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생제 복용의 위험은 무엇인가요?
아주 드물게 일부 여성은 과민증이라고 하는 심한 
항생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약물 반응, 특히 
페니실린에 대한 반응 내력이 있을 경우 조산사나 
의사에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GBS 위험 요인이 파악되었거나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경우 분만 중에 항생제 치료를 하면 아기에게 GBS가 
진전될 확률이 줄어듭니다.

제왕절개 수술 및 GBS
GBS를 위한 선별검사는 제왕절개 수술을 계획하는 
여성들에게도 중요합니다. 귀하에게 해당될 경우 
조산사 혹은 의사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십시오.

Group B Streptococcus   

(B 그룹 연쇄상구균)을 위한 임신 선별검사

더 자세한 정보:
선별검사 혹은 GBS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조산사나 의사에게 이야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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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B Streptococcus 에 관한 정보
Group B Streptococcus (GBS)는 신체 내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이며 대개 무해합니다. GBS는 일시적인 
박테리아로서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성병 감염이 아닙니다. 세 명의 여성 중 최대 한 명이 
질 내에 GBS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릅니다. GBS는 소변에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GBS 및 신생아

GBS는 분만 중에 아기에게로 전이될 수도 있고 
패혈증, 폐렴 및 수막염 등 신생아에게 생명의 위협이 
되는 감염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신생아 (2000명 중 1명)만이 조기 GBS 발병이라고 
하는 감염이 진전됩니다. GBS 감염이 신생아에게 
전이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명된 여성들에게 분만 
시 정맥주사 (혈관으로 직접 투입) 항생제를 통해 
치료하면 위험을 줄이게 됩니다. 분만 시 선별검사 
및 치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생아는 여전히 GBS
가 진전됩니다. 아기에게 GBS가 진전될 경우 병원에 
있는 동안 항생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GBS 및 좀 더 자란 아기들

분만 시의 치료는 항상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란 아기도 GBS 감염이 진전되면 
항생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기에게 GBS 전이 확률을 낮추는 방법
GBS 보유로 인해 아기에게 GBS 전이 확률을 낮추기 
위해 치료받을 수 있는 여성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두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 실시될 
수 있는데 두 방법 모두 효과적입니다.

귀하는 의료 서비스를 통해 한 가지 방법을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귀하의 조산사 및/혹은 의사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귀하로부터 문의사항 혹은 
우려사항에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위험 기반 선별검사:

이 선별검사 방법을 통해 아기가 태어날 때 GBS 
진전 위험이 좀 더 높은 여성을 파악합니다. 위험 
요인:
• 이전 아기가 GBS 감염에 걸린 경우
• 임신 중 어느 때든지 소변에 GBS가 발견된 경우 

(어느 때든지 이로 인해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해도)

• 37주 이전에 분만하는 경우
• 분만 시의 체온이 38도를 넘은 경우 
• 아기 주변에 감염이 있다는 징후가 있을 경우
• 양수가 터진 후 해산 시간이 18시간 이상인 경우.

2. 일상적인 산전 테스트 방법: 

임신 35주에서 37주 사이에, GBS 양성인지 
여부를 알아보는 테스트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쉽게 면봉 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조산사나 의사가 표본을 채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면봉 채취는 병리학과로 보내지고 이후 산전 
예약 시에 그 결과를 알게 됩니다. 

계획
만일 GBS가 양성 반응이거나 알려진 GBS 위험 요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분만 시에 항생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고려는 임신 중에 논의될 것이며 귀하의 동의 하에 치료 계획이 
의료 기록에 입력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