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HIV 지식 수준과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의 관련성: 2015년-2016년

말라위 인구보건조사 자료 분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건강증진학과 건강증진교육전공

박 규 리

[UCI]I804:11046-000000516741[UCI]I804:11046-000000516741



HIV 지식 수준과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의 관련성: 2015년-2016년

말라위 인구보건조사 자료 분석

지도 김 희 진 교수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건강증진학과 건강증진교육전공

박 규 리





감사의 말씀

학부를 졸업하고 필리핀과 말라위에서 해외봉사단원, 인턴을 거쳐 실무자로

일하며 궁금하고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오랜만에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어 매우 설렜습니다. 동시에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감사히도 직장과 학교 장소의 구분

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데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 지난 2년 반을 보낼

수 있었고, 이제 석사 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학위 논문의 시작부터 끝까지 아낌없이 지도해주시고, 띄어쓰기와 오탈자

까지 세심하게 봐주신 김희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첫 학기부터 마지막 학기까지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건강증진 기본 개념뿐 아니라 매 학기 이를 적용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실무적인 내용까지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문

심사위원으로 흔쾌히 응해주시고, 초반에 논문의 방향을 잡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이자경 교수님 감사합니다. 논문을 작성하면서 교수님의 Global Health

수업을 청강함으로써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재밌게 일하고 싶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연구 방법과 결과에서 자칫 놓칠 수 있었던 내용을 지도해주신 이지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학위 과정을 함께하며 서로 응원하고 힘이 되어준 동기 선생님

모두 감사합니다. 이제는 서로를 너무 잘 알아 쓴소리도 서슴없이 나누는 끼리

친구들과 참여했던 프로젝트를 함께했던 선생님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언제나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우리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듬직한 딸 그리고 따뜻한 언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위 논문을 진행하며

연구자가 되기 위한 입문 과정을 거쳤다면,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

혹은 실천가가 되기 위해 계속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연마하겠습니다.

2018년 6월

박 규 리 올림



- i -

차 례

국문 요약 ·····················································································································ⅵ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Ⅱ. 문헌고찰 ·················································································································5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11

2. 연구대상 및 자료 ·····················································································12

3. 변수의 선정 및 정의 ···············································································14

4. 분석방법 ·······································································································19

Ⅳ.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

2. 연구 대상자의 HIV 지식 수준 ································································23

3. 연구 대상자의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 ····································31

4. HIV 지식 수준과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 관련성 ················39

Ⅴ. 고찰 ······················································································································43

Ⅵ. 결론 ······················································································································50

참고문헌 ·····················································································································52

Abstract ·····················································································································61

부록 ·····························································································································64



- ii -

표 차 례

<표 1> 2015년-2016년 말라위 인구보건조사 가구·개인 설문 결과 ···············13

<표 2> 연구의 변수 - 종속변수 ·············································································15

<표 3> 연구의 변수 - 독립변수 ·············································································17

<표 4>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1

<표 5>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HIV 인지 ······································24

<표 6> 연구 대상자의 HIV 지식 문항에 대한 정답률 ·····································27

<표 7>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HIV 지식 수준 ···························29

<표 8> 연구 대상자의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 문항에 대한 응답률 32

<표 9>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34

<표 10>연구 대상자의 산전관리 시 HIV정보습득 여부에 따른

HIV 지식 수준이 완전 지식군일 분율 ·····················································37

<표 11>연구 대상자의 HIV 지식 수준에 따른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가 높은군일 오즈비 ·····································································41



- iii -

그 림 차 례

<그림 1> 연구의 틀 ·································································································11



- iv -

부 록 표 차 례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HIV 지식 점수 ···························65

<표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 점수 ·····························································································68



- v -

부 록 그 림 차 례

<그림 1> 연구 대상자의 HIV 지식 점수 분포 ···················································64

<그림 2> 연구 대상자의 HIV 지식 수준에 따른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 점수 분포 ···············································································67



- vi -

국 문 요 약

HIV 지식 수준과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의 관련성:

2015년-2016년 말라위 인구보건조사 자료 분석

배경 및 목적: 말라위는 HIV 유병률이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높은 국가로

