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합니다.

검사
대장암

간편 이용 안내

Cologuard®는 대장 종양과 관련한 DNA 마커 및 대변 내 잠재

헤모글로빈에 대한 질적 진단용입니다. 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날

경고 및 주의사항
■

Cologuard 의 성능은 단면 조사 연구(예: 시간상 한 시점)를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Cologuard의 프로그램적 성능 (예시: 확립된

기간에 걸친 반복 검사의 장점 및 위험은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경우 대장암(CRC) 또는 진행성 선종(AA) 이 발견되었음을

의미하고 후속 조치로 진단성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해야

이전에 Cologuard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 성인에 대한 성능은

성인 남성 및 여성에게 검사를 제공합니다. Cologuard는

Cologuard의 프로그램적 민감도의 우월성 또는 열등성 비교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기타 CRC 및 AA 권장 검사 방법에 대한

합니다. Cologuard는 일반적인 CRC 위험이 있는 45세 이상의

■

금기사항

비슷한 연령대 그룹에 대한 하위 그룹 분석으로 확립되었습니다.
■

않았습니다.
■

■

■

해석되어야 합니다.
■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후속 조치에
대한 검사 간격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

– 크론병

위음성 결과가 발생합니다.

■

혈뇨 또는 변뇨가 있거나 (예시: 치핵 출혈, 손 부위 상처 또는

자상으로 인한 출혈, 직장 출혈 또는 생리혈) 설사 중인 환자는

시작하기

대장암 검사를 위해 Cologuard®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이드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간편한 진행 단계 - 받기. 채취. 보내기.
결과 안내

5. 결과

Cologuard 검사 결과 폴립증 또는 대장암이 진단되지 않으면

비용종성 유전성 대장암 증후군(HNPCCC 또는 린츠 증후군),

보험 안내

Cologuard에 표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폴립증, 크론카이드-캐나다 증후군, 가족성 증식성 용종 등의
■

표본의 완전성을 위해 검사실에서는 채취 후 72 시간 이내의 환자

표본만을 검사합니다. 환자는 Cologuard 환자 안내서에 기술된

6. 보험

환자.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 암 또는 전암 폴립증이 발견되지
발생합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더라도

– 대장암 가족 이력

신경섬유종증 또는 가족성(유전성) 암 증후군 진단을 받은

Cologuard 검사는 위음성 또는 위양성 결과로 나타날 수

않더라도 Cologuard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위양성 결과가

– 가계성 대장폴립증(FAP)

증후군, 터콧 (또는 크레일) 증후군, 코우덴 증후군, 연소성

존재하지 않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Cologuard 검사 결과가

음성인 환자는 권장되는 다른 검사 방법으로 수행되는 대장암 검사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MYH 관련 폴립증(MAP), 가드너

Cologuard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고 하여 암 또는 진행성 선종이

4. 보내기

대장암에 대해 고위험군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 여기에는
– 염증성 장질환(IBD)

■

75 세 성인에 대한 검사 방법은 의료 제공자와의 상담을 통해

증가하므로 노인 환자에 대한 Cologuard 검사 결과는 주의 깊게

최근 6 개월 내에 다른 방식의 대장암 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 만성 궤양성 대장염(CUC)

75 세 이상의 성인에 대한 CRC 검사 지침 권고안은 다양합니다.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연령에 따라 위양성 결과 비율이

대장암, 선종 또는 기타 관련암 이력이 있는 환자.
보인 환자.

진행되었습니다. ACS 가이드에서는 45 세 이상부터 검사를

3. 채취

Cologuard는 다음의 환자에 대해서는 임상적으로 평가되지

본 임상 검증 연구는 50 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45~49 세의 환자에 대한 Cologuar의 성능은

Cologuard는 일반적인 CRC 검사 후보인 평균 위험도를

갖는 45 세 이상의 환자에게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습니다.

2. 받기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고위험군의 진단성 대장 내시경 검사 또는 감시성 대장 내시경
검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1. 시작하기

사용 용도

지침대로 검사실에 대변 표본을 배송해야 합니다.
■

■

환자에게는 Cologuard 환자 안내서에 설명된 주의사항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환자는 방부제 액체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임상 실험 중 보고된 부작용이 없으므로 Cologuard 채취 키트

사용과 관련한 위험도는 낮습니다. 손이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고객 관리 센터에 1-844-870-8870 번으로 전화하거나
CologuardTest.com/use에서 이용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십시오.

자원

환자는 뚜껑을 열고 닫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1

받기

좋은 소식입니다! Cologuard에서의 단계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의료 제공자가 저희에게 작성된 명령서를 보내면
저희는 귀하에게 직접 Cologuard 채취 키트를 배송해
드립니다. 또한, 표본 채취 및 반환에 대한 안내 전화를
드립니다.
다음 단계를 자세히 알아보려면 CologuardTest.
com/whatsnext를 방문하십시오.

도움이
도움이필요하신가요?
필요하신가요?

