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이즈는 절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에이즈는 바이러스 감염의 일종입니다.

 •에이즈는 관리를 잘 하면 만성질환과 같습니다.

》 에이즈는 관리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정기적인 진료와 규칙적인 치료제 복용이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현재 HIV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검사와 진료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진료비 및 지원 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료기관 상담간호사가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완치는 불가능 하지만, 꾸준한 치료로 에이즈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를 통해 충분히 건강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HIV/AIDS는 평생 꾸준한 관리를 통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만성질환입니다.

본 책자는 초기 감염인의 당혹스런 마음을 안정시켜 드리고,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생활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꼭 필요한 질병정보와 생활정보를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감염내과가 개설된 의료기관과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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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제공

편견을 
접으세요

PL(People Living with HIV/AIDS) 

HIV/AIDS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편견 없이 감염인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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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에이즈는 바이러스 감염의 일종입니다.

09 HIV와 에이즈(AIDS)는 다른 용어입니다.

 •HIV 감염인 : 체내에 HIV를 가진 사람

 •에이즈(AIDS) 환자 : HIV 감염인 중에서 면역기능이 매우 낮거나 

     AIDS관련 증상이 나타난 사람

10 HIV 확인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HIV에 감염되었다는 의미입니다.

 •HIV에 감염되었어도 치료를 잘 받고 약을 잘 먹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13 꾸준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AIDS 환자로 진행됩니다. 

 •장기간 증상이 없어도 바이러스는 계속 증식하여 

    면역기능이 감소하며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납니다.

 정기적인 진료와 규칙적인 치료제 복용이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17 감염 초기 치료를 받으면 바이러스를 조기에 억제시키고 면역기능을 보존하며, 

 타인 전염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확진 후 바로 의료기관에 방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8 정기적인 혈액검사로 치료시기 결정, 치료효과 판단, 질병의 진행과 발병을 예측합니다.

 •가장 중요한 검사는 면역세포(CD4+T세포수)와 바이러스 농도(HIV-RNA)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현재 HIV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18 국내외 주요 지침에서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의 조기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효과적인 방법으로 고강도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HAART)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2 주치의와 상의 없이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용법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약제 내성 바이러스가 생겨 치료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에이즈 개념잡기

에이즈는 절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검사 및 치료

에이즈는 관리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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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와 진료에 대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6 현재 HIV 감염과 관련된 감염인의 검사와 진료에 대한 비용을 

 국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명으로 등록 시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보건소는 진료비 및 지원 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26 보건소를 통해 진료비 지원을 위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료비를 선 부담 후 보건소를 통해 환급 받거나 

    후불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상담간호사가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9 상담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서울시 소재 9개 의료기관에서 상담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HIV 감염의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꾸준한 치료로 

 에이즈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37 현재 몸속의 바이러스(HIV)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꾸준히 치료제를 복용하며,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39 성관계 시 콘돔 사용으로 건강을 지킵니다.

 •콘돔은 배우자나 성파트너를 보호하는 동시에  

    HIV 중복감염, 성병, 간염 등으로부터 감염인을 보호합니다.

 자기관리를 통해 충분히 건강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38 식생활 및 일상생활 관리를 위한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균형잡힌 식사를 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수면 등 

    건강한 생활습관이 중요합니다.

40 주치의와 상담하여 임신 및 출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남성 혹은 여성이 감염인인 경우, 부부 모두 감염인인 경우에 따라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하여 임신 및 출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진료 및 지원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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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HIV란 무엇인가요? 

HIV는 Human Immunodeficiency Virus의 영어 머리글자이며, 우리말로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로 부릅니다. HIV는 인체 내에 들어와서 면역체계를 파괴시키는 바이러스로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병원체입니다. HIV는 감염인의 혈액, 정액, 질 분비물, 모유에 존재합니다.

에이즈(AIDS)란 무엇인가요? 

AIDS는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의 머리글자인 A, I, D, S를 따서 만든 약어로, 

우리말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입니다. AIDS는 HIV에 감염된 후 면역체계 손상이 심해져 여러 가지 

면역결핍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HIV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에이즈 환자는 HIV에 감염된 후 병이 진행하여 면역결핍이 심해져 기회 감염 또는 종양

등 합병증이 생긴 환자를 말합니다.  

▶  HIV 감염인, 에이즈 환자 모두 일상적인 접촉으로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습니다.

01  HIV/AIDS 정의

02  HIV 감염확인

03  HIV 감염현황

04  HIV 감염경과

05  HIV 감염경로

에이즈는 바이러스 감염의 일종으로

진료 및 자기관리를 통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입니다.

01

AIDS

에이즈 
개념잡기

HIV/AIDS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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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확인

|

HIV 검사체계

HIV 검사는 선별검사(ELISA 등)와 확인검사(Western blot, WB)를 통하여 확진됩니다. 

