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sultation 에이즈샹담실

〉에에즈상담셀

— ' — 丄 二。기 많다고 해서 걱정돼요

상담원 아저씨 전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빠가 직장에서 대리인데요 엄마랑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아빠가 다니는 회사 사람들이 에이즈 감염인이 대부분이라 하던데요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아빠가 에 

이즈에 감염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빠가 걱정돼요

I 않아金

e 아网가 걱정 되는가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빠가힘께 있는시림들이 에이즈 감염인인 줄모르고 있다 

면 위험할수도 있지만 알고 있으면 절대 위험하지 않아요 엄마도 알고 있고 또 본인도 알고 있잖아요 에이즈는 

감기처럼 걸리는게 이니거든요. 아무리 같이 있어도걸릴수 있는일만하지 않으면 걱정 안해도되요.

아빠가그사람들과 밥을 먹고 익수하고 운동하고 같이 일해도 절대로 걸리지 읺아요

이삐를 걱 정히기보다 좋은 일 하고 있는 이빠가 자랑스럽다고 밀해주세요. 에이즈 김•염된 사람들은 참 힘들거든 

요. 다른 시람이 잘도외주지 읺아요. 니쁜사림들도 이니고 착한데도시람들이 잘못생긱해서 나쁜사람들처럼 보 

거든요 그런 시림들을 도외주는 일을 하는 시킴은 용기 가 있고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 예요.

'아빠 힘 내세요! 그리고 좋은 일 많이 히세요!' 라고응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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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남자친구는 지금 이십대 중반입니다 저나 남자친구나 문란한 성생활과는 거리가 먼 편인데 제가 

! 얼마 전에 부끄럽지만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는데 영양제를 맞았던 부위에 든 멍이 열흘이 

； 넘게 없어지질 않아 걱정하던 차에 갑자기 제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가 많이 놀았다는? 게 기억이 나서 초기증상

I 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와 관계 후 에 2,3주 있다가 굉장히 심한 몸살기운과 설사를 했었거든요

중절수술 하기 전에 사진도 찍고 내고K에서 혈액검사도 했는데 산부인과 중절수술 전 혈액검人에서도 감염여부를 

! 알수있는지궁금합니다.

검시는 본인이 원해야간실시如 J ■ ■ 4.
에이즈 검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원해야만 실시하는 검시-입니다. 수술 받으시면 하신 검사항목에 에이 

즈 검사가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이니므로 받으신 검사항목 중에 에이즈 항목이 있었는지 따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약 에이즈 검사가 실시되지 읺았다면 따로 보건소나 협회 등을 통해 에이즈 검사를 받아보시 

는 것이 닐요합니다

협회나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익명으로 검사가 가능하며, 협회에서는 당일에 검사결과를획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매주화 금요일에 실시되며, 1588-5448로 전화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RED 야BBON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시 에이즈검사도 하나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시 에이즈검사도 하는지 그리고 만약 에이즈 양성자라면 공무원채용에 결격사유 

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는 공무원 신체검사 시에도 에이즈 검사 항목이 포함되어있는지 궁 

금합니다.

에이즈 검사는 포함되지 읺으며 에이즈 감염은 결격사유가이-닙 니다

= 쯯 안녕하세요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는 업종은성을 매개로 하는 업종이 이닌 이상 의무사힝-이 이닙니다•. 

공무원 채용검사시 에이즈 검사는 포함되지 않으며, 에이즈김-염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정기적 종합검진에 에이즈 검사가포함 되는지는 이곳에서 정확한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기관마다 차이 

가있으며, 일부기업이나기관의 경우 에이즈 검시를추가하는 경우가발생됩니다. 공무원 정기적 검사실시 여부 

는 검사를 진행하는 의료기관에 문의해 보셔야할듯싶습니다.

성관계 후 출혈이 있었고 초기 증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남자친구 말구도 다른 남자와 잔 적이 있습니다.

그 남자와 두 번 했는데 하고나서 두 번이나 성기에서 피가 났습니다. 어떡하죠? 혹시 에이즈에 걸린 것은 아닌가 

요? 그 남자는 저와 처음이구요 그러고 나서 몇 달 후 초기 증상인 두통과 몸살이 났고요. 체하긴 했어도 구토를 

했습니다. 혹시 에이즈 아닌가요? 검사를 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납니다.

성괸계 시 콘돔을꼭 사용하시고 검시를 받으십시오

인-녕하세요. 남자 친구와가진 성관계가 걱정이 되어 상담실을찾으셨군요.

남자 친구와의 성괸계 후 출혈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출혈이 있다고 다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 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하다보면두통도 생기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몸살도오는것입니다.

문제는 성관계를할때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병도 성병이지만아기를 기지게 되면 더 큰문제가되 

기 때문입니다. 콘돔도 준비하지 않은 친구하고는 절대로관계를 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정도도 배려하지 않는 

시람은 믿을만한 친구가못됩니다. 만일 임신을 하게 되면 정말문제가 되고 남자친구는 책임지지 않고 모르는 척 

하면 그만입니다. 혼자서 걱정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문제는 에이즈가 아니고 계속되는 성관계를 

본인이 어떻게 조절하느냐입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하지 않아야하는 일은하지 밀아야합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엄두가나지 않는다면 전화 1588-5448로 익명검사예익을 하고 협회로 오 

셔서 검시를 받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전화를 하셔서 에이즈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하면 시간과 날짜를 물어보고 언 

제 어디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혀 걱정하거나무서워하지 않도록잘도와줍니다.

용기를내서 걱정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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