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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HIV에 감염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HIV 감염자가 의학적 치료를 받고
스스로를 돌본다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친구 및 가족
귀하에게 HIV가 있는 경우 친구나 가족들이 귀하를 떠날까 봐 두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의 마약 사용이나 성적 행동에 대해 판단되어지는 것을 걱정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가족과 친구가 평생 귀하를 돌보아 주고 HIV 감염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동료
직장에서 귀하의 HIV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하는 결정은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이를 통해 동료들과 지원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며 동료들이 귀하를 차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HIV에 감염된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가면서 누구에게
이야기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어린이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러한 이해는 자녀에게 HIV에 대해
그리고 HIV가 있는 상태로 생활하는 방법을 이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귀하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걱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가 귀하와 함께 사는 것으로 인해
HIV에 "걸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녀의 교사 또는 교장에게 귀하가 건강 문제를 겪고 있음을 알리십시오. 이들이
학교에서 자녀를 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HIV 음성 파트너
"혼합 상태(mixed status)"의 관계는 파트너 1명은 HIV 양성이고 다른 사람은 HIV
음성인 성적 관계를 말합니다. 혼합 상태 커플의 경우, HIV 감염 가능성은 정말
위험하지만 이러한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파트너는 안전한
성생활과 HIV의 예방에 대해 솔직하게 자주 이야기해야 합니다.
HIV/AIDS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꼭 답변을 듣도록 하십시오.
공중 보건국, 의료제공자 및 공공도서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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