고객
고객
관리
관리
센터에
센터에
1-844-870-8870
1-844-870-8870
번으로
번으로
전화하거나
전화하거나
CologuardTest.com/use에서
CologuardTest.com/use에서
이용
이용
안내
안내
동영상을
동영상을
시청하십시오.
시청하십시오.
2

채취

표본 채취는 간단합니다. 다음의 팁을 확인하십시오!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휴가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식이요법이나 약물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안전하게 표본을 채취하십시오 (표본은 키트의 액체

병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혈뇨 또는 변뇨가 있거나 (예시: 치핵
출혈, 손 부위 상처 또는 자상으로 인한 출혈, 직장 출혈 또는
생리혈) 설사 중인 경우 표본을 제공하지 마십시오.

배송되는 상자는 표본을 반환할 때 사용할 수 있어서 매우

간편합니다. 내부의 가방은 누출을 방지하므로 실제로 봉합된
부분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키트에 포함된 상세 지침에 따라 채취 후 24 시간 이내에
표본을 반환하십시오.

주말 동안 우편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월요일~목요일 사이에
표본을 채취해 배송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키트에는 단계별 지침이 포함된 상세 Cologuard® 환자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용 안내 동영상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CologuardTest.com/use를 방문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고객 관리 센터에 1-844-870-8870 번으로 전화하거나
CologuardTest.com/use에서 이용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십시오.
3

보내기

저를 24 시간 이내에 반환해주세요! 다음의 간단한 단계를 따르십시오.

1

라벨 작성

이름은 배송 라벨에
작성된 것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의
생년월일, 표본 수집 날짜
및 시간도 작성하십시오.
라벨을 정확하게 작성하면
검사실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결과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라벨 부착

작성한 라벨을 표본
용기 뚜껑과 튜브에
완전히 부착하십시오.

3

표본 배송

상자에 라벨이 부착된
표본을 넣습니다. 배송
라벨은 이미 상자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UPS 장소에서 배송하거나
cologuardtest.com/
pickupmykit 방문 또는
1-800-PICKUPS로
전화하여 픽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배송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고객 관리 센터에 1-844-870-8870 번으로 전화하거나
CologuardTest.com/use에서 이용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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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받기

검사실은 키트를 받은 즉시 표본을 테스트하며 일반적으로 2 주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의료 제공자는 저희가 보낸 결과를 받고 곧 귀하에게 안내하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양성 결과

음성 결과

■

■

■

■

양성이란 검사 결과 결장
내에서 전암 또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비정상
DNA 및/또는 혈액이
발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결과가 양성인 경우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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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음성이란 검사 결과 결장 내에서
전암 또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비정상 DNA 및/또는 혈액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의료 제공자가 추천하는 시기에
재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미국
암협회(American Cancer
Society)에서는 음성 결과 후 3
년마다 Cologuard를 반복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음성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더라도 Cologuard 검사
결과 폴립증 또는 대장암이
진단되지 않으면 위음성 결과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필요하신가요?

고객
고객
관리
관리
센터에
센터에
1-844-870-8870
1-844-870-8870
번으로
번으로
전화하거나
전화하거나
CologuardTest.com/use에서
CologuardTest.com/use에서
이용
이용
안내
안내
동영상을
동영상을
시청하십시오.
시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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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받기

Cologuar는 Medicare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보험회사에서 보장됩니다.

Cologuard는 50~85 의 적격 환자에게 자기 부담금(Co-pay)이나 면책금(Deductible) 없이
Medicare 및 Medicare Advantage로 보장됩니다.
전국적으로 Cologuard 환자의 94% 이상이 검사 비용을 지출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라 Cologuard는 적격 환자(증상이 없고 평균적인
대장암 위험 요소가 있는 50~75 세 성인)에게 자기부담금이나 면책금 없이 대부분의 민간
보험회사에서 제공됩니다.

현재 45~49 세 Cologuard 환자의 74% 가 검사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여러 국가 및 지역 납부자들은 45 세에 CRC 검사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Exact Sciences는 45~49 세 환자들에 대한 보장과 이용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납부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 지원

보장 예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Cologuard의 보장 방식은 보험사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전문 팀에서는 보험사에 정확한 문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844-870-8870 번으로
연락해주십시오.
Exact Sciences는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 환자 청구 내역에 기반하여 추산합니다. 보장 요율은 주/지역마다 다릅니다. 보장 예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Cologuard의 보장 방식은 보험사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loguardtest.com/insurance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고객 관리 센터에 1-844-870-8870 번으로 전화하거나
CologuardTest.com/use에서 이용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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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진행을
위한 안내

이 마그넷을 사용하여 주요 날짜를 작성하고
채취 후 24 시간 이내에 표본을 배송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고객 관리 센터에 1-844-870-8870 번으로 전화하거나
CologuardTest.com/use에서 이용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 SCIENCES CORPORATION
441 Charmany Drive, Madison, WI 53719
ExactSciences.com | ExactLabs.com
1-844-870-8870
Cologuard는 Exact Sciences Corporation의 등록 상표입니다.
©2019 Exact Sciences Corporation. 당사가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US.CG.1560-3-October 2019

더욱 유용한 정보는 CologuardTest.com에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