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 고위험 성적 행동 - 성적 위험, 파트 2
HIV에 대한 모든 성적 노출이 같은 HIV 위험을 수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유형의 성행위는 다른 경우보다 더
위험합니다. 성적 행동은 매우 민감하고 개인적인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으로 HIV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성행위가 몇몇 있으며 일부 방식은 그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항문 성교
항문 성교는 HIV에 감염되거나 HIV를 전파할 위험이 가장 높은 성교 유형입니다.
수용 항문 성교 또는 "아래에 있는 사람(bottom)"이 삽입 항문 성교 또는 "위에 있는
사람(top)"보다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어떤 파트너이든 HIV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경수술은 항문 성교 중 삽입하는 파트너가 HIV에 감염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 파트너에 대한 위험은 낮추지 못합니다.
질내 성교
질에 음경을 삽입하는 수용 질내 성교는 여성에게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는 특히
마약을 주사하거나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여성에게
위험합니다. 남성 역시 HIV 양성인 여성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HIV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포경수술은 질내 성교 중 남성이 HIV에 감염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남성 성관계
파트너의 포경수술이 여성에 대한 HIV 위험을 낮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질내 성교 또는 항문 성교로부터 HIV에 감염될 위험은 두 파트너 중 한 명에게 또
다른 성매개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증가됩니다.
또한 항상 콘돔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노출 전 예방요법 또는
PrEP를 복용하면 질내 성교나 항문 성교로부터의 HIV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PrEP는 HIV 감염을 예방하는 약입니다.
HIV/AIDS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꼭 답변을 듣도록 하십시오.
공중 보건국, 의료제공자 및 공공도서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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