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영합니다!
Cologuard®와 함께 대장암 검사를 
준비해보세요

Cologuard는 평균적인 대장암 위험이 있는 45세 이상 성인을 검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Rx 전용.

내용 보기:
검진의 중요성
Cologuard 소개
유용한 정보  
채취 키트 사용 및 반송하기 
결과 이해하기

「
「
「
「

「

책자 뒷면에 나와 있는 중요한 위험 정보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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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90%의 경우 치료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1 

  검진은 45세 이상 성인의 대장암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2

°

°

대장암 검사를 
하는 이유는?

 
*5년 생존 기준.

Cologuard 키트가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담당 의료 제공자는 효과적이고 
비침습적인 검진 옵션인 Cologuard를 이용해 대장암 
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Cologuard 키트가 집으로 배송되면:

 바로 열어서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합니다
 
  바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Cologuard 

키트를 화장실에 놓으습니다 

 동봉된 설명서를 읽습니다 

  Cologuard 키트를 사용해 가능한 빨리 대변 표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
「

「
「

도와드립니다!
사용 방법(How to Use)  
동영상을 보려면 스캔하세요  
CologuardTest.com/use책자 뒷면에 나와 있는 중요한 위험 정보를 참조하세요.



Cologuard는 
편리합니다 

참고문헌 
1. Imperiale TF, Ransohoff DF, Itzkowitz SH, et al. Multitarget stool DNA testing for colorectal-cancer screening. N Engl J Med. 2014;370(14):1287-1297.

대변에서 변형된 DNA와 혈액을 검출해 대장암을 
찾아냅니다

Cologuard는 비침습적이고 사용이 간편합니다. 
꽤 괜찮죠?

45~49세 성인에서의 Cologuard 성능은 50세 이상 환자의 대규모 임상시험을 기반으로  
추정된 것입니다. 이 임상시험에서 환자의 13%가 위양성 결과를 받았고 8%가 위음성  
결과를 받았습니다.

Cologuard는 초기 
단계에서도 92%의 암을 
찾아냅니다1

Cologuard는 
효과적입니다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휴가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식이요법이나 약물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집으로 배송됩니다

자택의 개인 공간에서 표본을 채취합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Cologuard 키트를 받으면  
바로 검사하세요

「

「
「

책자 뒷면에 나와 있는 중요한 위험 정보를 참조하세요.



상자를 버리지 마세요 
표본을 돌려보낼 때 상자를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 버리지 마세요!

내부 봉투를 벗기지 마세요
표본을 다시 돌려보낼 때 새는 것을 방지합니다. 제거하지 마세요.

날짜를 확인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배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표본을 배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요일이나 휴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몸이 좋지 않습니까? 
설사를 하거나 혈뇨 또는 혈변(예시: 출혈, 치핵, 손 부위 상처 또는 자상, 
생리혈)이 있는 경우 표본을 채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

「

「

「

연락하세요!
연중무휴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44-870-8870 

시작하기 전 
유용한 정보 



표본 용기를 변기 받침대에 놓습니다

Cologuard 키트를 사용해 표본을 채취합니다

표본을 긁어낸 다음 표본 용기에 방부제와 
함께 채웁니다

❶

❷

❸

❹

Cologuard 키트를 받으면 포장을 풉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그 전에 사용합니다

Cologuard 키트 
사용 방법

배송 박스 액상 방부제

튜브

표본 용기

받침대

환자 안내서 표본 라벨

사용하기 간편합니다! 
사용 방법(How to Use) 동영상을  
보시려면 스캔하거나 웹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CologuardTest.com/use

내용물은 무엇이 있나요?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상자를 Exact Sciences Laboratories로  
24시간 이내에 배송합니다 

키트에 있는 선납 UPS 라벨을 이용하세요

UPS 장소에 표본을 전달하거나 UPS나 Exact 
Sciences Laboratories 고객 관리 센터에 연락해 
수거 일정을 예약하세요

즐거운 하루를 보내세요!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과는 2주 안에! 

결과는 의료 제공자에게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좋습니다.











결과 이해하기

양성 결과 

검사에서 전암 폴립증이나 대장암을 일으킬 수 있는 변형된 
DNA나 혈액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양성 결과는 의료 제공자와 논의하고 후속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양성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 
암 또는 전암 폴립증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Cologuard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위양성 결과가 발생합니다.

 음성 결과

검사에서 전암 폴립증이나 대장암을 일으킬 수 있는 변형된 
DNA나 혈액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위음성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더라도 Cologuard 검사 결과 전암 폴립증 
또는 대장암을 발견하지 못하면 위음성 결과가 발생합니다. 



의료 제공자는 검진 결과에 관해 보통 2주 이내에 
연락을 드립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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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Cancer J Clin. 2018;68(4):250-281.

미국 암협회(American Cancer Society)에서는 음성 결과 
후 3년마다 Cologuard 검진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1



전국적으로 Cologuard 환자의 94% 이상이 개인 부담  
비용을 지출하지 않습니다.*

Cologuard는 Medicare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보험회사에서 보장합니다

*보장률은 주 및 지역마다 다릅니다. 보장률은 Cologuard 검진 집단에만 적용됩니다.

보험이 있는 
환자 대부분은 
$0*를 
지불합니다

보장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Cologuard 전문가팀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 1-844-870-8870 또는 웹 사이트: 
CologuardTest.com/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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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guard는 대변에서 특정 DNA 마커와 혈액을 검출하여 평균적인 대장암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45세 이상의 성인을 검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종이 있거나 염증성 장질환 및 특정 유전성 증후군이 있거나 대장암에 대한 개인 병력 또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Cologuard는 고위험 환자의 대장 내시경 검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45~49세 성인에서의 Cologuard 성능은 50세 이상 환자의 대규모 
임상시험을 기반으로 추정된 것입니다. 반복 검사에서 Cologuard 성능은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Cologuard 검사 결과는 주의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양성 검사 결과가 암이 있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성 검사 결과가 나온 
환자는 대장 내시경 검사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음성 검사 결과가 암이 없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성 검사 결과가 나온 환자는 
언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위양성 및 위음성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암이 없는 사람 중 13%
가 양성 결과(위양성)를 받았고 암이 있는 사람 중 8%가 음성 결과(위음성)를 받았습니다. Rx 전용.

한 번 해보세요!
Cologuard 키트는 전체 설명서와 함께 제공됩니다

필요할 경우 사용 방법(How to Use)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CologuardTest.com/use

24시간 연중무휴 대기하고 있습니다. 1-844-870-8870번으로 연락하세요

이 가이드는 CologuardTest.com/WelcomeGuide에서  
다른 언어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