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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와  건강  상태  

 
NorthShore 및 Swedish Medical Group에서는 각 환자의 관리 계획의 
일환으로 유전자 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가족력과 함께 
의료 제공자가 환자의 특정 질환 위험성을 이해해 환자와 함께 환자에게 
딱 맞는 선제적인 선별 및 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NorthShore 또는  Swedish Medical Group 의사와  상의해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 

 
 
유전자  검사로  유용하고  조치  가능한  통찰력을  
포착하세요  

 
• 유전자 검사는 특정 암 및 심장 질환에 대한 위험성과 특정 약물에 대한 
신체의 처리 방식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검사 결과를 통해 담당 의사가 환자에게 딱 맞는 선별 및 예방 계획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 검사 결과는 가족 구성원들이 특정 질환에 대한 위험성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  내용  
유전 건강 검진 
이 유전자 검사의 환자 비용 분담분은 99달러입니다. 

 
암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대장암, 흑색종, 췌장암, 위장 및 전립선암에 대한 
유전적 위험성 

 
심장  
유전적 원인이 없는 심장 질환과 다르게 관리해야 할 수 있는, 유전적 
고콜레스테롤증과 같은 일부 유전성 심장 질환의 위험성 

 
약물  
신체가 특정 약물을 처리하는 방식에 유전자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기타  건강  상태  
기타 질환에 대한 유전적 위험성 

 
암에 대한 개인 또는 가족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유전성 암 검사도 함께 
제안드리게 되며, 비용은 저희 검사 제휴업체인 Sema4를 통해 보험으로 
청구됩니다. 

 
* 담당 의사와 상의 없이 유전자 검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복용약을 변경하거나 
중단하지 마십시오. 

 

northshore.org 
 
 

검사 예약 또는 자세한 정보는 (847) 570-GENE으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northshore.org/apc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전자 검사 
 
진행  방법  

 
온라인  유전자  및  웰니스  평가 (GWA) 완료  
연례 신체검사 전에 NorthShoreConnect를 통해 GWA 완료 
요청을 드립니다. GWA에서는 특정 질환에 대한 개인 및 
가족력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근거로, 
특정 유전성 질환에 대한 유전적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받아보시게 됩니다.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시면,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담당  의료  제공자를  통한  검사  지시  

담당 의료 제공자가 제안을 받은 유전자 검사에 대해 지시를 
내리기를 원하시면, 해당 제공자가 다음 방문 시 이를 
지시하게 됩니다. 

 
채혈  완료  

담당 의사가 유전자 검사 지시를 내리면, NorthShore 랩 또는 
NorthShore Immediate Care Center를 방문해 혈액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northshore.org/labs 또는 
northshore.org/immediatecare를 방문해 가까운 검사처를 
검색하십시오. 

 
결과  수령  

검사 결과는 보통 채혈 후 4주경에 준비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NorthShoreConnect로부터 이메일을 받으시게 되고, 
NorthShoreConnect를 통해 결과에 액세스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이 함께 제공됩니다. 

 
담당  의사와  함께  관리  계획  수립  

검사 결과를 토대로, 담당 의사가 임상 가이드라인 및 권장 
사항에 따른 개인별 검진 계획을 세우도록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NorthShoreConnect 등록  
 

NorthShoreConnect는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를 통해 하루 24시간 연중 무휴로 
간단히 의료 관리에 접근하게 해주는 
사용하기 쉽고 안전한 온라인 포털입니다. 
NorthShoreConnect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NorthShore 검사 결과 검토 
 

•NorthShore 진료 예약 
 

•담당 관리팀과 의사소통 
 

•NorthShore 의료비 수납 
 

NorthShoreConnect 계정을 개설하시려면, 
northshoreconnect.org로 이동하십시오. 

“Sign Up Now”(지금 등록)를 클릭한 후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질문이 있거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담당 의사 사무실 또는 NorthShoreConnect 
지원 전화에 (847) 425-390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개인  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  
 
NorthShore는 환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보호 대상 
건강 정보(PHI)에 관한 모든 HIPAA 요건을 준수합니다. NorthShore의 
검사 제휴업체 Sema4와는 검사 완료에 필요한 정보만 공유하게 됩니다. 
그 외 어떤 정보도 환자 동의 없이 공유하지 않습니다. 

고객께는 또 GINA(게놈 정보 차별 금지법)이라고 하는 연방법에 따라 
고객께 부여된 권리가 있으며, 이는 건강 보험 및 고용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차별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합니다. GINA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northshore.org/apc를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