할 것입니다.

 

암진단을 받은 동양계 미국인들은 종종 문화적 

장벽 때문에 예방적 치료를 거부하거나 항암 

치료나 약 복용을 지시대로 따르지 못하거나 

정서적 어려움을 상담하지 않는다고합니다.  

많은 동양계 미국인, 특히 이민자들은 언어와 

문화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암환자, 

간병인, 혹은 생존자로서 필요한 암 진단과 

치료를 위한 자원, 교육자료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클래카마스 카운티, 

멀티노마 카운티, 워싱턴 카운티의 지역사회 

분석에 의하면 아시안 지역사회 내에는 암에 

의해 발생 되는 개개의 각기 다른 요구들을 

효율적으로 충족하는데 필요한 서비스의 

공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