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용 약물의 HIV 위험성 낮추기 - 약물 남용, 파트 4
주사용 마약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HIV에 감염될 위험을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주사할 때마다 멸균된 새 주사바늘과 마약 준비 기구 또는 "마약 주사
기구 세트(works)"를 사용하십시오. 새 주사바늘과 마약 주사 기구 세트는 바늘 교환
프로그램(needle exchange program)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일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주사바늘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멸균 주사바늘을 찾을 수 없다면 담당
의료제공자와 상담하십시오.
새 주사바늘을 정말로 찾을 수 없다면, 사용한 주사바늘을 표백제로 깨끗하게
닦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HIV 감염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나, 여전히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마약을 준비할 때는 5분간 끓인 물과 같이 멸균된 물을 사용하십시오. 또는
깨끗한 수돗물과 같이 믿을 수 있는 출처로부터의 깨끗한 물을 사용하십시오.
주사 전에는 새 알코올 솜으로 피부를 닦으십시오.
주사바늘이나 "마약 주사 기구 세트"를 절대 같이 쓰지
마십시오! 귀하의 손이나 주사바늘 또는 주사도구에 다른
사람의 피가 묻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한 번 사용한 후에는 주사바늘과 주사기를 버리십시오.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용한 주사바늘과 주사기를 다 쓴 우유병에 모아두었다가
밀봉한 후 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위험해지지 않도록 용기를 버리는 정확한
방법에 대해 현지 보건국에 문의하십시오.
HIV 검사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받으십시오.
HIV 예방을 위해 매일 복용하는 약, 즉 노출 전 예방요법 또는 PrEP에 대해
의료제공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마약에 취해있을 때는 성관계를 하지 마십시오. 성관계를 하는 경우는 항상 정확한
방법으로 콘돔을 사용하십시오.
HIV 감염 위험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약 사용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물질남용 치료에 대해 의료제공자와 상담을 하십시오.
HIV/AIDS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꼭 답변을 듣도록 하십시오. 공중
보건국, 의료제공자 및 공공도서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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