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형 간염, C형 간염 또는 HIV 검사 조치 
 

B형 간염, C형 간염 또는 HIV에 대한 노출  

B형 간염, C형 간염 또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가까운 응급실을 방문하여 전문 의료인으로부터 위험성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신속히 진단을 받아야 B형 간염 바이러스 및/또는 HIV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PEP(노출 후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HCV)에 대한 PEP에 대해서는 검증된 가설이 

없으나, 만성 C형 간염은 항바이러스 요법을 통해 방지 또는 치료될 수 있습니다. PEP는 개인이 

질병에 노출된 후에 행하는 치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ealthLinkBC File #97 혈액 또는 체액 접촉: 

감염 예방을 참조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응급실을 찾으려면 서비스 및 자료 디렉터리 찾기(FIND Services and Resources 

Directory)에서 검색하거나 8-1-1(연중 무휴)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시 응급 처치에 관한 법률  

비상시 응급 처치에 관한 법률(Emergency Intervention Disclosure Act)에 대한 다음 내용은 정보 제공 

및 지침 전달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이 웹사이트의 내용과 비상시 응급 처치 법률 비상시 응급 

처치 규정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법률 및 규정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비상시 응급 처치에 관한 법률은 다음 중 하나의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을 경우 B형 간염, 

C형 간염 및 HIV에 대한 검사를 위해 개인이 전염원에 대한 검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응급 진료를 하던 도중.  

 소방관, 응급 진료 보조 또는 경찰 또는 기타 보안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캐나다 형사법에 따라 범죄로 의심되는 행위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합리적 근거가 있으며 

해당 사항을 사법기관에 보고한 경우.  
 

이 검사 조치의 목적은 질병에 노출된 개인에게 전염원에 대한 검사 결과를 제공하여 질병에 

노출된 개인과 담당 의사가 노출로 인한 결과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검사 조치 

프로세스는 엄격한 타임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보와 자주 묻는 질문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검사 조치 프로세스 개요  

 노출된 개인은 비상시 응급 처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이 검사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전염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합니다.  

https://www.healthlinkbc.ca/hlbc/files/documents/healthfiles/hfile97-k.pdf
https://www.healthlinkbc.ca/hlbc/files/documents/healthfiles/hfile97-k.pdf
https://www.healthlinkbc.ca/services-and-resources/guided-search
https://www.healthlinkbc.ca/services-and-resources/guided-search
http://www.bclaws.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12019_01
http://www.bclaws.ca/civix/document/id/lc/statreg/33_2013
http://www.bclaws.ca/civix/document/id/lc/statreg/33_2013
https://www.healthlinkbc.ca/health-feature/frequently-asked-questions-about-testing-orders-hepatitis-b-hepatitis-c-or-hiv


 전염원이 자발적으로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노출된 개인은 주법원을 통해 검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전염원에게 의도표명양식(Notice of Intention Form)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양식은 전염원에게 노출된 개인이 검사 조치를 수행할 

의도를 알립니다.  

 전염원이 해당 양식을 수령한 지 3일 내에 자발적으로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노출된 개인은 

주법원에 검사 조치 권한 요청(Application to Obtain a Testing Order)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청은 작성 완료된 의사 소견서를 포함해야 하며 전염원의 혈액 또는 기타 신체 

부위와 접촉한 지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주법원은 사안을 검토하여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명시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전염원에게 

검사 조치에 응할 것을 명령합니다.  

 전염원이 지정된 의료시설을 방문하면, 혈액 샘플을 채취하여 테스트를 위해 해당 샘플을 

BC 질병관리본부로 보냅니다. 공공연구원 및 샘플 수집 장소 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과는 노출된 개인 및 감염원의 담당 의사에게 각각 전달됩니다.  