HIV는 공중보건의 주요 과제이다. 2016년 HIV 감염인의 수는 백만 명, 신규

감염인 36,000명, 에이즈 사망자 24,000명이다. 특히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Stigma)은 HIV 예방 및 치료 관리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HIV 원인과 감염 경로에 대한 교육 또는 지식 부족으로 인해 나타난다. 그러나

말라위 일반 인구 대상의 HIV 지식, 태도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2015년

-2016년 말라위 인구보건조사(Malawi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

MDHS)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말라위 표본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HIV 지식

수준과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2015년-2016년 말라위 인구보건조사에 참여한

15-54세 남성 7,478명, 15-49세 여성 24,562명 총 32,540명이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요인 및 일반적 특성을 기술하였다. HIV 지식 수준과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t 검정과 분산분석을 시행

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HIV 지식 수준과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HIV 지식 수준과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수준은 0.05미만

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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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연구 참여자의 HIV 지식 수준은 완전 지식군 32.3%(10,157명, 남자

28.6%, 여자 33.4%), 불완전 지식군 67.7%(21,324명, 남자 71.4%, 여자 66.6%),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는 낮은군 72.6%(22,863명, 남자 74.9%, 여자

71.9%), 높은군 27.4%(8,618명, 남자 25.2%, 여자 28.1%)로 나타났다. 나아가

연령이 낮으며, 농촌에 거주하고, 매스미디어와 핸드폰을 접하지 못한 경우

HIV 지식 수준이 낮고, HIV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혼란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HIV 지식 수준이 불완전 지식군일 경우, 완전

지식군인 경우에 비해,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가 오즈비가 1.43(95%

CI 1.35-1.52)로 유의하게 높았다. 성별, 연령, 인종, 매스미디어 이용 중 라디오

청취, 핸드폰보유여부, 최종학력, Literacy, Wealth index 등 변수 또한 p<.05

수준에서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결론: 말라위는 HIV 인지와 HIV 지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HIV 관련 원인 및 예방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또한,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가 높게 나타나며, HIV 지식 수준이 낮으면

HIV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HIV 원인과 감염에 대한 정보 제공은 HIV 예방과 치료 관리의 장애

요인이 되는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를 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HIV 정보를 제공하는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HIV, 지식, 낙인, 부정적 태도, 말라위,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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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유엔 산하 에이즈 전담기구(The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

UNAIDS)에 따르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요법(Antiretroviral therapy: ART)의

확대로 후천면역결핍 증후군(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에이즈)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2005년 최고점에 달한 190만 명에서 2016년에는

100만 명으로 48% 감소하였다. 또한, 2010년 이래로 전체 연령의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신규 감염자 수는 매년 16%

감소하여, 2016년 전 세계 HIV 신규 감염자 수는 180만 명이었다(HIV/AIDS,

2017a).

아프리카 동남부 지역은 HIV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2016년 전 세계

의 HIV 감염인 3,450만 명 중 약 56%인 1,940만 명이 이 지역에 거주한다. 해당

지역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6년 110만 명으로 최고

점에 달한 이후 계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2006년에 비해 2016년에는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가 약 38% 감소하여 42만 명이었다(HIV/AIDS, 2017b).

말라위는 아프리카 동남부 지역에 위치한 국가로 HIV 감염인이 처음 발견된

1985년 이후 HIV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1999년에는 15-49세 성인

의 HIV 유병률이 인구 1,000명당 16.4명으로 절정에 달하였다. 그 후 말라위의

HIV 유병률과 HIV 신규 감염인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요법을 받는 사람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National AIDS Commission,

2014). 그러나 2016년 말라위의 HIV 유병률은 인구 1,000명당 9.2명으로 전

세계 0.8명, 아프리카 동남부 지역 3.42명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HIV 문제가

심각하며, 전 세계에서 9번째로 HIV 유병률이 높은 국가이다(HIV/AIDS,

2017b).

