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oguard는 대장암의 평균 위험군에  
속하는 4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Rx만 해당.

브로셔 뒷면의 중요 위험 정보를 확인하세요. 

Cologuard®로 
대장암 검진

Cologuard는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환자 청구서를 기반으로 한 Exact Sciences의 최근 추정치

보험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Cologuard.com/
insurance를 방문하십시오.

 1-844-870-8870으로 
연락하시면, 귀하의 보험사에 
문의할 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ologuard.com/UnderstandingResults 
를 방문하십시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동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년 생존 기준

검사 결과의 의미

Cologuard는 분변속의 변형된 DNA와 잠혈을 
검사하므로, 결과는 해당 마커를 기반으로 합니다.5

음성 결과는 검사를 통해 잠재적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장암에 걸렸을 확률이 
낮습니다.5,6

양성 결과는 이러한 잠재적 징후가 
감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성 
결과는 암 진단과 동일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5

허위 양성 및 허위 음성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다음 절차를 
상의하십시오.5

샘플이 연구소에 도착하면, 약 2주 뒤 
귀하의 의료기관을 통해 검사 결과가 
제공됩니다. Cologuard에는 Medicare 및 대부분의 

주요 보험이 적용됩니다. 보험에 가입된 
대부분의 환자가 지불할 금액은 $0*
입니다.6

전국적으로, 94% 이상의 Cologuard 
환자에게 검진을 위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6

 

대장암 검진으로 
건강을 관리하세요.

대장암은 남성 및 여성에게 발병하는 
세 번째로 가장 흔한 암이며, 예방률이 
가장 높지만 실제로 예방되는 경우는 
가장 적은 암으로 간주됩니다.2,5

50세 미만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암 
협회는 45세부터 검사를 시작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3

대장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약 90%의  
경우 치료가 가능하므로 이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4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늦기 전에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장암은 인종, 성별, 출신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습니다.1

세번째

90%

4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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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guard 키트의 
정확한 반송을 위해  
이 부분을 자르세요.

*200개 이상 언어로 통역 서비스 제공

욕실이나 냉장고 같이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세요.

Cologuard.com/
use 에서 사용방법을 
동영상으로 확인하십
시오.

 1-844-870-8870* 
으로 연락하거나   
Cologuard.com 
에서 실시간으로 채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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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및 중요 위험 정보
Cologuard는 대장암의 평균 위험군에 속하는 4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특정 DNA 마커와 잠혈을 변에서 검출해 
선별검사하는 목적으로 합니다. 선종, 염증성 장 질환 및 특정 
유전 증후군, 대장암에 대한 개인 병력 또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Cologuard는 고위험군 환자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45세-49세 성인을 
위한 Cologuard의 성능은 50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연구를 기반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Cologuard 검사 결과는 주의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양성 
검사 결과가 암의 발병 여부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양성 
검사 결과가 나온 환자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음성 검사 결과가 암의 부재를 확정하지도 않습니다. 음성 
결과가 나온 환자는 언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허위 양성 및 허위 음성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한 임상시험에서 암이 발병하지 않은 시험대상자의 
13%가 양성 결과(허위 양성)를 받았으며, 실제로 암이 발병한 
시험대상자 중  8%가 음성 결과(허위 음성)를 받았습니다.  
Rx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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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guard 키트 사용법 Cologuard 키트 배송

수거 용기를 변기 걸이에 걸어주십시오. 

수거 용기에 변을 담으십시오.

스틱을 이용해 분변을 채취합니다. 

보존제를 수거 용기에 넣으십시오.

두 개의 라벨에 정보를 적으십시오.

키트를 받으면 상자를 열어 동봉된 
환자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선불된 UPS® 라벨을 사용하여 당일 
또는 익일 수거로 Exact Sciences 
Laboratories에 샘플을 보내주세요.

샘플 배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일요일 및 공휴일은 
피해주세요.

두 가지 무료 접수 방법

방법 1:
 Cologuard.com/UPS에서 UPS 수거 예약을 
하거나 1-844-870-8870에 문의하세요.

방법 2:
 Cologuard.com/UPS에서 가까운 UPS 지점 
및 영업시간을 검색한 후 키트를 접수하세요.

이제 상자를 UPS®로 보내주세요. 
중요한 배송 정보는 브로셔 뒷면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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