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남용하는 약물과 HIV 위험성 - 약물 남용, 파트 5
아편유사제(opioid) 남용의 급속한 확산으로 새로운
집단의 사람의 HIV 감염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급속 확산에는 아편유사제 처방 남용 및 헤로인 사용
등이 포함됩니다.
보통 이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용 가능한 HIV 및 물질 남용 치료 서비스가 거의
없습니다.
코카인은 의사결정 능력을 흐리게 할 수 있어 HIV에 감염될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위험한 성적 행동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코카인 값을 지불하기 위해 짧은 시간에 전 재산을 탕진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약이나 돈을 대가로 성매매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HIV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비사용자와
비교하여, 코카인 사용자들은 최근 및 평생 동안 성적 파트너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코카인 사용자들은 HIV 예방 프로그램의 성공률도 낮습니다.
메탐페타민(Methamphetamine) 또는 "메트"는 판단력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관계 및 주사용 마약 사용을 통한 HIV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남성 동성애자의
경우 메트 사용과 HIV 감염 사이에 강력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메트는 또한 HIV
감염자들의 HIV 질환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엑스터시(Ecstasy), 케타민(ketamine) 및 GHB와 같은 "클럽 마약(Club drugs)"은
판단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클럽 마약을 사용하면 계획하지 않은 무방비한
성관계를 하거나 다른 마약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행동은 HIV 감염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포퍼(poppers)"라고도 하는 흡입용 질산아밀(amyl nitrate)의 사용 역시 HIV 감염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포퍼는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남성 사이에서 위험한 성적 행동,
불법 약물 사용 및 성매개감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HIV/AIDS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꼭 답변을 듣도록 하십시오.
공중 보건국, 의료제공자 및 공공도서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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