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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간 질환 및 간암으로 인한 사
망률이 높은 나라이며 이들 높은 간 질환 및 간암의 중
요한 원인의 하나로서 B형간염이 지목되고 있다.1 B형
간염의 감염원은 증상이 없는 HBsAg 양성 보균자가 유
력하며, HBsAg 양성 환자는 주로 출생 전후로 주산기
에 모체로부터 감염된 경우에 많고, 모체가 HBsAg 양
성인 경우 그 감염 확률이 높게는 7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태아와 신생아가 주산기에 B형간염에 
감염되면 출생 후 대부분 만성 보균 상태로 되어 일생동
안 타인에게 B형간염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3분의 2 이상에서 만성간염, 간 경변, 간암 
등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주산기 B형간염 예방이 시급하
다 하겠다.3
  주산기 B형간염의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임산부의 
HBsAg 유무를 선별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며 HBsAg 양
성율이 낮은 국가에서는 우선 고위험 임산부들을 대상
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HBsAg 양성 
임산부의 과반수 이상에서는 별다른 위험요인이 없으
며, 많은 경우 여성이 임신하여 산전진찰 시에 처음으로 
HBsAg양성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근 많은 나
라에서 임신 34주까지 모든 임산부에게 HBsAg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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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권유하고 있다.4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8월에 
개정된 전염병예방법에서 B형간염을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병의 집단인 2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또한 2001년부터 표본감시 전염병으로 지정하
여 의료법상 병원급 이상의 모든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상 보건의료원, 분만업무를 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급
성 B형간염, 주산기 B형간염, 바이러스 감염, A형간염, 
C형간염, 및 HBsAg 양성산모가 발견될 때 즉시 표본감
시결과 신고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5 그러나 이러한 신고제도에도 불구하고 분만 의료
기관에서 HBsAg 양성산모의 신고율이 저조하여 이를 
통한 한국 임산부의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율을 파악하
기가 곤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전관리 및 분만을 
취급하는 전국의 산부인과의원, 병원, 종합병원을 대상
으로 하여 최대한 한국 임산부의 B형간염 표면항원 양
성율 및 수직감염 예방실태를 파악하여 2002년 7월부
터 시작된 B형간염 수직예방사업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기획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200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만급여가 청구된 의료
기관은 산부인과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1,563개 병의
원이며 이 기관들의 2001년도 총 분만 건수는 538,783
건이다. 조사대상은 이들 병의원 중에서 2001년 국민건
강보험공단에 연간 100건 이상 분만을 보고한 868 병의
원을 대상으로 하고 이들 중 2003년 1월 현재 폐업 중
이거나 분만을 다루지 않고, 주소가 불확실한 병의원
을 제외한 848곳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848 병의원의 
2001년 총 분만수는 507,151건으로 2001년 국민건강보
험공단에서 분만이 확인된 총 분만 538,783건의 94.1%
에 해당된다. 조사대상 의료기관에는 2001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집계한 총 분만 중 일부 소규모 의원에서
의 분만, 가정분만 및 생활보호대상자들의 분만을 제외
한 대부분의 분만이 발생한 의료기관이 포함되었다.
  조사대상 병의원 848기관을 대상으로 2003년 1월 15
일부터 2003년 2월 15일까지 우편을 이용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포함된 내용은 2001년도, 2002
년도 연간 분만한 임산부 및 HBsAg 양성 임신부 
(HBsAg 양성율), 산전관리 시 HBsAg 선별검사 실태, 
분만 및 산후 임신부 및 신생아 관리 B형간염 수직예방
사업에 대한 참여도 및 문제점 등이었다. 설문을 우편 
발송 시에는 공문과 설문지, 반송봉투를 함께 보낸 후에 
다시 전화를 통하여 협조의뢰를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는 응답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할 
시에는 다시 전화조사를 병행하였다. 우편조사의 회수
건은 2003년 2월 15일까지 247건으로 전체의 29.1%에 
해당되었다. 2차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2003년 2월 15
일부터 2003년 3월 10일까지로 미회수된 병의원을 대
상으로 전화 및 방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필요시 
추가로 설문지를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다시 우송 
및 회수하였다. 최종 수집된 설문지는 341건으로 기관
수로 전체 조사대상 848개 병의원의 40.2%에 해당하였
다. 이는 분만 건수로는 2001년 기준 전국의 총 분만 
건수인 507,151건 중 279,734건으로 조사대상 분만건
의 55.2%에 해당하는 결과이다. 연구결과의 통계분석
은 PC용 Window SPSS Program 11.0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율의 비교는 χ2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최종 수집된 341 조사대상 중 2001년도 분만수 및 B
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자 수를 기재한 의료기관은 219개
였으며 분만수로는 2001년 조사대상 분만인 507,151건 
중 176,424건으로 조사대상 분만의 34.8%를 포함하였
다. 2002년도 분만수 및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자 수를 
기재한 의료기관은 241개로 분만수로는 169,236였다. 
응답한 병의원에서 분만한 임산부중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자의 비율을 보면 2001년의 경우 분만수 및 B형간
염 표면항원 양성자 수가 조사된 219개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임산부 176,424명 중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자
는 5,690명으로서 그 양성율은 3.23%였다. 2002년의 
경우 총 분만 수 및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수가 모두 조
사된 241개 병의원에서 분만한 총 임산부 169,236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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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자수 5,593명으로서 그 양성율
은 3.30%였다. 의료기관의 소재지별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율을 비교하여 보면 2001년도의 경우 임산부의 B
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의 
6.9% 다음은 전남 4.2%, 강원 4.0%, 경남 3.7%, 부산 
3.4%의 순서였으며 충북이 2.3%로 가장 낮았다 (Table 
1). 2002년의 경우는 임산부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율
이 제일 높은 지역은 제주 4.8% 다음은 전남 4.6%, 대
구 4.4%, 강원 4.1%, 경남 4.1%의 순서였으며 대전이 
2.2%로 가장 낮았다. 이와 같은 2001-2002년간 B형간
염 표면항원 양성율을 의료기관 소재지별로 분석하여

