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품

COLOGUARD® 채취 키트

Cologuard 채취 키트는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질문이 있는 경우,
고객 지원 전문가가 다음 전화번호를 통해 실시간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844-870-8870.

내용물:

브래킷
프로브 + 튜브
배송 상자

환자 가이드 지침

대변 채
 취 용기

시료 라벨

환자는 Cologuard.com/use 에서 채취 키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짧고 유용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액체 병
(방부제)

구성품

간편한 시료 채취 단계

환자 집에서 단일 대변 시료를 채취하고 선불 UPS® 배송
또는 픽업을 통해 Exact Sciences Laboratories 로 보냅니다.

1

 놓기

Cologuard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을 때 이를
사용하면 됩니다.

2

 문지르기

키트 구성품을 사용하여 시료를 채취합니다.

3

 담그기

대변 채
 취 용기에 방부제 액체를 채웁니다.

4

 배송

시료를 배송하여 절차를 완료합니다.

적응증 및 중요 위험 정보

Cologuard는 결장 종양 관련 DNA 표지자의 정성적 검출 및 인간 대변의 분변 잠혈 존재를 검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성 결과가 나왔다면 대장암(CRC) 또는 진행성 선종
(AA)이 있다는 의미일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진단적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Cologuard는 CRC에 대한 위험이 보통에 평균 수준인 45세 이상의 남녀 성인을 선별
검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Cologuard는 위험이 높은 개인에게서 진단적 대장내시경 또는 추적검사 대장내시경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Cologuard는 대장암 및 선종에 대한 개인 병력이 있는 환자, 지난 6개월 이내에 다른 대장암 선별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환자, IBD, 만성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과 같은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대장암이나 특정 유전성 증후군의 가족력이 있는 환자를 포함하여 위험이 높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Cologuard 양성 결과가 나오면 진단적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Cologuard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고 해서 암이나 진행성 선종이 없다고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성 결과가 나온 후, 환자는 개별 환자에게 적절한 간격과 방법으로 선별 검사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해야 합니다.
위양성과 위음성 결과가 발생합니다. 임상 연구에서 대장암 또는 진행성 선종이 없는 환자의 13%에서 양성 결과(위양성)가 나왔고 암이 있는 환자의 8%에서 음성 결과(위음성)
가 나왔습니다. 임상 검증 연구는 50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행되었습니다. 45세 ~ 49세의 환자에서 Cologuard 성능은 가까운 연령군의 하위군 분석 추정치입니다.
반복 검사에 사용할 때 Cologuard 성능은 평가되거나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주의: 연방법은 이 장치를 의사가 판매하거나 의사의 지시에 따라 판매하도록 제한합니다.

주문 양식은 온라인(CologuardHCP.com/resources)
을 통해 입수하거나 1-844-870-8870 번으로 전화하여 입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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