 검사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비상시 응급 처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비밀 유지 조항을 

위반하여 범죄 사실이 인정된 개인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또는 지인이나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응급 처치에 관한 통지서 또는 문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지서 또는 문서를 제공한 후에는 개인 서비스에 대한 선서 

진술서(Affidavit of Personal Service)를 작성 완료하고 서명한 뒤 주정부 등기소(Provincial 

Court registry office)에 제출하여 문서가 제삼자에게 제공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양식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비상시 응급 처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 조치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에 대한 선서 진술서(Affidavit of Personal Service)  

 검사 조치 권한 요청(Application to Obtain a Testing Order)  

 의도표명양식(Notice of Intention Form)  

 의사 소견서(Physician’s Report)  

 검사 조치(Testing Order)  

 

자주 묻는 질문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검사 조치와 비상시 응급 처치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형 간염, C형 간염 또는 HIV 검사 조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참고 자료  

B형 간염, C형 간염 또는 HIV에 관한 정보와 전염 방지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2.gov.bc.ca/assets/gov/health/forms/notice_of_intention.pdf
https://www2.gov.bc.ca/assets/gov/health/forms/application_obtain_testing_order.pdf
https://www2.gov.bc.ca/assets/gov/health/forms/physician_report.pdf
https://www2.gov.bc.ca/assets/gov/health/forms/testing_order.pdf
https://www2.gov.bc.ca/gov/content/health/practitioner-professional-resources/msp/registered-nurses-certified/eligible-clients-and-services/laboratory-medicine-services?keyword=Public&keyword=Laboratory&keyword=and&keyword=Sample&keyword=Collection&keyword=Sites
https://www2.gov.bc.ca/assets/gov/health/forms/affidavit_personal_service.pdf
https://www2.gov.bc.ca/assets/gov/health/forms/affidavit_personal_service.pdf
https://www2.gov.bc.ca/gov/content/justice/courthouse-services/courthouse-roles/court-registry-services?keyword=Provincial&keyword=Court&keyword=registry&keyword=office
https://www2.gov.bc.ca/gov/content/justice/courthouse-services/courthouse-roles/court-registry-services?keyword=Provincial&keyword=Court&keyword=registry&keyword=office
https://www2.gov.bc.ca/assets/gov/health/forms/affidavit_personal_service.pdf
https://www2.gov.bc.ca/assets/gov/health/forms/application_obtain_testing_order.pdf
https://www2.gov.bc.ca/assets/gov/health/forms/notice_of_intention.pdf
https://www2.gov.bc.ca/assets/gov/health/forms/physician_report.pdf
https://www2.gov.bc.ca/assets/gov/health/forms/testing_order.pdf
https://www.healthlinkbc.ca/health-feature/frequently-asked-questions-about-testing-orders-hepatitis-b-hepatitis-c-or-hiv


더 많은 HealthLinkBC File 주제를 찾아보려면 웹사이트 www.HealthLinkBC.ca/healthfiles 또는 관내 

보건소를 방문하십시오. BC 주 내에서 비응급 보건 정보 및 조언을 찾아보려면 웹사이트 

www.HealthLinkBC.ca를 방문하거나 8-1-1(무료 전화)로 전화하십시오. 청각 장애 관련 지원을 받으려면 

7-1-1로 전화하십시오. 요청에 따라 130여 개 언어로의 번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B형 간염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HealthLinkBC File #25b)  

 B형 간염 예방접종(HealthLinkBC File #25a)  

 B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에서도 잘 생활하기(HealthLinkBC File #40d)  
 

C형 간염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HealthLinkBC File #40a)  

 C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  

 C 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에서도 잘 살기(HealthLinkBC File #40b)  

 

HIV  

 HIV 및 HIV 검사(HealthLinkBC File #08m)  

 HIV(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  

 

전염 방지  

 혈액 및 체액 관련 유의사항  

 혈액 또는 체액 접촉: 감염 예방(HealthLinkBC File #97)  

 WorkSafeBC – 감염 노출 관리: 노동자의 전염성 질병 감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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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ealthlinkbc.ca/hlbc/files/documents/healthfiles/hfile40b-k.pdf
https://www.healthlinkbc.ca/hlbc/files/documents/healthfiles/hfile08m-k.pdf
https://www.healthlinkbc.ca/health-topics/hw151408
https://www.healthlinkbc.ca/health-topics/tv7778spec
https://www.healthlinkbc.ca/hlbc/files/documents/healthfiles/hfile97-k.pdf
https://www.worksafebc.com/en/resources/health-safety/books-guides/controlling-exposure-protecting-workers-from-infectious-disease?lang=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