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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대장암이라고도 하는 결장직장암은 뉴욕시(NYC)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정기적인 스크리닝은 이러한 종류
의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가 더 쉬운 조기 때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장암 사례가 50세 미만의 개인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NYC 보건 및 정신위생부는 위험 요인이 없는 개인은 45세부터 검사
에 대해 의료 제공자에게 문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대장암에 걸린 가족과 같이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조기 스크리닝을 
시작하거나 더 자주 스크리닝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일찍 
그리고 얼마나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의료 제공
자와 개인의 위험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귀하의 위험에 대해 나중에 
보다 빨리 아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 요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대
장암이 발병하는 것은 아니며, 위험 요인이 없다고 해서 질병에 걸리
지 않는 것 또한 아닙니다. 

대장암 스크리닝에는 대변 기반 검사와 대장 내시경 검사가 있습니
다. 대변 기반 검사는 준비가 필요 없고 자택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대변(변) 검체에서 대장암의 징후일 수 있는 
혈액이나 DNA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대변 기반 검사 옵션은 다음
과 같습니다. 
•	 혈액을 감지하는 대변 면역화학 검사(Fecal	 immunochemical	

test,	FIT). FIT 검사는 매년 권장됩니다. 
•	 혈액을 감지하는 고민감성 구아이악 기반 분변 잠혈 검사(High-

sensitivity	guaiac-based	fecal	occult	blood	test,	HSgFOBT).	
HSgFOBT는 매년 권장됩니다. 

•	 혈액과 암으로 인한 유전자(DNA) 변화를 감지하는 다중 표적 대
변 DNA 검사(FIT-DNA). FIT-DNA는 3년에 한 번 권장됩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사무실에서 수행되며 시
술을 위해 준비하고 시간을 정하여야 됩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대장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특수 카메라를 사용한 육안 검사이며 동
일한 검사 도중에 발견하게 되는 용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는 개인의 위험도와 검사 결과에 따라 10년에 한 번 또는 
더 자주 실시하게 됩니다. 대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귀하의 의료 제공자와 얘기하여 어떤 검사를 하여야 하는지 알아보
십시오. 자택 변 기반 검사인 경우, 자세한 정보를 위해 이 이야기를 
살펴보십시오.



안녕, 마크. 
갖고 있는 게 

뭐야?
안녕, 샌드라.

대장암 검진을 위해 의료 
제공자가 제안한 변 기반 

검사야.



변에서 작은 검체를 
체취해. 그러고는 검사실에 

보내게 되고 거기서 
숨겨진 혈흔을 찾기 위해 

검체를 분석해.

숨겨진 혈흔은 대장암 
또는 다른 질병에 대한 
경고 신호일 수 있어.

마크, 대장암으로부터 
네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다니 기뻐. 이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둘은 어떻게 
다른 거야? 

암을 최대한 빨리 감지하는 
건 정말 똑똑하네. 그렇다면 

더 치료하기 쉽다는 
뜻이지?

스크리닝 옵션들을 비교하기 위해 
내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얘기를 

했어. 대장 내시경 검사와 변 기반 
검사에 대해서 얘기했어. 둘 다 

조기에 대장암을 감지해.

어떤 검사를 할지 
어떻게 결정했어?



변 기반 검사는 
집에서 내가 할 수 

있고 특별한 식단을 
필수로 하지 않아.

그리고 이 검사는 
마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맞아. 
변 기반 검사에서 아무 

것도 나오지 않으면, 내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판정이 나.

계속해서
1년에 한 번 검사할거야. 

만약에 비정상으로 
나온다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을 거야. 



나 대장 내시경 검사 
했잖아. 기억나? 대장 
내시경 검사는 또한 

암이 될 수 있는 용종도 
제거할 수 있어.

비정상적인 세포 성장

암전암성 용종용종
(소형)

용종
(대형)

용종의 단계

맞아. 근데 난 아직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할 준비가 안 됐어. 



안녕, 앤드류! 
의료 서비스 

제공사에게서 받은 
대장암 검사란다.

