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 명 중 한 분이
되어 주세요
All of Us 연구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요?
현재 건강 관리는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맞춤형 건강관리가 제공되는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이것을 정밀 의료라고 하며, 우리는 그러한 미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All of Us의 사명은 단순명료합니다. 건강 연구를 가속화하는
것 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건강 데이터
공유를 요청합니다. 이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됩니다.
연구자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건강과 질병에 대한 수많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개인 정보는 최신 기술로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건강의 미래가 여러분과 함께
시작됩니다.

왜 백만 명이나 필요합니까?
All of Us 연구 프로그램의 핵심은 다양성입니다. 사람,
데이터 유형, 생활 방식의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의
특징이 왜 생기는지 더 많이 알수록, 더 나은 맞춤형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만 명 이상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참여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미래 세대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에
기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의 고유한 건강 데이터가 의료 분야의 큰
혁신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All of Us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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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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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844) 842-2855
help@joinallofus.org
영어와 스페인어로만 제공됩니다.

JoinAllofUs.org
All of Us, All of Us 로고 및 “The Future of Health Begins with You (건강의 미래가 여러분과 함께
시작됩니다)”는 미국 보건복지부의 서비스 마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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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the All of Us
Research Program?

Why one million?
The key to the All of Us Research
Program is diversity. Diversity of people,
data types, and ways of life.

At the moment, health care is often one-size-fits-all.
But imagine a future where your health treatments
are tailored to you. This is called precision medicine,
and we can make that future possible.

The more we know about what makes
people unique, the more customized
health care can become. That’s why
we’re asking one million or more people
to join us.

The mission of All of Us is simple.
We want to speed up health research.
To do this, we’re asking one million or more people
to share their unique health data. This information will
be added to a database. Researchers can then access
this data to conduct thousands of studies on health
and disease.

Why should I join?
It’s simple. You’ll contribute to research
that may improve health for generations
to come. There’s no one exactly like
you. Your unique health data may help
researchers find the next big medical
breakthroughs.

We take your privacy very seriously. We use the latest
technology to help keep your data private and safe.

The future of health begins
with you.

How do I get involved?
Right now, you can join All of Us in English and Spanish.

Download
the app

Visit our
website

There are many ways to participate.
You may be asked to:

Take
online
surveys

Contact Us:
(844) 842-2855
help@joinallofus.org
JoinAllofUs.org
All of Us, the All of Us logo, and “The Future of Health Begins with You” are service marks
of 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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