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 자가 검사 연구

안녕하십니까.
일반적인 스미어 테스트와는 달리 집 또는 클리닉 화장실에서 혼자 쉽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자궁경부 검사 연구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검사법은 자궁경부 검사를 위한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자가 검사라고 불립니다.
여성들이 새로운 검사를 선호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에 귀하의 참여를 초대합니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검사와 추적 검사는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일부 여성들은 3 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정기 스미어 테스트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스미어 테스트가 불편하다고 하고,
또 어떤 여성들은 스미어 테스트를 받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이 새로운 검사는
여성들이 직접 면봉을 이용해 실시합니다.
매시 대학교, 오클랜드 지역보건부, 와이테마타 지역보건부가 귀하와 함께 본 연구를
진행합니다.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연구 참여자들은 세 개의 그룹 중 한 곳에 배정되며, 다음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 클리닉을 방문해서 자가 검사 하기. (그룹 1)
• 배송된 키트를 이용해 집에서 자가 검사 하기. (그룹 2)
• 일반적인 스미어 테스트 받기. (그룹 3)
본인의 그룹을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연구 참여자들은 무작위로 그룹에 배정됩니다. 자가 검사를 하는 그룹(그룹 1 과
2)의 연구 참여자 수가 일반적인 스미어 테스트를 하는 그룹(그룹 3)의 연구 참여자 수보다
더 많습니다.
다음 과정은 무엇인가요?
몇 주 후 귀하께 더 많은 정보가 담긴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만약 귀하가 집에서 자가
검사를 하는 그룹(그룹 2)에 배정되었다면, 우편으로 검사 키트를 보내드립니다. 만약
귀하가 클리닉에서 자가 검사를 하는 그룹(그룹 1) 또는 일반적인 스미어 테스트를 하는
그룹(그룹 3)에 배정되었다면, 이를 안내하는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이 연구에 어떻게 참여하나요?
만약 본 연구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아직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귀하의 선택입니다. 만약 더 이상 연구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연구간호사 제인 그랜트씨에게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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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을 보십시오.

제인 그랜트 (연구간호사)
전화: 021 195 3439
hpvstudy@waitematadhb.govt.nz
만약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연구간호사에게 전화를 하시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XXXXX 에서 연구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귀하의 정확한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궁경부 검사 HPV 자가 검사 연구팀
(The Cervical Screening HPV Self-test Research 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