집에서 우송할 수 
있는 변 기반 검사의 

몇 가지 종류 중 
하나야.

아빠, 안녕하세요. 
갖고 계신 게 

뭐예요? 



흥미롭네요.
방금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했는데 아직 
유효해. 까먹기 전에 

검사를 하려고.



얼마나 걸려요?

알겠어요. 끝나시면 
얘기해주세요. 오늘 같이 
우송하게 산책 나가요.

이 이야기는 여러 옵션 중 몇 가지만을 보여드리니, 어떤 종
류의 변 기반 검사가 귀하께 최선인지 결정하실 수 있도
록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얘기하십시오. 검사는 서
로 조금씩 차이가 있거나 제출하는 데 방법이 다릅니다.  
받으신 키트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그래!

몇 분 밖에 안 걸려. 
그 다음엔 우송하지. 



우편 봉투

검체 관

재밀봉 가능한
봉지

생분해성 변기통 라이너

환자 상세정보 양식 안내

변기통�라이너

생분해성

검체�체취�후�변기통�물과
내리십시오

상단�표면

자택
검사
키트

자택 테스트
키트 지침

참가자 상세정보

비즈니스 회신 메일 

미국 내 우송
시 우표불필요

키트를 여십시오.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십시오.

“활동성 출혈이 있는 
경우 검사를 행하지 

마십시오.” 난 그렇지 
않아.

FIT 검사 사용법

1



변기 물을 두 번 내리십시오. 변기통에 세제가 있는 경우, 
제거하고 두 번 물을 내리십시오.

큰 수세식 박엽지를 펴십시오.
변기 물 위에 올리십시오.

2

3



이름생년월일날짜

사용하신 휴지를 버리시되, 변기통에 버리지 마십시오. 

일상과 같이 변을 보십시오. 물을 내리지 마십시오. 

검체침의 끝을 변에 댑니다.

검체를 담을 
것입니다. 

4

5



이름

생년월일

날짜

이름

생년월일

날짜

큰 변 조각은 담지 마십시오. 덩어리나 물방울을 제거하기 
검체침을 한 번 흔드십시오. 

6

7 검체침을 관에 넣고 꽉 닫으십시오. 관 바깥 쪽에 변이 
묻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 닦으십시오.



이름

생년월일

날짜

이름

생년월일

날짜

다른 검사 키트는 카드랑 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드에 그
려진 상자 안에 변을 소량 솔로 묻히십시오. 이는 5초 정도 소
요됩니다. 
변이 상자 밖에 묻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 닦으십시오.

2차 검체 체취를 위해 키트에 검체침 또는 솔이 두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전과 같이 검체를 
체취하십시오.

변기 물을 내리십시오. 최소 20초 이상 비누와 물로 
손을 씻으십시오.

1... 2... 3... 4... 5...

8

9



12345-TEST-00

검체를 우편 봉투에 넣고 봉하십시오.

귀하의 이름과 검체 체취일을 포함하여, 모든 라벨과 양
식을 작성하십시오. 

10

11



12345-TEST-00

환자 가이드 키트 반납 방법

6단계: 검체 라벨 붙이기

다음 지침에 따라 귀하의 키트를 UPS를 통해 
EXACT SCIENCES LABORATORIES로 보내주십시오.

이용 안내

예시

John

Doe

05/16/58

06/15/21

01:25 PM

용기 고정틀

봉지와 배송 상자

검체 용기보존액

지침 자료물 검체 라벨

검체�관

또 다른 종류의 검사 유형은 다중 표적 변 DNA 검사 또는 FIT-DNA 
(Cologuard)입니다. 숨겨진 혈흔과 대장암일 수 있는 유전자의 변
화를 감지합니다. 

FIT-DNA (COLOGUARD) 검사 사용법



주의: 봉지와 상자를 보관하십시오. 나중에 변 검체 보관 및 배
송을 위해 필요합니다.

고정틀을 변기 좌석 밑에 
놓으십시오. 뚜껑을 연 
검체 용기를 고정틀에 놓
으십시오.