즉 확인검사에서 양성판정이 나왔다면  HIV에 감염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감염사실 확인통보 경로

① 보건소 또는 병·의원에서 HIV 선별검사 결과 양성

②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확인검사 의뢰, 검사결과 양성(확진)

③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의뢰기관 및 의뢰기관 소재지 보건소에 검사결과 통보

④ 의뢰기관 소재지 보건소는 질병관리본부에 관련사항 보고 

⑤ 질병관리본부는 서울시를 통해 감염인 주소지 보건소에 감염인 지원 및 관리 통보

⑥ 주소지 보건소에서 상담, 역학조사 등 실시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하는 이유

처음으로 HIV 감염이 확인된 경우, 법에 따라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내용은 법적으로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역학조사는 HIV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  통보 및 조사 과정에서 감염인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비밀로 관리됩니다.

양성

검사의뢰

양성

확진

선별검사

HIV 감염인

확인검사

보건소, 병·의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국내 HIV 감염인 발생 현황

매년 전국 900-1,000명, 서울시 

300-400명의 신규감염인이 발견

되고 있습니다.

국내 HIV 감염확인 경로

2014년까지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

진 감염경로는 대부분 성접촉

(99.8%) 으로 감염되고 있으며, 주

로 질병의 원인확인을 위한 검사

(37.3%), 수술 입입원시 검사

(21.5%)를 통해 감염사실이 확인되

고 있습니다.

HIV 감염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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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인 연령별 분포

전체 HIV 감염인의 연령별 구성은 40대가 28.5%로 가장 많으나, 2014년 신규 감염인은 20대(30.8%)

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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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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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HIV 감염인 현황

2014년 신규감염성별 구성은 남

성이 92.4%, 여성7.6% 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남자

여자

연도별·성별 HIV 감염인 현황

HIV에 감염된 후 치료를 받지 않으면 ①급성감염기 ②임상적 잠복기 ③증상기로 순차적으로 이행됩니다.

HIV 감염경과

|

HIV 감염의 임상경과 HIV 치료의 면역기능 상승 효과1)

혈중 HIV 농도

급성 감염기

6주 - 6개월 0.5 - 15년 2 - 3년

임상적 잠복기 중상기

급성감염기(급성 HIV 증후군)  감염되고 2~6 주 후에 고열, 두통, 인후통, 근육통, 임파선 비대 등 

몸살 증세로 치료하지 않아도 1주~2개월(평균 1~2주)내 증상이 사라집니다.

임상적 잠복기  급성감염기 증상이 사라진 후 장기간의 무증상기로, 이 시기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바이러스는 계속 증식하고 면역 기능이 서서히 감소합니다.

증상기(에이즈 발병)  면역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각종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세균 등에 의한 

기회감염과 이차적인 암 등 다양한 병적 증상(AIDS)이 나타납니다. 

▶  치료제를 복용치 않는 경우 50%가 에이즈로 진행하는데 약 10년 정도가 걸리지만, 일찍 발견해 

치료한다면 면역기능 향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혈중 CD4+T세포수

급성HIV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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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에 감염되는 경우

•성접촉을 통한 감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정액, 질 분비물, 혈액을 통해 감염됩니다.

•오염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 투여

•오염된 주사바늘을 사용하거나 찔리는 경우

•감염된 산모로부터 신생아에게 전파(수직감염)

태반을 통해 감염되거나 분만 과정에서 감염될 수 있으며, 모유를 통한 감염도 가능합니다. 

HIV 감염은 유전이 아니며, 적절한 예방요법을 잘 따르면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HIV에 감염되지 않는 경우

•모기나 벌레로 인해 감염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을 위한 물건은 공동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상처를 낼 수 있는 물품(면도기 등)은 개인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신체 접촉도 괜찮습니다.

•기침, 재채기, 눈물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목욕탕이나 변기는 함께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치질 등으로 출혈이 있는 경우 변기 사용시 주의합니다.

•음식을 나누어 먹거나 식기를 함께 사용해도 감염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위생측면에서 각자의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HIV 감염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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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는 정기적인 진료 및 혈액검사, 

꾸준하고 규칙적인 치료제 복용으로

관리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02

AIDS

검사 및
치료

면역세포와 바이러스 농도

HIV 감염인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혈액검사는 면역세포와 바이러스 농도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정기적인 혈액검사는 치료시기를 결정하고 치료효과를 판단하며 질병의 진행과 발병을 예측합니다.

면역세포(CD4+T) 검사

CD4+T세포는 우리 몸을 감염 및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HIV는 CD4+T세포를 

포함한 면역세포를 파괴시켜서 면역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HIV 감염인에서 CD4+T세포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면역체계의 약화와 에이즈로의 진행을 의미합니다. 항바이러스 치료를 잘 받으면 

CD4+T세포 수는 다시 증가하며, 정기적으로 면역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이러스 농도(HIV-RNA/Viral Load) 검사

HIV가 얼마나 많이 증식되어 있는지를 혈장 내 HIV-RNA 측정을 통해 확인하는 검사로,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몸 안에 HIV가 많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치료를 잘 받으면 증가되었던 HIV가 줄어들면서 

혈중 바이러스도 감소합니다.

