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단 기회 확대를 위한 좋은 정책과, 충분한 자원, 양질의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없지 않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고 또 작

동하기 때문에 30대 이상의 연령층에선 이제 더 이상 증가가 없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 시스템이 10대와 20대에선 완벽하게 작

동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교육, 예방, 상담, 검진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만, 어떤 이유로 젊은 연령층에게 잘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 우리 사회가 모르는 장벽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결핍된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 보완해야 합니다. 문제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오송의 회의실에서, 대학의 연구실에서, 심포지엄이 열리는 

서울의 호텔에서 알 수 없습니다. 현장을 찾아야 합니다. 현장이 없다면, 혹은 현장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면, 현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가가야 할 그 현장은 ‘HIV 감염’, ‘성소수성’, ‘새로운 세대’ 같은 차이가 겹겹이 중첩되어 있는 곳입니다. 조심해 살피지 

않으면 차별과 배제, 소외가 파고들기 쉬운 취약한 공간입니다. 어떤 기획이 필요한지, 어떤 방법론을 사용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

니다. 모든 게 어렵겠지만 아름다운 성과를 낸 많은 일들이 그러했듯 첫 시작은 바른 ‘가치’를 세우는 일부터 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거나 혹은 잃지 않아야 할 정신. 이미 UNAIDS의 90-90-90 선언문이 쉽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언제나 다음의 세 가지를 놓치지 말라고. 

 인권(human rights)

상호 존중(mutual respect)

배제하지 않음(i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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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의 ‘2016 HIV/AIDS 신고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특별한 경향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바로 젊은 연령층의 HIV 감염 발생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최근의 연간 신규 

감염인 수를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할 때, 10대의 경우 약 7-8배 많고, 20대의 경우 약 5-6배 

많습니다. 이미 2011년부터 20대의 감염 발생 건수가 30대를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30대 이상 연령층의 신규 감염 발생이 지난 10년간 정체되고 있는 상황과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10대와 20대의 HIV는 한국 사회가 집중해야 하는 이슈임에 틀림없습니다.

  HIV/AIDS 유행의 종식으로 나아가기 위해 UNAIDS는 2014년 ‘90-90-90’이라는 치료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2020년까지 전체 감염된 사람의 90%를 진단하고, 그 중 90%에게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행하며, 또 그 중 90%에서 바이러스의 억제를 달성해 내자는 것

입니다. 잘 상상되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계산했을 때 90-90-90

이라는 목표가 성공하면, 2030년에 세계는 AIDS 유행의 종식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 컬럼

한국의 HIV 감염과 청소년, 청년

아주대학교 감염내과 

임승관 교수

  한국 사회엔 감염인들이 진료에 진입하고 유지하는 과정을 돕

는 우수한 공중 보건 프로그램이 이미 많습니다.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인 진료비 지원 정책도 훌륭하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선 질 높은 진료 및 상담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UNAIDS의 목표 중 중간의 90과 뒤의 90을 달성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IV감염 유행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맨 앞의 90 때문입니다. 즉 우리 사회에는 진단의 

기회를 갖지 못한 감염인이 아직 많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0대와 20대 젊은이들이 그러할 것이라고 통계 자료는 

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연령별 HIV/AIDS 신고 현황 (숫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