Table 1. Prevalence of HBsAg positive parturients in Korea during 2001-2002

2001 2002

Area No. of deliveries
HBsAg positive 

parturient
Prevalence (%) No. of deliveries

HBsAg positive 
parturient

Prevalence (%)

Seoul 38,150 1,173 3.1 36,205 1,189 3.3

Busan 22,070 761 3.4 17,634 549 3.1

Daegu 13,610 409 3.0 12,437 542 4.4

Incheon 6,872 173 2.5 7,231 164 2.3

Gwangju 6,001 206 3.4 6,771 246 3.6

Daejeon 4,711 139 3.0 2,780 62 2.2

Ulsan 2,119 70 3.3 2,892 109 3.8

Gyeonggi 33,189 1,089 3.3 36,142 1,103 3.1

Gangwon 5,600 222 4.0 5,045 208 4.1

Chungbuk 5,385 125 2.3 4,654 127 2.7

Chungnam 4,754 155 3.3 4,871 123 2.5

Jeonbuk 13,826 460 3.3 11,884 409 3.4

Jeonnam 5,359 224 4.2 5,443 248 4.6

Gyeongbuk 7,306 181 2.5 8,351 222 2.7

Gyeongnam 6,749 253 3.7 5,782 238 4.1

Jeju 723 50 6.9 1,114 54 4.8

Total 176,424 5,690 3.2 169,236 5,593 3.3

보면 제주, 전남, 강원, 경남 등이 타 지역에 비해서 비
교적 높은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천, 대전, 경북 등이 비교적 낮은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역별 B형
간염 표면항원 양성율은 분만 병의원의 소재지에 따른 
분류이므로 분만한 임산부의 거주지와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분만 병의원의 소재지별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율을 
비교하여 보면 2001년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
한 대도시 3.3%로 중소도시 3.3%와 차이가 없었으나 
농촌의 경우 2.6%로 낮은 편이었다. 2002년의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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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valence of HBsAg positive parturients according to the locations of delivery in Korea 

Area

2001년 2002년

No. of 
deliveries

HBsAg positive 
parturient

Prevalence 
(%)

P
No. of 

deliveries
HBsAg positive 

parturient
Prevalence 

(%)
P

Large cities 93,533 2,931 3.1

0.00

85,950 2,861 3.3

0.00Other cities 81,537 2,724 3.3 81,791 2,696 3.3

Rural areas 1,354 35 2.6 1,495 36 2.4

Total 176,424 5,690 3.2 169,236 5,593 3.3

P values based on Chi-square test

비슷한 양상을 보여 대도시 3.3%, 중소도시 3.3%, 농촌 
2.4%로 농촌이 낮았다 (Table 2). 그러나 이와 같은 지
역별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율의 차이도 역시 분만 병
의원의 소재지에 따른 분류이므로 분만한 임산부의 거
주지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고   찰
  본 연구는 2001년 기준 연간 분만 임산부의 34.8%를 
포함한 한국 임산부의 HBsAg 양성율 조사로서 비교적 
한국 임산부 전체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사대상 병원의 임산부들을 직접 조사하지 
못하였고 각 병원의 의무기록실 및 산부인과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에 기초해 산모의 HBsAg 양성율을 산출하
였기 때문에 대상 병의원의 자료수집 과정의 정확도가 
병의원에 따라 다를 가능성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한국인 임산부의 HBsAg 양성율은 
2001년 3.2%, 2002년 3.3%로 나타났다. 그간 한국 임
산부의 HBsAg 양성율에 관한 연구로는 한국 임산부 전
체를 대표할 만한 양성율에 대한 보고는 없었으며 일부 
병원에 내원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부였다. 
일부 병원에 내원한 임산부의 HBsAg 양성율에 대한 
연구로는 윤 등6이 1985년 병원 내원 산모의 양성율을 
6.55%로 보고하였으며 서 등6은 보고한 1985년 병원 내
원 산모의 HBsAg 양성율을 3.5%로 보고하였으며 안 등7