▶  항바이러스 치료로 조절이 잘 되고 특별한 다른 문제가 없는 환자의 경우 보통 3~6개월마다 

    검사를 실시하며, 혈액검사 시 대개 금식은 필요 없습니다. 

검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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칵테일요법이란 무엇인가요? 

약에 대한 가장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약제를 병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2-4제 병용요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강력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highly 

active antiretroviral therapy, HAART)’ 라고 표현합니다. 항바이러스제 병용요법은 약효를 높여 

HIV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내성(병원체가 약물에 나타내는 저항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치료제는 언제부터 복용하는 것이 좋은가요? 

2016년 HIV/AIDS 지침에서는 CD4+ T 세포수와 HIV 세포수 에 상관없이 조기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빨리 치료를 시작할수록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

습니다. 한편, 감염인이더라도 약을 잘 먹으면,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나를 위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바로 치료하세요.  

▶ 조기에 치료를 받으면, 기회질환을 포함한 각종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한 감염력도 현저히 감소합니다.

국내에 유통중인 HIV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시키는 치료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억제제

지도부딘/라미부딘(ZDV/3TC)-컴비비어(Combivir)

•복용법 : 1일 2회, 1정씩(12시간 간격,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

•주의점 : 이 약에 과민증이 있는 경우 주의

아바카비어/라미부딘(ABC/3TC)-키벡사(Kivexa)

•복용법 : 1일 1회, 1정씩(24시간 간격,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

•주의점 : 아바카비어 주의점 참조

테노포비어/엠트리시타빈(TDF/FTC)-트루바다(Truvada) 

•복용법 : 1일 1회, 1정씩(24시간 간격,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

•주의점 : 라미부딘 함유 약제와 동시 투약 주의

아바카비어(Abacavir, ABC)-지아겐(Ziagen) 

•복용법 : 1일 2회 1정씩(12시간 간격,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 

또는 1일 1회 2정씩(24시간 간격,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

•주의점 : 과민반응이 나타나면 재사용 주의

라미부딘(Lamivudine, 3TC)-쓰리티씨(3TC) 

•복용법 : 1일 2회 1정씩(12시간 간격,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 

또는 1일 1회 2정씩(24시간 간격,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

•주의점 : 적당한 수분 섭취 중요

지도부딘(Zidovudine, ZDV)-아지도민(Azidomine)

•복용법 : 1일 6 캡슐을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제와 함께 병용하여 

2-6회 분할 투여(식사와 상관없이 복용)

테노포비어(Tenofovir, TDF)-비리어드(Viread)

•복용법 : 1일 1회 1정(24시간 간격, 음식과 함께 복용)

치료방법

|

치료제 종류

|

※ 출처 : 2016년 HIV/AIDS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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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다노신(Didanosine, ddI)-바이덱스(Videx)

•복용법 : 1일 1회, 1캡슐씩(식전 30분 또는 식후 2시간 후 복용)

체중이 60㎏ 미만-250㎎, 60㎏ 이상-400㎎

•주의점 : 음식과 복용 시 위산에 의해 흡수가 감소하므로 공복에 복용

비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억제제

에파피렌즈（Efavirenz,EFV）-스토크린(Stocrin)

•복용법 : 1일 1회, 1정씩(취침 전에 복용)

•주의점 : 취침 전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임

에트라비린（Etravirine, ETR or ETV）-인텔렌스(Intelence)

•복용법 : 1일 2회, 2정씩(식사와 함께 복용) 

릴피비린（Rilpivirine, RPV）-에듀란트(Edurant)

•복용법 : 1일 1회, 1정씩(충분한 음식과 함께 복용)

단백분해 효소 억제제

로피나비어/리토나비어（LPV/r）-칼레트라(Kaletra)

•복용법 : 1일 2회, 2정씩(12시간 간격,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 또는 1일 1회 4정씩

(24시간 간격,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 

아타나자나비어（Atazanavir, ATV）-레야타즈(Reyataz)

•복용법 : 1일 1회, 2캡슐씩(식사와 함께 복용)

150㎎ 제형은 2캡슐을 ritonavir 100㎎과 함께 복용

다루나비어（Darunavir,DRV）-프레지스타(Prezista)

•복용법 :  약제 내성이 있는 환자는 600㎎정 1알을 1일 2회 ritoniaivr 100㎎ 및 

음식과 함께 복용, 약제 내성이 없는 환자는 400㎎정 2알을 

ritonavir 100㎎ 및 음식과 함께 1일 1회 복용

리토나비어（Ritonavir,RTV）-노비르(Norvir) 

•복용법 :   다른 단백분해효소 억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며, 같이 사용하는 