2016년 말라위의 HIV 감염인의 수는 백만 명, HIV 신규 감염인의 수는 15세

이상 34,000명, 15세 미만 4,300명, 전체 36,000명, 에이즈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24,000명이었다(HIV/AIDS, 2017b). 또한 말라위는 성별, 연령, 거주

지역 등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 일반적 특성에 따라 HIV 유병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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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15-19세 연령에서의 남녀 간 HIV

유병률은 약 3배 차이가 나며, 35세 미만 연령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HIV 감염인 수의 많은 분율을 차지하고 있다. 거주지역에 따라 농촌(9.0%)

에 비해 도시(17.4%)의 HIV 유병률이 약 2배 높으며, 말라위 남부지역(14.5%)

은 북부 및 중부지역에 비해 HIV 유병률이 두 배 높았다(National AIDS Commission,

2014).

나아가 ART 보급 등 HIV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전 세계적의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 UN총회에서 채택한 Fast-Track, 즉 2030년까지 매년

HIV 신규 감염 인구수를 500,000명 이하로 하고,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수를

500,000명 이하로 줄이며, HIV 관련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그 속도가 느린 실정이다(HIV/AIDS, 2017a). 특히 HIV 감염인(Person living

with HIV; PLHIV)과 에이즈 환자 그리고 HIV 감염 취약 계층에 대한 낙인과

차별은 HIV가 알려진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HIV를 관리하는데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Ogden and Nyblade, 2005; Mahajan et al., 2008; Peugh and Friedman, 2011;

Feyissa et al., 2012).

이에 UNAIDS는 2013년 HIV 예방 및 치료 관리를 위한 보편적 접근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낙인과 차별을 확인하였고, 전 세계 모든 국가의 HIV 프로그램

전략과 계획 및 기금 제안에는 HIV 관련 낙인과 차별을 줄이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와 활동이 필수적으로 명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HIV/AIDS,

2010b). 또한, UNAIDS 프로그램 조정위원회 31차 회의에서는 고용, 교육, 보건,

정의 및 지역사회 환경에 미치는 차별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핵심적이고 중요한

측면으로 강조되었고, 글로벌 펀드(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Global Fund) 역시 HIV 관련 낙인과 차별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표명하였다(HIV/AIDS, 2014).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은 HIV 감염 사실 숨김(Maman et al.,

2003; Kalichman et al., 2005), HIV 검사와 상담(HIV testing and counseling:

HTC)의 기피 그리고 치료 회피(Lieber et al., 2006; Nyblade et al., 2009;

Relf, Williams and Barroso, 2015), 성 위험 행동 증가(Riley and

Baah-Odoom, 2012; Varni, Miller, and Solomon, 2012; Earnshaw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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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Liao et al., 2014)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

의 근본적인 원인은 매우 복잡하며, HIV 원인과 감염 경로에 대한 교육 또는

지식의 부족(Buseh et al., 2006; Nyblade et al., 2009), HIV와 관련된 오해,

생명을 위협하는 HIV의 본질 등(Herek and Capitanio, 1993; Herek,

Capitanio, and Widaman, 2002; Parker and Aggleton, 2003; Kalichman and

Simbayi, 2004; Nyblade et al., 2009)에서 기인한다. 즉, HIV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믿음은 HIV 관련 낙인과 차별의 태도로 이어진다.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서 HIV 지식과 HIV 감염인에 대한 태도 간에 관련성

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Herek 등(1993)은 성별과 인종 간에 HIV 관련 낙인

태도의 차이를 확인했고, Maswanya 등(2000) 연구결과에서는 HIV 지식 수준

이 높은 사람일수록 HIV 감염인과 함께 거주하는 것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Mall 등(2013)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HIV 관련 지식수준이 높고,

HIV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HIV 감염 또는 에이즈로 사망한 가족이나

친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가 낮게 나타

나는 것을 확인했다. 최근 가나에서 실시된 Asamoah 등(2017) 연구 또한 기존

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랜드의 연구결과(Maswanya et al., 2000; Kalichman

et al., 2005; Lieber et al., 2006; Buseh et al., 2006)와 동일하게 HIV 지식수준

이 낮을수록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말라위를 포함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HIV와

AIDS에 대한 인식은 거의 보편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HIV 관련 부정적 태도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Mishra V et al., 2009). 말라위의 HIV 지식 수준의 변화와 HIV 감염인에

