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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병원실태에 대해 말이 많은데 제가 1 년 전 쯤에 치아가 많이 안 좋아서 치과에 갔었거든요 근데 치 

과 치료를 통해서도 감염이 된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염이 되나요? 그리고 감염이 되고 나서 2주 후 쯤에 초기증 

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무증상기인가요? 초기증상은 언제 나타나고 어떤 종류로 나타나는지 알려주세요. 너무

무섭고 걱정돼요.

卜空 공능 사용지己 신빈으］光 什임되 시 안* 1디 .

에이즈 심임인괴 기-］느'농동으로시용하는 깃민으로에이즈에 심입이 뇌는 싯이 이님니디. 기구에 심임인 

의 힌액이 개입이 되고, 동시 식으로 니에41도출힐이 나는 싱치 부위니 심'』에 치두힌 성우에 감임의 기능싱을 생식 

해볼수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기본적인소독등의 세팅이 되어 있고, 민■약소량의 김-염인의 혈액이 붇어 있었다 

히더라도동시적인 접촉이 이니라면 김-염의 기능성은희박합니다. 김-염이 되어도증상이 없는 경우가많고, 일부에 

서 보이는증상들도 일반적인 증상들이므로 증상으로는 에이즈 김-염여부를 판단하는데 별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亍 .，巨一 , = n = 上三 경우가 있나요?

제가 왠지 HIV 보균자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기억이 없지만 제 팔과 허벅지 

I! 안쪽 부근에 자꾸 붉은 점들（볼펜으로 콕 찌른 크기정도?）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기는커녕 자꾸만 늘어

나고 있는 상태라 영 좋지가 않네요 또 목 부근과 가슴 부근 팔 부근이 자꾸 가렵습니다 꼭 벌레물린 것처럼 가 

려워서 어떨 땐 자면서도 긁습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혹시 생리가 멈추는 경우가 있는지요. 전 임신은 아닌데 생리 일자가 지났는데도 안하고 있습니 

다. 지금은 결혼은 했지만 결혼 전에 낙태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성관계는 6년 전에 처음으로 한 것 같습니다 하 

루빨리 검사를 해보는 게 더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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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k윅 경은에이스아 사닌이 找。一나 신毕인과에서 신료듣/이 보십시오

혹시 현재 복용숭인 익이 있으신 시요. 복용중인 익이 있으시디넌 힌새 놉에 보이는승싱에 대힌 의료인괴 

싱세한싱의기 필요힌 듯히니디. 6니 신에 에이즈김엽이의 심되는 일이 있으싰디는 싯인지요 그리하시디면 시금이 

I 라도에이즈 검시를 빋아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이즈 검사는 감임이 의심되는 미지막 성관계 후 12주
가 경과한후에 받으시면 됩니디:） 그리고 무월경의 증상은 에이즈와는관련이 없으니, 무월경이 지속된다면 삘리 산 

I 부인괴를 방문히시 어 진료를 빋아보세요.

에이즈 검사는보건소나 병원, 우리 협회에서 기능하며, 보건소와협회에서는 무료로 익명으로 검사가 가능합니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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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에 검사를 받고 확실히 아니라고 판정 났는데요, 문제는 제가 남들 보기는 미친놈 같겠지만 이 

반이에요 이 어린 나이에 그런 걸 깨닫고 나서는 자꾸 여자랑 한다는 생각은 안 들고 남자랑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에이즈가 걸릴 수 있잖아요. 전 그게 정말 무서워요.

전에 몇 번 만나서 했는데 무서워서 2년 동안 두려움에 떨다가 검사를 받아 아니라는 판정 나와서 기분이 다시 좋 

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판정을 받아도 남자랑 또 만나고 싶고 자꾸（미친 놈 같지만） 하고 싶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하죠? 하고는 싶은데 하면 에이즈에 걸릴 수도 있고 정말 무조건 참으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답변 

부탁드려요 '

안전한 성괸계를 실천하십시오.

- 이러 기지로 고민이 많으시 겠습니다 일단은 현재까지 검시결과가음성으로 나왔으니 그것은축하할 일입 

니다. 이제는앞으로의 일에 대히여 고민을하고 대책을세워야 하는 것이 문의하신 바와같이 괸건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전한 성괸계를 히겠다는 의지라고 생긱힙니다. 에이즈는 김염경로가 잘 알려 

져 있어서 그 경로를회피한다면 감염되는것에 대히여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즉 혈액, 정액, 질분비액, 모유외- 

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장 이싱적인 빙법은 성관계를 갖기 전에 싱대방과 선생님이 성병과 에이즈 검 

사를 하고 모두 정싱인 싱태에서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안전한 성괸계가 될 것입니다. 물론 서로간만 성괸계를 해야 

한다는 동의 이래 이루어져야겠지요. 만일 낯선 사람과 성괸계를하게 된다면 빈드시 콘돔을 착용하셔야합니다 이 

것은 구강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실생횔에서 적용하려면 귀찮은 면도 있지만 조금씩 실천하면 쉬워질 것이 

고건강한 삶을 유지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

- - 먹거나 주사를 맞은 경우 검사결고!에 영향。I 있나요?

지난주에 에이즈 검사 받았어요 걱정되는 일이 있은 지 6개월 지나 검사받은 결과는 음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제가 검사받기 10일 전쯤에 몸이 아파서 항생제랑 진통제를 먹었거든요 항생제 주사도 

맞았어요. 혹시 항생제와 진통제가 검사결과에 영향을 끼치진 않나요? 혹시 양성인데 항생제와 진통제 그리고 항 

생제 주사 때문에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나요? 항생제나 진통제 먹어도 검사결과는 정확하게 나오나요? 항생제 

와 진통제를 검사받기 10일전에 복용했고 거기다가 항생제 주사까지 맞았는데 지금 음성이라는 결과가 정확한건 

가요? 나중에 다시 검사 받아보卜야 하나요?

다른 질병이나 약등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인녕하세요 검사상음성이 나왔다고요? 축하드립니다. 항생제나 진통제는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 

습니다. HIV바이러스에 대한힝체를 검사하는 것이기에, 다른 질병이나복용하는 약등은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 
개월 후의 검사라면 정확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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