약물에 따라 1일 1회 1정씩 또는 1일 2회 1정씩

아타자나비르/코비시스타트（ATV/COBI）-에보타즈（Evotaz）

•복용법 :   1일 1회 1정씩(식사와 함께 투여)

다루나비어/코비시스타트（DRV/COBI）-프레즈코빅스（Prezcobix）

•복용법 :   1일 1회 1정씩(음식과 함께 복용)

•주의점 : 씹거나 부수지 말고 그대로 삼켜서 복용

통합효소 억제제

랄테그라비어（Raltegravir,RAL）-이센트레스（Isentress）

•복용법 : 1일 2회, 1정씩(식사와 상관없이 복용)

•주의점 : 씹거나 쪼개어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 

돌루텔그라비어（Dolutegravir,DTG）-티비케이（Tivicay） 

•복용법 : 1일 1회 1정씩(식사와 상관없이 복용)

•주의점 : 기존 인테그라스 계열 내성이 있는 경우 1일 2회투여

복합제제

아바카비어/라미부딘/돌루텔라그라비어（ABC/3TC/DTG）-트리멕（Triumeq）

•복용법 : 1일 1회 1정씩(식사와 상관없이 복용)

•주의점 : 성인 및 12세 이상의 청소년(체중 40kg 미만 투여금지)

엘비테그랄비어/코비시스타테트/엠트리시타빈/테노포비어（EVG/COBI/FTC/TDF）
-스트리빌드（Stribild）

•복용법 : 1일 1회 1정씩(음식과 함께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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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관리

치료제 복용 초기에 부작용이 흔히 나타나며 대개는 호전됩니다. 부작용이 의심되면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하며, 주치의나 상담간호사에게 알려 치료제의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치료제 복용 시 흔히 발생하는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심, 구토, 설사, 복통, 무력감, 어지러움, 불면증, 악몽

- 발열, 피부발진, 고지혈증

•설사를 할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오심과 구토가 있는 경우 굶지 말고 소량씩 자주 음식을 섭취합니다.

▶  대개의 약물 부작용은 식이 조절, 복용시간 조절을 통해 호전될 수 있지만, 부작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의하여 약물 조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일부 약물의 경우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 나타나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해서 주치의와 상의 없이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거나 일부 약만 복용하면 약제 내성 

바이러스가 생겨서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복용 시 주의사항

• 임의로 투약을 중단하거나 일부만 복용하면 절대 안됩니다.

•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24시간 동안 약물의 혈중 농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복용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 치료제 복용 초기에는 적응을 위해 주치의가 처방한 치료제 이외의 약제 복용은 삼가야 하며, 

다른 약물의 복용이 필요한 경우 주치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 복용을 잊은 경우, 다음 복용 시간과 가깝다면 약을 생략하며 절대 2회분을 한꺼번에 복용하지 

않습니다.

• 한약 또는 건강보조식품은 HIV 약제와 같이 복용할 때 안정성이나 상호작용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으므로, 복용 전 주치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  HIV 치료 시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은 무료 모바일 앱(Liverpool 

HIV iChart)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 시 주의사항 

|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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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 진료 의료기관 

감염내과 전문의가 있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해당 진료과목은 

감염내과이며, HIV 감염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HIV 치료전문의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HIV/AIDS를 진료하는 서울시 소재 의료기관은 총 26개소입니다.

의료기관 방문절차

① 1차 의원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습니다. 

② 감염내과가 개설된 의료기관에 전화로 초진을 예약합니다. 

    - 예약시 전화로 HIV 진료에 대해 설명하고, 주치의를 결정합니다.

③ 접수창구에 가서 전화 예약했다고 말하고 접수합니다. 

    - 예약없이 방문한 경우라면 감염내과 전문의 진료를 신청합니다. 

    - 초진 접수시 발급받은 진료의뢰서를 첨부합니다. 

④ 접수창구에서 받은 접수증을 감염내과에 제출 후 순서를 기다립니다.

⑤ 진료가 끝나면 수납창구에서 계산하고 검사 및 투약을 받습니다. 

    - 후불제의료기관은 계산절차 생략, 진료비 지원방법(26페이지) 참조

병원에서 감염사실에 대한 비밀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지나요?

환자의 진료에 참여한 담당의사 및 의료종사자(간호사 등)만이 감염사실을 알고 있으며, 

개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감염사실을 알릴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진료를 받거나 

입원할 때 감염인의 신분을 보장(사생활보장제도 등)하고 있으며, 외래진료의 경우도 다른 

일반 환자와 함께 자연스럽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Tip01  병원진료

02  진료비 지원

03  감염인을 위한 지원사업

04  에이즈 관련 기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HIV 감염인의 검사와 진료에 대한 비용을 

국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03

AIDS

진료 및
지원

병원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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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원제도

진료비 지원제도는 HIV/AIDS 치료 관련 진료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제도(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입니다. 진료비는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국가와 서울시(시·도)가 절반씩 부담해 전액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며 국가

에 실명으로 등록된 경우에 지원됩니다. 