은 1991-1992년 병원 내원 산모의 양성율을 2.7%로 낮
게 보고하고 있다. 다수의 병원 임산부를 대상으로 조
사한 비교적 규모가 큰 연구로는 전국의 12개 병원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1995년까지 6년간 후향적으로 
133,825명의 산모에서의 HBsAg 양성율을 조사한 보고
로서 산모의 HBsAg 양성율은 1990년에 4.1%, 1991년
에 3.8%, 1992년에 3.6%, 1993년에 3.5%, 1994년에 
3.4%, 1995년에 3.4%였다.9 따라서 이 연구와 본 연구
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임산부의 B형간염 표면항원 
(HBsAg) 양성율은 1992년대에 들어서는 별다른 감소를 
보이지 않고 3.5% 전후의 양성율을 보이고 있다. 미국
의 경우 1990-1993년도의 임신부의 조사에서 백인의 
경우 0.6% 흑인 0.97%, 히스패닉 0.14%, 한국계미국인 
2.45%를 보고하고 있어 우리나라 임신부의 HBsAg 양
성율은 아직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10 1998년 한국
의 전 연령 인구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 보고 된 여
성의 연령별 HBsAg 양성율을 보면 30대의 6.04%, 20
대의 4.12%, 10대의 2.54%로 여성의 연령별 HBsAg 양
성율이 최근 출생아일 수록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11 따라서 현재 10대 및 그 이후의 세대들이 
결혼해서 임신하는 시기가 되는 10년 이후에는 한국 임
산부의 HBsAg 양성율이 2.5%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기
대할 수 있으나 그 감소 속도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여성의 결혼 및 임신 연령이 늦어지는 경우는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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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002년간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율을 분석하
여 보면 제주, 전남, 강원, 경남 등이 타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율을 보여주고 있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역별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율
은 분만 병의원의 소재지에 따른 분류이므로 분만한 임
산부의 거주지와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의 경우는 2001, 2002년 모두 제
일 높은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2001년의 경우는 6.9%로서 현저히 높은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율을 보여주고 있어 제주지역이 도서지역
으로 다른 내륙지역에 비해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율이 
높은 원인이 있는지 역학 조사기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나 2001년 제주지역의 조사 결과는 다른 지역
과 비교하여 조사된 분만수가 723건으로 표본수가 작기 
때문에 표본오차를 감안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분만 병의원의 소재지별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율을 
비교하여 보면 2001년, 2002년 도시가 농촌보다 높았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역별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율
의 차이도 역시 분만 병의원의 소재지에 따른 분류이므
로 분만한 임산부의 거주지와 차이가 있으며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 임산부의 경우 도시지역의 대형 병의원
에서 분만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
다. 또한 지역별 분만수 대비 조사대상병의원 분만수의 
표본추출율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표본오차를 감안하여
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임산부의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율
은 2001년 3.23%, 2002년 3.30%로서 1990년대 이후 

별다른 감소를 보이지 않고 1992년 이후 3.5% 전후의 
높은 양성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지역별로는 제주, 전남 
등이 높았고 분만 병의원의 소재지별로는 대도시와 중
소도시는 양성율에 차이가 없었으나 농촌 지역 보다 높
은 양성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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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목적: 한국 임산부의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율을 조사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은 전국의 산부인과 의원, 병원, 종합병원 중 연간 100건 이상의 분만이 발생한 868개의 병의원 중 

2003년 폐업 중이거나 분만을 다루지 않는 병원을 제외한 848곳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고 필요시 전화, 팩스, 방문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최대한 많은 대상 기관의 설문지의 
조사정보를 회수하였다. 설문지의 최종 회수율은 의료기관 수를 기준으로 40.2%, 분만건수 기준으로 55.2%의 회수율을 
보였다. 

결과: 한국 임산부의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율은 2001년 3.23%였으며 2002년의 경우 3.30%였다. 의료기관의 소재지별 B
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율은 2001년도의 경우 임산부의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의 6.9% 다음
은 전남 4.2%, 강원 4.0%, 경남 3.7%, 부산 3.4%의 순서였으며 충북이 2.3%로 가장 낮았고 2002년의 경우는 임산부의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율이 제일 높은 지역은 제주 4.8% 다음은 전남 4.6%, 대구 4.4%, 강원 4.1%, 경남 4.1%의 순서였
으며 대전이 2.2%로 가장 낮았다. 분만병의원의 소재지별 임산부의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율을 비교하여 보면 대도시
와 중소도시는 양성율에 차이가 없었으나 농촌지역 보다 높은 양성율을 보였다. 

결론: 한국 임산부의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율은 2001년 3.23%, 2002년 3.30%로서 1990년대 이후 별다른 감소를 보이지 
않고 3.5% 전후의 높은 양성율을 보이고 있다.

중심단어: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율, 임산부,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