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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HBV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할  
B형 간염과 간암에 관한 상식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물리치기위해 뭉치자.

조기 진단의 중요성»
한국 사람에게는 B형 간염이 가장 위험한 병 중 
하나이기 때문에 B형 간염 감염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검사를 받자

의사에게 다음과 같은 혈액검사를 받으십시오.

B형 간염 표면 항원 (HBsAg): 
만성적 B형 간염에 걸렸는지(또는 B형 간염 보균 여부) 
알 수 있습니다.

B형 간염 표면 항체 (anti-HBs):
B형 간염으로부터 보호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B형 간염 표면 항원만이 만성적 B형 간염 여부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 백신을 맞자

만약 B형 간염 표면 항원과 항체 검사가 음성으로 나오면 
B형 간염으로부터 보호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당신의 아기도 
태어나자마자 백신을 맞도록 해야 합니다. 

B형 간염 백신은 6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서 맞는 주사이며, 
평생 유효합니다.

이 백신은 B형 간염 바이러스와 간암을 예방하기 때문에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암 예방 백신이라고 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알자



 

» B형 간염 바이러스(HBV)는 간을 가장 흔히 감염하는 
바이러스이며 간암 또는 간부전을 유발해서 죽음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 한국인 12명 중에 1명은 만성적 B형 간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B형 간염 보균자는 자신의 감염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 4명의 만성적 B형 감염자 중 1명은 결국 간암 또는 
간부전으로 목숨을 잃지만, 지속적인 검진과 적절한 
치료로 위와 같은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B형 간염은 보통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욱 더 위험한 
병입니다. 혈액검사 또한 정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복부 통증 또는 황달(진한 오줌과 피부와 눈이 노래지는 
현상) 등의 증상이 나타난 후 대부분의 경우 효과적인 
치료를 받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B형 간염에 관한 침묵 깨기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B형 간염에 
이미 감염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HIV와 유사한 전염

B형 간염은 음식이나 물을 통해 
전염되지 않습니다

B형 간염에 감염 되었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 검사를 받자

현재 건강해도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 검사 검사 목적

매 6개월 ALT 혈액 검사 간 손상

AFP 혈액 검사 간암

매년 HBV DNA 수치 바이러스 부하

  매년* 초음파 간암

 * 간경변 또는 간암에 걸린 가족이 있는 경우, 초음파 검사를  

매 6개월마다 할 것을 권장합니다.

간암이 초기에 발견되면 성공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B형 간염 감염자가 치료를 받아야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ALT 수치가 높으면, 간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B형 간염을 

완전히 치유할 수 없지만, 적절한 치료로 간암과 간부전에 걸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FDA승인을 받은 치료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med.stanford.edu/liver/resources/

online-treatment-tool.html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 치료를 위한 화학 요법을 시작할 경우, B형 간염 치료를 병행해서  

B형 간염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 또는 간부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A형 간염 백신 맞기

» 술 안 마시기 

» 사랑하는 사람들을 간염으로부터 보호하기

가족들과 배우자가 B형 간염 테스트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B형 간염으로부터 보호되지 않았을 경우 B형 간염 백신을 맞도록 

하십시오.

만약 임신을 했다면, 신생아는 태어난 지 12시간 이내에 첫 번째 

B형 간염 백신 주사와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 (HBIG)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기에 맞춰서 나머지 두개의 백신 주사를 

맞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기는 95% 이상 B형 간염으로부터 

보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산모에서 신생아에게로의 수직감염
한국인들의 경우 B형 간염은 흔히 만성적 B형 간염에 
걸린 산모로부터 신생아에게 분만 중에 전염됩니다.  

2. 혈액을 통한 감염
B형 간염은 감염된 혈액을 통해 전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상처와 상처의 접촉
» 면도기와 칫솔의 공유
» 문신기구, 피어싱, 또는 마약 주사를 위한 바늘의 

재사용
» 의료 주사, 바늘 또는 침의 재사용
       
3. 성관계를 통한 감염
B형 간염은 B형 간염 감염자와 성관계를 보호없이 
가졌을 때 전염될 수 있습니다.

B형 간염 전염에 관한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B형 간염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 음식이나 물의 공유
» 같은 수저나 컵의 사용
» 일상적인 접촉
» 기침 또는 재채기
» 포옹 또는 키스
» 모유 수유

B형 간염 감염자를 차별 대우하거나 
멀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