진료비를 지원받는 방법은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본인이 진료비 선 부담 후 보건소에서 환급 받는 방법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후 영수증 원본 및 계좌번호를 첨부하여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본인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진료비 환급은 감염인이 최종 확진된 날을 기준으로 

하나, 확진되기 전에 HIV/AIDS 관련 입원 치료가 이루어진 경우는 진료비를 입원 시부터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내과가 아닌 타과 진료시에는 HIV 관련성을 확인하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  감염인의 진료비 지급은 당해년도 집행을 원칙으로 하되 전년도는 소급하여 지급 가능. 

후불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진료비 후불제)

진료 후 감염인이 진료비를 선지급할 필요 없이 병원에서 주소지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후불제를 도입한 의료기관 이용시에만 가능하며,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 사전요청이 

필요하니 거주지 보건소의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진료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항목

전화사용료 등 부대비용과 제증명료, 병실료 차액 등 비급여 부분 및 간이영수증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HIV 감염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질병 치료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외항선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므로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 1종, 2종인 경우 HIV 관련 진료비는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무료로 진행되며, 

희귀난치질환자로 등록 권하지 않고 있으며(오히려 노출우려) HIV와 관련된 질병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

외국인 감염인 진료비 지원

국내에서 HIV감염 확진을 받은 후 감염인 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급여 대상자인 경우 내국인과 같이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건강보험 가입이 어려운 외국인 감염인 외래진료비 지원

2014년부터 서울시에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 중 의료보장제도(건강·산재보험, 의료급여)에 의한 

혜택을 받을수 없는 경우 지정기관에서 HIV 진료·치료를 받으시면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 급여항목 

대상의 외래진료비(1회 최대 300만원)를 서울시가 지원합니다.

▶  지정기관 : 서울의료원 (방문전 상담 필수 : T. 02-2276-7801)

▶  입원진료비는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지원

     보건복지콜센터(T. 129) 

진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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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재 HIV/AIDS 진료기관 및 후불제 현황

자치구 의료기관 후불제 특이사항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O 강남구 감염인만 후불제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O 강남구 감염인만 후불제

강동구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O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O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O

구로구 고려대학교구로병원 O 외래만 적용

도봉구 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 O 도봉구, 강북구만 후불제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병원 O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 O

동작구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O

동작구 중앙대학교흑석병원 O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O 서울시 감염인만 후불제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O

성동구 한양대학교 부속병원 O 외래진료만 후불제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O 성북구 감염인만 후불제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O
강남, 송파구 감염인 

외래진료만 후불제

송파구 국립경찰병원 O

양천구 이화여대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O

영등포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O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O

용산구 순천향대학교병원 O

은평구 서북병원 O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O

종로구 서울대병원 ×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O

중랑구 서울의료원 O

서울특별시 의료기관 상담사업 현황

자치구 의료기관 후불제 상담실 연락처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O 02-3410-2131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O 02-2152-1051

구로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O 02-2626-2828

동작구 서울시립보라매병원 O 02-870-3898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O 02-2258-1242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O 02-2228-5494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O 02-3010-6923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O 02-2260-7546

중랑구 서울의료원 O 02-2276-7801

•운영 : 평일 09:00~18:00 (대면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서비스연계)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인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전담 상담간호사를 배치하여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 

소재 의료기관은 총 9개소이며 상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IV/AIDS 질환 관련 복약 및 검사, 질환 및 예방법 등 상담

•일상생활, 성생활, 임신 및 출산

•유관기관 서비스 안내 및 연계, 진료비 지원 안내

•심리 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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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원제도 안내

입원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생활고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

셨다면, 국가 및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서비스 등 필요한 복지 서비

스를 제공해 빠른 시간 내에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문의 : 주소지 구청의 ‘주민생활지원과’ / 보건복지콜센터 T. 129)

의료급여 대불금제도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해 발생한 급여비용 중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지원하고 

추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문의 : 주소지 구청의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콜센터 T. 129)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응급환자가 보호자가 없거나 경제적 이유로 적기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의료비를 내주고 

후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T. 1644-2000 / 보건복지콜센터 T. 129)

의료비 지원 민간단체

①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http://kord.or.kr)

② 사회복지공동모금회(http://chest.or.kr)

③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http://heart-heart.org)

HIV/AIDS 감염인 상담지원 사업

연락처 이용시간 서비스 수행기관

[전국] 1599-8105

www.aids114.or.kr

평일

09:00~22:00

대면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외국인 에이즈 상담 및 검진

연락처 이용시간 서비스 수행기관

[서울] 02-927-4322
[안산] 031-495-0550
[부산] 010-2654-4322

010-2954-4322
      www.khap.org

[상담] 평일 10:00~17:00
[검진] 일요일 10:00~17:00

(사전예약 필수)

대면, 전화, 

온라인 상담, 

무료 HIV, 

성병 등 검사

외국인 에이즈 
예방 지원센터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동성애자 에이즈 상담 및 검진

