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나아가기 - HIV 신규 감염 진단을 받음, 파트 3
HIV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 의학적 케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HIV 감염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는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HIV를 치료하는 대부분의 의사는 감염질환 전문의입니다. 이들은
만성 질환 또는 평생에 걸친 질병인 HIV에 초점을 맞춰 다른
의료전문가와 팀을 이루어 일합니다.
귀하의 케어에는 다양한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위한 필요를 위해 귀하를 치료할 수 있는 많은
의료제공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HIV의 치료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의사나 다른
의료제공자가 귀하를 위한 최선의 선택에 대해 설명해드릴 것입니다. 케어를 계획할 때 담당
의료제공자와 긴밀하게 협력한다면, 귀하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질병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진료 전
다음 사항들을 적어두어 진료를 준비하십시오:
• 궁금한 모든 질문
• 수면 부족, 집중력 저하, 피로감과 같은 겪고 있는 모든 증상
• 생약 및 비타민 등의 모든 약물 목록
• 뉴스나 친구로부터 들은 새로운 HIV 정보
• 직업 변경과 같은 생활 상황의 변화
• 친구나 가족들에게 함께 와서 메모를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진료 중
• 실험실 검사를 받고 결과를 계속 확인합니다.
• 담당 의사가 몇 가지 의학적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 검사에서 어떤 것들을 확인하는지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의사에게 일상적인 용어로 설명해달라고 하십시오.
• 담당 의사가 뭔가를 잊어버렸다고 생각된다면, 궁금한 상태로 놔두는 것보다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솔직해야 합니다. 담당 의사는 귀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상황을 토대로 치료 옵션에
대해 조언을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 성생활 또는 약물 사용 이력에 대해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이러한 행동은 귀하의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몸 상태를 살피고 옳지 않은 징후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의사에게
전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HIV/AIDS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꼭
답변을 듣도록 하십시오. 공중 보건국, 의료제공자 및 공공도서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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