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간암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할까요?

• 간암은 치명적입니다.

• 간암은 전체 인구보다 한인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 간암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간암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별로 없습니다.



간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알코올,
곰팡이에서
나는 발암성

독소,화학약품, 
지방 섭취,비만,
기타 바이러스

20%

B형 간염
80%



B형 간염 세계 지도

World Health Organization. Geographic Prevalence of HBsAg.  Data from 1996 (unpublished). 
http://www.who.int/vaccines-surveillance/graphics/htmls/hepbprev.htm. Accessed: September 13, 2004.

HBsAg Prevalence
≥8% - High 
2-7% - Intermediate
<2% - Low

http://www.who.int/vaccines-surveillance/graphics/htmls/hepbprev.htm


B형 간염이 얼마나 흔할까요?

12배

미국인 한국인



B형 간염 바이러스란?

• AIDS 바이러스보다 100배나
전염성이 강한 질환

• 혈액이나 기타 체액(침, 고름, 
정액 & 질액)에서 산다.

• 간 질환을 일으키고 암을
발병시킨다.



B형 간염은 어떻게 감염되나?

출산시 엄마에서
태아로

감염자와 무방비로
성관계

감염된 주사바늘
사용

감염자와 칫솔
공유

감염자와 면도기
공유

감염된 혈액에
노출



• 감염자 대부분은
아무런 증상도
없습니다.

• 보통, 병세가 매우
깊어졌을 때에야
증상이 나타납니다.

B형 간염에 걸린 걸 아는 방법은?

확실히 알기 위해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 간단한 혈액 검사
• B형 간염 검사는 보통 정기 검진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사에게
검사를 요청해야만 합니다.

• 검사 결과는 둘 중 하나입니다:

B형 간염 검사

바이러스가
이미 몸에
들어왔었다

바이러스가
몸에 한번도
침투하지
않았다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단 한번도
몸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감염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스스로를 B형
간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백신 주사를
맞으세요.

바이러스가
몸에 한번도
침투하지
않았다



B형 간염 백신 주사

• 안전하면서, 
효과적이다

• 6개월에 걸쳐 세번
접종

• 바이러스가 한번도
몸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경우에만 효과

그러므로 먼저 검사부터 받으세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이미 몸에 들어왔었다면

두 가지 가능성:

1. 면역자이거나 2. 만성 보균자

바이러스가
이미 몸에
들어왔었다

바이러스가
이미 몸에
들어왔었다



몸이 B형 간염 바이러스를 퇴치시켜서
다시는 B형 간염에 걸리지 않습니다.  

B형 간염에 안심해도

됩니다.

면역자란?



만성 B형 간염 보균자

• 평생 바이러스를 지니고 삶

•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음

• 바이러스는 통제할 수 있음

• 치료 가능

• 조기 발견 건강 유지와 암 예방에 도움

• 간염을 전염시키지 않도록 유의



가능한 검사 결과

몸에서
바이러스
완전 퇴치

B형 간염에
걸릴 위험성
있음

바이러스가 간
질환과 간암을
일으킬 수 있음

만성 보균자

면역자

침투 전무

면역자

47%

11%
만성

보균자

42%

바이러스
침투 전무

Steven Y. Lin, Ellen T. Chang, Samuel K. So, “Why we should routinely screen Asian American adults for hepatitis B: A cross-
sectional study of Asians in California” Copyright © 2007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Liver Diseases, 
http://dx.doi.org/10.1002/hep.21784, Accessed: August 9, 2007

http://dx.doi.org/10.1002/hep.21784


62세

교회 장로님

53세

교회 집사님

38세

주일학교
교사

당신은 누구와 같습니까?



B형 간염 검사를 받으려는
한인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시간이 없다

증상이 없다 가족에게 짐이 되거나
가족의 명예에

먹칠할까봐 두려워서

너무 비싸거나
보험이 없다

한약이 B형 간염과
간암을 예방해준다는

믿음

의사가 권유하지
않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B형 간염
바이러스 침투

전무

만성 보균자면역자



내 주치의에게 어떻게 말을 할까?

여러분이 요청하면
대부분 의사는 검사
명령을 내립니다

의사용 B형 간염 정보
지를 의사에게 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 B형 간염을 전염시키는 것을 예방하는 첫
걸음

• 간단한 혈액 검사

• 당신의 가족은 건강한 여러분이 필요함

• 커뮤니티에서 간 질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됨

• 가족과 동료에게 모범이 될 수 있음



• B형 간염은 한인에게 매우 흔한 질병

• 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전염병

• 예방의 첫 걸음은 피검사!

•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 오늘 당장 검사 받을 날짜를 예약하세요!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정리하면…



여러분 중 몇 분이 가까운 장래에
검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UCLA B형 간염 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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