연락처 이용시간 서비스 수행기관

[서울] 02-792-0083

[부산] 051-646-8088

    www.ishap.org

[상담]

서울 : 월~토 10:00~22:00
부산 : 화~토 10:00~22:00

[검진] 사전예약 필수

(ishap 홈페이지에 월별로 공지)

서울 : 목, 금 ,토 13:30~21:00
부산 : 매주 토요일 13:40~20:00

대면, 전화, 

온라인 상담, 

세미나실 및 

회의실 이용, 

무료HIV검사

동성애자 
에이즈 예방센터

【한국에이즈퇴치연맹】

감염인을 위한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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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감염인 지원서비스

연락처 이용시간 서비스 수행기관

[수도권] 02-859-5447
           010-2053-5448

평일 09:00~18:00

생필품지원(월1회), 

정서지지, 행정지원, 

치료지원

재가복지

감염인 지원사업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입원 감염인 간병 지원서비스

연락처 이용시간 서비스 수행기관

[전국] 02-861-5448
월요일~토요일 

1일 12시간

동료간병인지원,

무료간병, 유료간병

HIV간병 지원사업

【대한에이즈예방협회】

HIV감염인 쉼터 지원서비스

연락처 체류기간 서비스 수행기관

[대구] 053-555-5448 3개월 까지

생활시설에서 

단기 보호 및 

자립 지원

감염인지원사업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부산] 051-621-0421 3개월 단위
HIV감염인부산쉼터운영사업

【구세군보건사업부】

[서울] 02-727-2237
6개월 까지

(변경 가능)

새빛공동체

*기관 자체사업(요양쉼터)

【한국카톨릭레드리본】

일자리 창출사업 

연락처 근무조건 대상 수행기관

[서울] 02-6364-4082

주 5일 근무

(1일 7시간, 휴식 1시간 포함)

•일반적인 일자리 상담 가능

•자립 프로그램 참여 시 

   자격증 취득 시 50% 지원

출퇴근이 가능하며 

자활의지가 있는 

용모단정한 감염인

희망나누미 사업

【구세군보건사업부】

치과진료 서비스

연락처 이용시간 서비스 수행기관

[경기 용인] 

031-329-2999 

031-329-2987

이동치과검진:  수 ~ 목

(비정기 운행)

치과진료 주말마다 운영

(상담요망)

감염인을 위한 (유ㆍ무료) 

치과진료, 차량을 이용한 

무료 이동 치과진료 제공

*기관 자체사업

【샘물호스피스선교회】

취약계층 지원서비스

연락처 이용시간 서비스 수행기관

[서울] 02-753-2037 

[상담] 010-5108-2958
[노숙] 010-5108-2958

연중

무연고, 노숙 감염인, 

외국 감염인, 교정시설 내 상담 및 

치료 지원 등 특화 서비스 

노숙인 등 

HIV 감염인 지원사업

【한국카톨릭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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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서비스

연락처 이용시간 서비스 수행기관

02-2133-6378~9
（예약 후 방문상담）

매주 화요일

10:00~12:00
서울시 서소문별관 

다산플라자

고용차별 등 

인권 침해, 

차별구제상담

인권침해 무료 상담사업

【서울시 인권센터】

120번(예약 후 방문상담)

legal.seoul.go.kr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1층 무료 법률 상담실

(서소문별관 1동)

생활 속 법률문제

해소를 위한 방문 

및 사이버 상담

무료 법률상담

【서울시 법무담당관실】

1644-0120
swlc.welfare.seoul.kr

[전화상담] 09:00~18:00
[방문상담] 10시, 14시, 16시

모든 분야 복지 및 

법률정보

서울복지법률지원단

무료 상담사업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시 일자리 지원 서비스

연락처 이용시간 서비스 수행기관

1588-9142

job.seoul.go.kr
평일 09:00~18:00

1:1 맞춤상담, 창업전반 

심층상담, 취업 코칭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02-351-4196

youthhub.kr
평일 09:00~18:00

청년들의 일, 자활, 삶, 

관계 플랫폼 제공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02-389-8891 평일 09:00~18:00 어르신 재취업, 창업정보 제공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

기관 및 단체 지원내용 연락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정책 전반 국번없이 129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043-719-7911

서울시 다산 콜센터 서울시 복지, 보건 정책 국번없이 120

서울시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서울시 감염병관리 02-740-8891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에이즈관련 상담 및 지원 02-861-4114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 에이즈관련 상담 및 홍보 02-927-4071

에이즈상담지원센터 에이즈 관련 상담 1599-8105

아이샵 동성애자 에이즈예방센터 02-792-0083

구세군유지재단법인 보건사업부 감염인 교육상담자활 02-6364-4082

한국카톨릭레드리본 감염인 자립과 재활 지원 02-753-2037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및 체납문제 1577-1000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금융채무, 파산 02-3440-9503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각종 복지법률상담 1644-0120

KNP+ HIV/에이즈 관련 상담 및 지원 http://knpplus.org

학회

기관 및 단체 지원내용 연락처

대한감염학회 감염학 연구와 진료 www.ksid.or.kr

대한에이즈학회 에이즈 연구 및 학술활동 www.kosaids.or.kr

에이즈 관련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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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인이 에이즈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몸속의 바이러스(HIV)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에이즈 발병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꾸준히 치료제를 복용하여, 혈액 내 HIV 농도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항을 기억하세요.

