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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인(HIV/AIDS) 관리

에이즈(HIV/AIDS)란?

HIV감염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에 감염되어 체내에 HIV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AIDS 환자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HIV감염인 중 CD4 림프구수가 200ml미만으로 감소되었거나 기회감염증 등 AIDS 관련 증상이 나타난 사람

감염경로

성 접촉을 통한 감염
감염된 혈액의 수혈
오염된 주사바늘의 공동사용
수직감염(모체로부터 감염)

증상

급성 감염기

HIV에 감염 된 후 1개월 내외에 일부 감염인(전체감염인의 30~50%정도)에서 체중감소(평균체중의 10%)
급성 감염기의 비 특이적인 증상, 또는 무증상으로는 HIV 감염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의심스럽다면 반드시 검사를 통해 확인해
야 함

무증상기

HIV에 감염된 후 평균 10년 정도의 무증상기간을 거쳐 에이즈 증상이 나타남

발병초기

원인 모를 만성설사, 발열, 지속적인 마른기침, 전신피로 등 다른 질병군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비 특이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발병기

감염사실을 모르고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시간이 경과하여 감염 말기가 되면 면역체계가 파괴되어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에 의한 기
회감염(폐렴, 결핵, 대상포진 등)과 악성종양 발생

무료 익명검사 안내

대 상 :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장 소 : 목포시보건소, 하당보건지소
검사시기 : 감염의심 행위12주 이후(항체형성기 : 12주)
검 사 료 : 무료

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ㆍ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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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ㆍ외국인
지원범위: HIV/AIDS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지원금 청구: 관할 보건소에 영수증 원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제출
※ 진료비 선 결제가 곤란할 경우 보건소로 후불 협조 요청

HIV는 일상생활에서 감염되지 않습니다!

감염인과 식기나 컵을 함께 사용할 때
감염인과 화장실 변기 등을 함께 사용할 때
감염인과 침구류 등을 함께 사용할 때
감염인과 피부접촉이나 포옹, 가벼운 키스를 할 때
감염인의 기침이나 재채기로 인해 감염인과 수영장이나 대중목욕탕을 함께 사용할 때
모기 등 벌레 물림으로 인해 감염인과 함께 운동할 때

전화 문의 : 목포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임상병리실 ( ☎ 061-270-8931, 8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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