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바이러스인 B형 간염을 방지하는 것은 쉽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검사를 받으세요!
			

예방주사를 맞으세요!

B형 간염과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

B형 간염은 전 세계인과 미국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u전
 세계적으로 B형 간염은 간암을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입니
다.

Asian American Health Initiative
1335 Piccard Dr.
Rockville, MD 20850
240.777.4517
www.AAHIinfo.org

u전
 세계2억 8천만 명의 아시아인
과 태평양 군도 사람들이 만성 B형
간염에 걸려있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u한
 국은 B형 간염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나라에 속합니다.
u한
 국에서는, 태어나면서
B형 간염에 걸린 아기들 중
10-15%가 만성감염으로
발전됩니다.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B형 간염

uB
 형 간염은 HIV(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보다 훨
씬 더 전염성이 강합니다.
u치
 료받지 않을 경우, 미국에
살고있는 B형 간염 환자 네
명 중 한 명은 간암 또는 간
기능 부전으로 사망할 것입
니다.

u아
 시아계 미국인 10명 중 1명이 B형 간염 환자입
니다.
u6
 0만 명 이상의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만성 B형 간

염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uB
 형 간염에 의한 간암이 발병할 확률은 한국계 미
국인이 백인보다 여섯 배나 더 높습니다.

B형 간염에 걸리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지 배우세요.

B형 간염이란?
“B형 간염”(영어로는 HBV)이라고 불
리는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위험한 간
질병입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장기(만성)
B형 간염은 다음과 같은 병을 불러일으
킬 수 있습니다:

단기 감염은 “급성” 감염입니다. 대부
분의 성인들이 걸리는 B형 간염은 급성
감염입니다.

•
•
•
•

6개월 이상 바이러스를 지닌 사람들은
장기 또는 “만성” 감염자라고 합니다.
만성감염은 간 손상을 막기 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두 살 이전에 감염된 어린이들은 평생 바
이러스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만성 보균자”라 불립니다.

간 손상 (간 경화),
간암
간 기능 부전, 또는
사망

B형 간염의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며 다
음과 같습니다:
• 극심한 피로
• 열
• 두통
• 식욕 상실
• 메스꺼움과 구토
• 근육통
B형 간염은 또한 다음과 같은 증상을 일
으킵니다.
• 오른쪽 갈빗대 아래의 불편함
• 관절통
• 진한 갈색 소변
• 눈과 피부가 노랗게 변함 (황달)
B형 간염에 걸렸는데도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위해 검사를 받으세요!

간염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염되는지 배우시오

간단한 검사를 받으십시오.

B형 간염은 극도로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감염
된 피와 체액을 통해 퍼집니다.

B형 간염은 감염자로부터 감염되지
않은 사람에게 다음의 방식들을 통해
전염될 수 있습니다:

만일 임산부가 B형 간염에 감염되어
있으면, 출산 시 아기에게 바이러스
가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
시아 사람들이 B형 간염에 걸리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직접적인 혈액 대 혈액의 접촉. 다음
과 같이 타인의 혈액과 접촉이 되는
개인적인 물건을 사용할 경우 전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면도날
• 칫솔
• 귀걸이

간단한 혈액검사가 당신이 B형 간염
에 걸렸는지의 여부를 알려줄 수 있
습니다. 이 검사는 주치의 병원이나
보건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한 뒤 살균되지 않
은 바늘을 사용하는 것:
• 침술 치료
• 문신
• 신체 피어싱
콘돔없이 섹스하는 것(“무방비 상
태”의 섹스)
B형 간염은 가벼운 접촉, 재채기, 기
침, 함께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는
것에 의해 전염되지 않습니다.

모든 임산부는 임신 7, 8 또는 9개
월째에 B형 간염 검사를 받아야 합
니다.

B형 간염 예방.

이 검사는 특히 아시아계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검사결과로는 다음 중 하나가 될 것
입니다:
• B형 간염이 없다.
•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다.
• 과거에 B형 간염에 감염되었었다.

•예방접종을 하세요. 완전히 예방
하려면, 누구나 연속적으로 세 번
의 주사를 맞아야만 합니다.
-모든 신생아들
-항체를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성인들

안전한 백신으로 당신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산모가 낳
은 아기는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예방접종을 받아야합니다.

B형 간염백신은 주사로 제공됩니다.
백신에는 어떠한 활성 바이러스도 포
함되지 않습니다. 이 백신은 유아,
어린이, 성인에게 모두 안전합니다.

•날카로운 물건(면도날, 손톱깎이,
귀걸이, 또는 몸에 거는 링 등)을
같이 쓰는 것을 피하십시오.

B형 간염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되려
면, 세 번의 백신주사를 모두 맞아야
만 합니다.
각각 한 개씩 맞는 것을 잊지 마세
요!

•침, 주사, 문신 그리고 몸에 피어
싱을 할 때는 새 것 또는 소독된
바늘을 사용하십시오.
•섹스 파트너가 한 사람 이상이라
면, 매 번 콘돔을 사용하십시오.

날카로운 물건을 최소한 세 번 끓이
거나, 또는 표백제와 물을 섞어 물
건을씻음으로써 살균 및 소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