2 일상과 같이 변을 보십시오.

1



검체침의 끝에 변을 묻히십시오. 검체침 끝에 파인 선을 덮
도록 하십시오. 큰 변 덩어리는 담지 마십시오. 

검체침을 관에 다시 넣으십시오. 꽉 닫으십시오.

3

4



변과 함께 보존액을 용기에 부으십시오. 

꽉 닫으십시오. 변이 용기 바깥 쪽에 묻어 있어서는 안 됩
니다. 그런 경우, 닦으십시오.

키트 내 기재된 주
소로 UPS를 통해 
우송하십시오. 배송
비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5

6

7



금방 
하셨네요?

응. 설명이 
잘 나와 
있었어. 

언제 
보내셔야 
되세요?



지금 가요. 운동 
할 겸요.

24시간 
이내로.

저희 모두에게 
좋은 걸요.

분석 받기 위해 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보내려고. 

그래. 산책은 
언제든지 좋지.

신체적 활동이 
대장암 예방에 

좋다는 거 알고 
있었니?



그럼, 릴리, 같이 
가자.

저도 가도 
되요?



먼저 가요.
나중에 봐요. 검사 
결과가 좋으면 

좋겠네요! 고마워,
여보.

1-2주 내로 알게 
될거야. 당신도 같이 

산책 나갈래?

언제 결과가 
나온대요?



대장암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또 다른 검사를 매년 해야 돼. 
FIT-DNA 검사를 했다면,  
3년마다 한 번 하면 돼.

검사가 음성이면, 대장암이 
아닌거야. 어떤 사례는 놓칠 
때도 있는데 드문 경우야.



검사에서 무언가가 
검출된다면요?

의료 서비스 제공자한테서 
연락이 올 거야. 

결장암이나 직장암이거나, 
또는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

그 때는 대장 내시경 
검사로 무엇인지 
알아 봐야지. 



그래, 
그리고 다 
괜찮았지.

엄마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셨을 때를 

기억해요. 의사가 
초소형 카메라로 대장 

안을 살펴봤어요.



음성 판정이 나오고 
대장암 징후가 없으시길 

바래요!

나도다! 중요한 건 내 
건강을 챙기는 거지.



대장암 위험에 대한 사실 

대장암 위험 요인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고령화 — 사례의 약 90%가 50세 이상*에서 발생합니다.
•	 대장암 또는 선종성 용종에 대한 개인 또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	 린치 증후군이나 가족성 선종 용종(Familial	adenomatous	

polyps,	FAP)과 같은 유전 증후군이 있는 경우

대장암은 흑인 지역 사회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대장암
의 위험과 발병률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복잡하지만 구조적 인종차별의 영향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위험 
요인의 차이와 의료 접근성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생활 방식의 변화는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과체중 또는 비만인 경우 체중 감량 
•	 더 많이 움직이고 앉아 있는 시간을 줄여 신체 활동 증가시키기
•	 가공 처리된 육류를 덜 먹고 과일과 채소 더 섭취하기
•	 술을 줄이고 금연하기

귀하의 대장암 위험 요인과 스크리닝에 대해 담당 의료 서비스 제
공자와 오늘 얘기하십시오. 금연에 대한 도움은 866-697-8487번으
로 전화하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health를 방문하여 “colon cancer”(대
장암)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스크리닝과 관련된 이야기는 
nyc.gov/health를 방문하여 샌드라의 이야기 와 마크의 결정 을 검
색하십시오.

*대장암 사례가 50세 미만에게서 증가하고 있으므로, NYC 보건 및 정신 위생부는 위험 
요인이 없는 개인의 경우 45세부터 대장암 검진에 대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스크리닝을 더욱 더 일찍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http://nyc.gov/health
https://www1.nyc.gov/site/doh/health/health-topics/colon-cancer.page
http://nyc.gov/health
https://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cancer/colonoscopy-novella-ko
https://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cancer/colon-cancer-screening-test-novella-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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