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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WDS 감염 인 총 4如1명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는 2006（1~9월）년 보고된 신규 에이즈 감염인은 572명이고, 이는 하루 평균 2.1 명씩 발견되는 것으로 지난 해 같 

은 기간 대번1（506명） 13.0%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2006년 9월말까지 확인된 국내 에이즈 누적 감염인수는 4,4이명으로 이중 806명이 사망 

하여 3,595명이 생존해 있으며, 발견되는 감염인 대부분 20~40대가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6。세 이상 연령층에서 발견이 꾸준히 늘고 있 

다고밝혔다. 글 편집실

성별로는 남성이 527명 여성이 45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1.7배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30대가 

176명（30.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20대 순이었다（표 1）. 신규 감염인 572명중 김염경로 

가확인된366명 모두성접촉（남성:이성간170명 및동성간167명, 여성:이성간29명에 의한감염으로 

나타났다（표2）. 누적감염인 4,401명중 감염경로가밝혀진 경우는3,729명이고 이중성접촉에 의한감 

염이 3,676명（98.6%）으로가장많은수를차지하였고, 혈액제제 17명, 국내수혈 16명 국외수혈 13명, 

수직감염이 5명, 마악주사기공동사용에 의한감염이 2명으로각각확인되 었다（표3）.

2ooe표1

T내국인 신규 HIV/AIDS 감염인 성별 • 연령별 분포
(2006.1~9)

연령
I 계 | ―타잔____________ : 여자 i

감염인수명 백분율%） 감염인수명） 백분율%） [ 감염인수명） 백분율%）

계 572 100.0 527 100.0 45 100.0

14，어9 11 1.9 11 2.1 0 0.0

20-29 112 19.6 105 19.9 7 15.6

30-39 176 30.8 162 30.7 14 31.1

40~49 138 24.1 130 24.7 8 17.8

50~59 79 13.8 70 13.3 9 20.0

60세 이상 56 9.8 49 9.3 7 15.5

淤 발견 당시 연령임（만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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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내국인 신규 HIV/A1DS 감염인 감염경로별 분포

(2006.1~9)

i 계 I 남자_____________ I 여자 1
감염인수명） 백분율（%） ! 감염인수명） 백분율%） 1 감염인수명 백분율%） J

계 366 100.0 337 100.0 29 100.0

이성간성접촉 199 54.4 170 50.4 29 100.0

동성간성접촉 167 45.6 167 49,6 0 0.0

에이즈전문지 Red Ribbon

洪 감염경로가 밝혀진 366명에 대한 통계임

표2



(1985-2006.9)

I 표3

J 巩에이즈 감염인（HIV/AIDS） 감염경로별 누적분포현황

구분

: 계 _____________ 남자 __________L— 여자 I
1 감염인수몡 백분율（%） 감염 2수명） 백분유%） J 감염인수명 백분율%） |

계 3,729 100.0 3,379 100.0 350 100.0

이성간성접촉 2,215 59.4 1,874 55.5 341 97.4

동성간성접촉 1,461 39.1 1,461 43.2 0 0.0

수혈/혈액제제

- 혈액제제 17 0.5 17 0.5 0 0.0

-국내수혈* 16 0.4 11 0.3 5 1.4

-국외수혈 13 0.4 12 0.3 1 0.3

수직감염 5 0.1 2 0.1 3 0.9

마약사용자 2 0.1 2 0.1 0 0.0

* 감염경로가 밝혀진 3,729명에 대한 통계임（기타, 무응답 등은 제외）

* 국내수혈: 헌혈액 모두 HIV선별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온 경우임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에이즈감염이 주로 성접촉을통해 전파되는 것을 감안할때 에이즈 예방을 위 

한콘돔사용뿐만아니라 감염된 사실을모른채 타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인 에이 

즈 검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콘돔사용을 통해 에이즈를 예방할수 있음을 알리고 콘돔사용을 권장하 

는다양한 홍보물배포, 캠페인, 보건소 콘돔무료비치 사업을수행하는 등 에이 즈 예방을 위한 콘돔사용 

촉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60세 이상에서도 에이즈 감염 인 보고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근래 평균수명연장과동 연령층의 성생활이 보다 활발해지고 있으므로 콘돔사용을 

생활화하여 에이즈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앞으로 노인복지관등 노인들의 집합장소에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 보급등교육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에이즈 검사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보건소에서 무료익명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특 

히 2005년도부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도시에『에이즈 검진상담소』를 설치 • 운영해 왔으 

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운영할계획이라고하였다（전국 6개소운영）.

洪 검진상담소 문의전화: 02-2675—4111（일반인）, 02—792-0083（동성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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