대한 태도를 말라위 인구보건조사(Malawi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

MDHS) 결과의 모니터링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IV 지식

수준은 ‘성관계시 항상 콘돔을 사용하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 ‘또 다른

성관계 파트너가 없는 에이즈 비감염자와만 성관계를 하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 ‘건강한 사람도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등 세 문항으로 측정되었고,

2010년(남자 42.0%, 여자 41.0%) 대비 2015년-2016년(남자 48.0%, 여자 42.0%)

의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은 ‘Would buy fresh

vegetables from a shopkeeper or vendor if you knew that this person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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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와 ‘who would not buy fresh vegetables from a shopkeeper or vendor

if they knew’ 두 문항으로 측정되었고, 남자(14.0%)에 비해 여자(19.0%)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최종학력과 경제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감소하였다(Office

and ICF, 2017).

그러나 이를 통해서 말라위의 전반적인 HIV 지식 수준과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를 파악하고 관련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특히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은 복잡한 사회적 현상으로 이를 측정할 때 다양한 문항을

사용하기를 권고하고 있으나(Genberg BL et al., 2008), 해당 모니터링 지표는

일부 두세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말라위 대상의 HIV 지식, 태도 관련

기존 연구는 의료인력 대상의 교육 전후 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와 남성 동성애자

(Men who have sex with men: MSM) 또는 중재 프로그램 대상자와 같은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HIV에 대한 지식 수준 또는 낙인 경험과 HIV 검사

등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의 관련성을 확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Kaponda et

al., 2009; Fay et al., 2011; Berendes and Rimal, 2011).

이에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표본 인구집단의 조사자료인 말라위 인구

보건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말라위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HIV 지식 수준과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를 파악하고,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2015년-2016년 말라위 인구보건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말라위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HIV 지식 수준에 따른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 일반적 특성을 알아본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HIV 지식 수준을 파악한다.

셋째, 연구 대상자의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를 파악한다.

넷째, 혼란변수를 통제한 뒤 연구 대상자의 HIV 지식 수준과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의 독립적 관련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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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HIV 관련 낙인의 개념

낙인(Stigma)은 도덕적으로 이례적이거나 불명예스러운 점이 드러나게 고안

한 낙인 혹은 신체적 기호를 일컬으며, 희랍인들에 의해 처음 생긴 단어이다.

그 기호는 노예, 죄수 혹은 반역자 등의 신체 부위를 베거나 불에 지진 것으로

의례상 오염되고 더렵혀졌음을 알리는 셈이었다. 오늘날까지도 낙인은 본래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널리 사용되지만, 불명예의 신체적 단서보다는 불명예

그 자체에 더 많이 쓰이고 있다. 낙인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첫째,

여러 종류의 신체적 장애가 해당된다. 둘째, 개성적인 결함으로서, 정신병,

알코올 중독, 동성애, 범죄, 자살기도, 급진적인 정치성향, 실업 등의 경력에서

추정되는 개인의 바람직하지 못한 품성들이 그 예이다. 셋째, 종족 오점으로

인종이나 민족, 종교처럼 가계를 따라 전달되는 특징을 지닌다(Goffman,

2009; 김용환, 1995).

Goffman(1963)은 앞서 구분한 유형의 불명예스러운 특성(attributes)을 가진

개인을 사회가 거부하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개인이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과정으로 낙인을 설명하였다. 불명예스러운 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회의

눈(the eyes of society)으로 사회적으로 꺼려지는 정신질환, 신체적 장애, 동성

애나 비행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의 경우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여

낙인을 받게 된다(손애리, 2013). 반면에 Parker 등(2003)은 권력과 통제의

관계를 만들어 재생산하는 사회적 과정으로서의 낙인을 설명하였다.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성별, 연령, 성적 취향, 계급, 인종 또는 민족성을 기반으로 가치

절하하여, 차이에서 불평등을 낳는데 낙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낙인과 차별은 지배 집단이 낙인찍힌 집단을 배제하고, 낙인찍힌

집단이나 개인이 오명에 저항하거나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고, 이를 정당화하고, 영속 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Gilmore 등(1994)은 치료할 수 없거나 치명적인 질병의 두려움, 위험, 또는

위협의 반응으로 낙인을 설명하였다. Alonzo 등(1995)과 Cogan 등(1998)에

따르면 질병의 상태가 불변, 불치, 중증, 퇴행성이며, 육체적 손상이 명백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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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지 않고 미학적이지 않은 죽음을 초래할 때 낙인은 더욱 분명해진다.