• 의료기관(감염내과)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면역상태와 혈액 내의 바이러스 농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주치의와 상담 합니다. 

•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제를 규칙적으로 꾸준히 복용합니다.

• 균형 잡힌 영양섭취와 운동, 충분한 휴식을 통해 적절한 몸무게를 유지합니다.

• 주위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기회감염의 가능성을 낮추고, 감염의 위험이 있는 환경(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바이러스성 질환을 앓은 사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에이즈 발병 시 신체 증상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면역력 저하로 다양한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증상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시력 저하, 

숨 참, 지속적인 체중감소(체중의 10% 이상), 연하통(음식을 삼킬 때 통증을 느끼는 것), 발열, 설사, 

심한 두통, 몸에서 덩어리가 만져지는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에이즈 발병을 막기 위해서는 제때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AIDS 예방을 위한 관리

|

01  AIDS 예방을 위한 관리

02  일상생활 관리

03  성생활

04  임신 및 출산

05  직장생활 

06  기타

더 이상 HIV/AIDS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당뇨나 고혈압처럼 꾸준한 치료와 관리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04

AIDS

건강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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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식생활이 도움이 되나요?

면역력이 저하된 감염인에게 음식물로 인한 소화기계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익히지 않은 음식 섭취는 되도록 제한하고 통조림 제품은 10분 정도 가열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채와 과일은 여러 번 세척하거나 껍질을 벗기고 섭취합니다. 건조식품은 곰팡이균 주의를 

위해 섭취를 제한합니다. 무엇보다, 섭취하는 음식이 치료제의 작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건강행동이 도움이 되나요?

HIV 감염과 관련된 신체적 증상, 약물 부작용 및 심리적 문제 등은 운동 및 수면에 장애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관리를 위해 규칙적이고 적절한 운동과 수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HIV 감염인은 기회질환 이외에도 성인병(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각종 암)에 걸릴 확률이 

비감염인에 비해 높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체중 조절, 균형 잡힌 식단 

등이 중요합니다. 알코올(술)은 지아겐, 키벡사, 트리멕과 같은 약제와 함께 섭취할 경우 약물의 농도가 

상승하여 드물게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HIV 감염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은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감염을 일으키는 체액은 혈액, 정액, 질 분비액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체액이 유출될 경우만 

주의한다면 감염위험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혈액 등을 부득이하게 접촉해야 할 경우 고무장갑 등을 사용 혈액이 묻지 않게 조심하고, 손에 묻었을 

때는 즉시 비누와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고 옷 등에 묻은 경우 0.5% 락스에 10~30분 담궈 

소독합니다. 또한 혈액이 묻기 쉬운 면도기, 칫솔 등은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관계 시 콘돔 사용

HIV/AIDS의 확실한 감염 경로는 ‘성접촉’이므로, 성관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콘돔을 

사용합니다. 콘돔 사용은 감염인의 파트너를 보호하는 동시에, HIV 중복감염, 성매개 질환(매독 

등)으로부터 감염인을 보호합니다. 

배우자나 성 파트너가 감염 사실을 모르는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배우자나 성 파트너를 잘 이해시키고, HIV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감염인이 

항바이러스 치료를 꾸준히 잘 받고 성 관계시 콘돔을 사용한다면 배우자나 성 파트너가 HIV에 감염될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직접 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치의, 보건소 담당자, 의료기관 상담간호사 및 민간단체의 상담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배우자나 성 파트너가 HIV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관리

|

성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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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감염인이 있는 경우 주치의와 상담하여 임신을 준비합니다.

남성이 감염인인 경우 

감염된 남성의 정액에는 HIV가 있을 수 있으나 정자 안에는 없으므로, 감염된 남성이 여성 파트너를 

감염시키지 않으면 아기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정자세척,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을 시도할 수 있으며, 시술이 어려운 경우 감염된 남성이 

항바이러스제를 잘 복용해 감염력을 충분히 낮춘 후 배란일에 맞춰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해서 

자연임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연임신을 시도하는 경우 주치의 및 배우자와 충분히 

상의해서 감염 전파 위험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예, 배우자에게 예방 약물 투여)

여성이 감염인인 경우

여성이 감염된 경우 아기에게 HIV 전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성 감염인이 항바이러스 치료를 잘 

받아 바이러스가 충분히 억제되고, 출산 전후 산모와 아기를 적절히 치료하면 아기가 HIV에 감염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분만 시 수직감염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을 고려할 수 있으며 모유에는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감염된 여성은 수유를 금하고, 아기에게 분유를 먹여야합니다. 

