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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시트: HIV와 가정 폭력 
가정 폭력과 HIV 사이에는 명백한 연관성이 존재한다. 이 교차영역을 살아가는 이들을 가장 

잘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 두 가지 만연한 현상 간의 연관성 및 지지적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들이 마주하게 되는 고유한 장벽을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HIV에 대해 알려진 정보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는 사람만에게만 

전염되며, 인체의 질병 대응 체계인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다. 

• HIV는 혈액, 정액, 질 분비물, 장액, 모유를 

통해 감염된다. 1 

• 미국에 있는 HIV 감염인 4명 중 1명은 

여성이다. 2 

• 현재로서는 HIV 치유법이 존재하지 

않으나 조기 관리와 치료가 생명 연장 및 

감염률 저하에 가장 효과적이다.3 

 

가정 폭력에 대해 알려진 정보 
 

• 친밀관계폭력으로도 알려진 가정 폭력은 

상대를 해치거나 위협, 괴롭힘, 강요, 조종, 

고립, 억제 또는 감시하기 위해 하는 행동 또는 

행동 패턴으로, 물리적, 성적,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또는 기타 폭력적 행위 또는 

시도를 동반한다.4 

• 가정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현재 또는 

과거 친밀한 관계의 연인, 동거, 혼인 또는 

이혼 상태에서 발생하며,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여성 4명 중 1명, 남성 10명 중 1명은 일생 

중 가정 폭력을 경험한다. 트랜스젠더 5명 중 

2명 역시 가정 폭력을 경험한다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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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와 가정 폭력의 교차영역에 대해 알려진 정보 

• 가정 폭력을 경험한 HIV 감염 여성은 55%로, 미국

가정 폭력 경험자의 두 배에 달한다. 남성의 경우

20%가 가정 폭력을 경험했다.7

• 가정 폭력 피해자는 폭력적이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에 비해 HIV에 감염될 확률이 48% 더 높다.7

• 가정 폭력을 경험하는 여성이 HIV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은 이유:7

► HIV 감염인인 파트너와의 피임 없는

성관계를 강요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안전한 성관계를 요구할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 최근 학대를 당한 HIV 감염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실패 경험

및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할 확률이 4배 이상

높다.8

• HIV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4%가 HIV 감염 상태를 공개한 후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환자가 최소 한 명 있다고

답했다. 서비스 제공자의 45%는 감염 사실을

공개하면 신체적 학대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는

환자가 있다고 했다.9

• 한 연구에서는 여성의 21%, 동성/양성애자 및 기타

남성동성애 행위자의 12%, 이성애자 남성의 8%가

HIV 양성판정 후 파트너 혹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물리적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 중 거의 45%가 폭력을 당한 이유가

HIV 감염 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느꼈다.10

교차영역에서 나타나는 권력과 통제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폭력적인 파트너, 피해자 

또는 이 둘 모두의 HIV 감염 상태를 악용할 수 

있다. 아래는 이 교차영역에서 사용되는 술수의 

예를 몇 가지 보여준다.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못하도록 한다. 

약을 빼앗거나 버리거나 조작한다. 

직접 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감염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다. 

교육 요청하기 

https://nnedv.org/conta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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