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삶
당신을 위해서


임신했다면, B형 간염 검사를 받으십

시오.




출산 전후 B형 간염 예방 부서


publichealth.lacounty.gov/ip/
perinatalhepb_home.htm

요한지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저렴한 비용 또는 무료 백신 병원

B형 간염 검사가 음성이면, B형 간염



주사를 맞으십시오.

B형 간염 엄마에 대해서


사와 검사를 제때 받았는지 확인하십



먹이는 것은 안전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으로부터 보호
하는 방법

www.hepbmoms.org

아시아 태평양 간 센터

B형 간염이 있어도 아기에게 모유를

아기를 B형 간염

병원 목록은 2-1-1로 전화 하십시오

아기가 필요한 모든 B형 간염 예방주

시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B형 간염 검사가 양성이면, 치료가 필

아기를 위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https://aplc.verity.org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 보건국
백신 예방 질병 통제 프로그램
출산 전후 B형 간염 예방 부서
3530 Wilshire Blvd., Suite 700

 B형 간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B형 간염 예방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당신의 친구들과 가족이 피검사를 해야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전화 : 213-351-7400
Website: publichealth.lacounty.gov/ip

하는지 아니면 B형 간염 예방주사를 맞
아야 하는지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 보건국

Korean

B형 간염이란 무엇입니까?

B형 간염에 걸렸는지 어떻

아기를 B형 간염으로부터 보호

B형 간염(hep B)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게 알 수 있습니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한 간 질환입니다.


B형 간염은 세계에서 가장 흔한 간암의

산전 관리의 과정으로 간염에 대한 검사

있습니다.


감염된 사람의 혈액이나 체액에 접촉이
되면 B형 간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임신부와 아기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하거나 간염을 전문

는지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B형 간염 치료는 아기가 태어날 때 B형



는지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


B형 간염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간염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는지 의사에
게 문의하십시오.

면, 당신은 B형 간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더 맞아야 합니다.


B형 간염이 있으면, 아기 주치의에게 알리
십시오.



아기가 B형 간염 주사와 검사를 제때 받았
는지 확인하십시오.



간염 백신 스케줄 *

친구들과 가족이 B형 간염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는지 아니면 피검사를 해야 하

간염 예방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또는 당신의 부모님이 아시아에서 태어났다

모든 아기는 나이에 따라서 간염 주사를

간염에 걸릴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모든 아기는 B형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

B형 간염은 아시아에서 매우 흔합니다. 당신



으로 치료하는 의사를 방문할 필요가 있

B형 간염에 걸린 아기는 심각한 간 질환
이나 간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B형 간염이 없으면, 아기는 태어날 때 한
개의 주사를(B형 간염) 맞습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

임신부가 B형 간염이 있다면, 아기는 태
어날 때 B형 간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으면 B형 간염을 예방할 수

B형 간염이 있으면, 아기는 태어날 때 2종
류의 주사 (HBIG와 B형 간염)를 맞습니다.

를 받게 됩니다.

원인입니다.




B형 간염 주사는 임신 중에 맞아도 안전
합니다.

주사

아기 나이

1

출생시

HBIG

출생시

2

2 개월

3

6 개월

피검사

9 ~ 12 개월

주사는 B형 간염 예방에
98% 효과적입니다!
* 이것은 일반적인 일정입니다. 접종 시기와 횟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