부부 모두 감염인인 경우

주치의와 상의하시어 아기의 감염 가능성이 최소화 되도록 적절한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아기가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여성이 항바이러스 치료를 잘 받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HIV 감염사실을 꼭 알려야 하나요?

현재 HIV 감염사실을 직장이나 학교에 알릴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판단하여 결정 할 문제로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일상생활에서의 HIV 감염 위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과거와 같은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임한다면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의료보험으로 에이즈 치료를 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병원 치료시 건강보험관련 서류에는 에이즈라는 병명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HIV 감염으로 인해 

생긴 합병증 치료의 해당 병명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직장건강보험을 이용해 치료를 받더라도 HIV 

감염사실을 알수 없습니다. 또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의2에 따라 검진을 실시한 자가 

결과를 피검진자 외의 자에게 통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에이즈감염인은 직업에 있어서 제한이 있나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8조에 따라 성병 정기검진 대상업소인 유흥주점(유흥접객원), 티켓 

다방(여성 종업원), 안마시술소(여성 종업원) 등에는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선원법 제87조에 따라 

외국인 선원과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경우 HIV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몇몇 법령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임신 및 출산

|

직장 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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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인도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하나요?

감염인은 국방부령 제408호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규정에 의해 징집을 면제받게 되며 현역군인

이 감염된 것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도 의가사 제대 처리됩니다. 또한 감염확인서를 보건소에서 발급 

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면 모든 예비군 훈련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민방위 훈련은 면제되지 않으

니 건강이 좋지 않아 훈련을 받을 수 없다면 매번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민방위 교육훈련 유

예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여행, 유학 또는 이민은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여행이나 단순방문, 관광을 목적으로 단기체류를 하는 경우 대부분 자유롭게 입·출국을 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취직, 이민, 유학 같은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등 ‘후천성면역결핍증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국가에 HIV 감염

인 입국 규제가 있는지 대사관 등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맞으면 안되는 예방접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HIV 감염인은 각종 감염질환에 걸릴 우려가 비감염인에 비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

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CD4+ T 세포 수치가 200 cells/μL 미만인 경우에는 수두, 결핵, 황열병, 일

본뇌염 생백신, 경구용 소아마비를 포함한 생백신의 접종은 피해야 하는 등 주의 해야 할 점이 있으니 

예방접종 전 주치의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기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이 있을 때에도 반드시 주치의에게 처방을 받아야 하는가?

가벼운 증상이라도 주치의에게 처방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증상이 HIV 감염 또

는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관련된 동반질환이거나 기회감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감기약과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를 같이 복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를 복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몸이 건강한 상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비감염인과 같이 

간단한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될 때

에는 바로 주치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서울특별시 자치구 보건소 (HIV/AIDS 담당 부서)

보건소 감염병 관리부서  검사실(임상병리실)

강남구보건소 02-3423-7133 02-3423-7247

강동구보건소 02-3425-6715 02-3425-6863

강북구보건소 02-901-7704 02-901-7734

강서구보건소 02-2600-5992 02-901-7734

관악구보건소 02-879-7131 02-879-7078

광진구보건소 02-450-1936  02-450-1991

구로구보건소 02-860-2268 02-860-3246

금천구보건소 02-2627-2717 02-2627-2726

노원구보건소 02-2116-4346 02-2116-4534

도봉구보건소 02-2091-4483 02-2091-4662

동대문구보건소 02-2127-5422 02-2127-5126

동작구보건소 02-820-9465 02-820-9571

마포구보건소 02-3153-9032 02-3153-9157

보건소 감염병 관리부서  검사실(임상병리실)

서대문구보건소 02-330-8906 02-330-1853

서초구보건소 02-2155-8096 02-2155-8166

성동구보건소 02-2286-7038 02-2286-7061

성북구보건소 02-920-6022 02-2241-6253

송파구보건소 02-2147-3480 02-2147-3555

양천구보건소 02-2620-3855 02-2620-4342

영등포구보건소 02-2670-4909 02-2670-4833

용산구보건소 02-2199-8102 02-2199-8166

은평구보건소 02-351-8278 02-351-8287

종로구보건소 02-2148-3554 02-2148-3712

중구보건소 02-3396-6367 02-3396-6378

중랑구보건소 02-2049-2094 02-2094-0162

서울특별시 02-2133-7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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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신속 익명검사 

서울시 소재 25개구 보건소에서는 HIV(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20분 내에 확인할 수 있

는 신속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속 검사와 기존 ELISA법에 의한 HIV 검사 모두 거주지 관계

없이 누구나(익명)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속 검사, 기존에 시행하던 ELISA법 HIV 검사 모두 감염된 후 12주 이전에는 검사 상 음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신속 검사, ELISA 검

사 모두 선별검사로 결과에 따라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서울특별시지회

마음의 창으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