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형 간염을 앓는다면 아기를 보호하십시오 

이 차트를 사용하여 자신과 아기의 진료 상황을 추적하십시오
B형 간염을 앓고 있는 경우, 이 바이러스는 출산 시 혈액을 통해 아기에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기는 평생 동안 이 심각한 질환을 앓을 수 있습니다. 

감염을 예방하려면 아기가 백신을 통해 면역이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 B형 간염을 관리하고 간손상을 방지하십시오. 

출산 후 
임신 중 

혈액 검사를 받으십시오. 

B형 간염 바이러스 부하 검사 

간 검사 

B형 간염 항원 검사 

질환이 중증인 경우, 의사가 

B형 간염 관련 약물 복용을 

권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동거인이 B형 
간염 검사를 받도록 
하십시오. 

B형 간염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사에게 
진료받으십시오. 

출생 시 

B형 간염을 앓고 있다고 
의료진에게 알리십시오. 

아기는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출생 후 
12시간 이내에 주사를 
두 번 맞아야 합니다.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H
BIG) 1회 접종 

B형 간염 
백신 1차 
접종 

아기가 HBIG 주사와 B형 
간염 백신을 맞으면 모유 
수유를 해도 좋습니다. 
의료진이 아기의 백신 접종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백신 
접종 카드를 드릴 것입니다. 
아기의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할 때 항상 이 카드를 
지참하십시오. 

1~2개월 

아기가 B형 
간염 백신 2차 
접종을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6개월 

아기가 B형 간염 
백신 3차 접종을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백신은 6개월 이전에 
접종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기가 완전히 면역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9~12개월 

아기가 백신 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받도록 하십시오. 
이는 B형 간염에 걸린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에게 
특히 더 중요합니다. 

HBsAg 
HBsAb 

검사 결과 확인: 

_____ 면역이 형성됨 

_____ 면역이 형성되지 않음* 

_____ 감염됨 

* 아기가 B형 간염에 대해 완전히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의사가

백신 재접종을 권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아기를 돌보는 경우 
• 보호자는 아기 엄마가 B 형 간염을 앓는다는 사실을 담당의
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기가 2 차 및 3 차 백신을접종받았
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아기는 6 개월 시점(그 이전은 안 됨)에 3 차 백신을접종받
아야 합니다.

• 15 개월째에 의사에게 검사를 요청하여 아기가 B 형 간염에
대한 면역이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검사는 모
든아기에게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호자가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아기에게 중요합니다. 결과의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 아이가 미국으로 돌아올 때 한국에서 온 아이의 백신 접종
기록을 가져와 아이의 검진을 예약하십시오. 아이를 학교에
등록하려면 백신 접종 기록이 필요합니다.

Charles B. Wang Community Health Center 는 비영리 목적으로 본 자료를 전자 방식 또는 인쇄판으로 재배포할 것을 권장하며 이는 귀하가 본 자료를 본 건강 센터에서 제작한 자료임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무단 재배포 및 영리를 위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본 브로셔의 내용은 임상 직원이 검토했습니다. 이에 포함된 내용은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학적 상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212) 966-0461로 보건교육과에 문의하거나 www.cbwchc.org를 방문하십시오. © 2016년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