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 저위험 성적 행동 - 성적 위험, 파트 1
금욕이란 구강, 질 또는 항문 성교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욕은 HIV 및 다른 성매개질환 또는 STD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가 100%인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액, 질액 또는 혈액과 같은 체액 접촉이 없는 성행위는
HIV 전파 위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성행위의 경우
다른 STD가 전파될 위험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관계가 아닌 마사지
• 가벼운 키스 또는 뽀뽀
• 폰섹스, 사이버 섹스, 성적 대화
• 파트너의 체액을 이용하지 않는 자위행위
• "마른 성교(dry humping)" 또는 몸을 서로 비비는 것으로도 알려진
프로타지(Frottage)
성적 접촉(Sexual Touching)
HIV 양성 파트너의 성적 접촉으로부터 HIV에 감염될
위험은 없거나 거의 없습니다. 귀하의 손이나 생식기에
자상 또는 궤양이 없음을 확인한다면 HIV 양성 파트너에
의한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다른
STD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자극 기구(Sex Toys)
성자극 기구는 이를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는 한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구강성교를통해HIV에감염되거나HIV가젂파될위험은거의없거나없습니다. 구강
성교는 다음과 같이 입으로 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 음경의 구강 애무(펠라티오)
• 외음 핥기(쿤닐링구스)
• 항문 자극(애닐링구스)
입이나 생식기 궤양, 잇몸출혈 및 다른 STD가 있는 경우 구강 성교로부터 HIV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최근 HIV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다면, PrEP 또는 노출 전 예방요법의
복용으로 HIV에 감염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PrEP는 HIV를 예방하는
약입니다.
귀하가 HIV 양성이라면, ART 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이라는 HIV 약을 매일
복용하여 귀하의 파트너에게 HIV가 전파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할 때마다 콘돔을 사용하고, 자신의 HIV
상태를 알고, 파트너와 함께 성적 행동에 대해 정직하게
이야기하여 위험을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할 때마다 콘돔을 사용하고, 자신의 HIV
상태를 알고, 파트너와 함께 성적 행동에 대해 정직하게
이야기하여 위험을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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