HIV는 Goffman의 낙인 유형에 모두 부합하며, 치료할 수 없고, 퇴행성이며,

외양이 변형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사망으로 결부되는 등 심각하게 낙인찍히는

질병과 관련된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다(Nzioka, 2000).

UNAIDS는 HIV 관련 낙인을 HIV 감염인과 약물 사용자, 성 노동자, 남성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HIV 감염 위험이 높은 인구집단에게 부정적인 믿음,

감정 그리고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Aggleton and Parker, 2002).

또한, Aggleton 등(2002)은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찍는 태도와 신념을

기반으로 불공정하고 부당한 대우를 보이는 것을 차별로 정의하였다.

HIV 관련 낙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1980년대 중반부터 계속 있어왔다.

Mann(1987)은 HIV와 에이즈 유행을 HIV 감염 유행, 에이즈 유행, HIV와 에이즈

관련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유행 등 3단계로 구분하였고, 특히 3단계

에 포함되는 HIV 관련 낙인과 차별은 전 세계가 당면한 목표 과제로서 가장

중요하고 높은 단계로 언급되었다. 또한, Piot(2000)은 UNAIDS의 프로그램

조정위원회 10차 회의에서 HIV 관련 낙인 문제는 지역사회부터 지역적, 국가적,

전 지구적 수준으로 HIV 예방 및 치료 관리 프로그램의 장애가 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사회의 지도자에서 나아가 각 개인에게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2. HIV 관련 낙인의 원인

HIV 관련 낙인의 대표적인 원인은 HIV 원인과 감염 경로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과 근거 없는 믿음으로 알려져 있고(Maswanya et al., 2000; Herek et al.,

2002; Kalichman and Simbayi, 2004; Kalichman et al., 2005; Lieber et al., 2006;

Buseh et al., 2006; Nyblade et al., 2009; Asamoah et al., 2017), 이는 국가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짐바브웨에는 어린 소녀와의 성 관계를

통해서 에이즈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 Virgin Cleansing 치료요법이 행해지고

있으며(Kang’ethe and Xabendlini, 2014), 에티오피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

후 버려진 콘돔을 통해서 암탉이 HIV에 감염되고, 이 암탉이 낳은 달걀을

먹은 사람에게 HIV가 전염된다고 믿고 있었고(Ogden and Nyblade, 2005),

모기가 HIV 전염의 매개체이며(Tenkorang, 2013; Mwamwenda, 2015), 초자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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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HIV에 감염된다고(Tenkorang, 2013) 생각하고 있었다. 말라위에는

‘모기로부터 HIV에 감염된다’, ‘HIV 감염인인 남편의 손을 잡으면 HIV에

감염된다’, ‘배우자가 HIV 감염인이면 상대 배우자 또한 HIV 감염인이다’, ‘성

관계를 빨리 끝내면 HIV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콘돔에는 HIV가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이 있다’(Wella et al., 2017), ‘여성의 임신으로 HIV가 활성화 된다’(Aarnio

et al., 2009) 등 HIV의 원인과 감염 경로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믿음이 만연

하고 있다.

또한, Crandall 등(1995)은 HIV 관련 낙인을 사회적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개인의 행동과 관련이 있는 질병의 감염 경로 또는 치료할 수 없거나 치명적인

질병 그 자체의 근본적인 낙인에서 시작된다고 보았다. 또한, 도덕적 판단과

사회적 규범은 HIV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HIV 관련 낙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HIV 감염을 도덕적으로 위배되는

행동으로 인한 고통의 일부로 보아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카르마 또는 업보로

간주하고 있으며,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성과 관련된 사회적 금기사항을

깬 것에 대한 결과인 병적 증후로 보고 있다(Ogden and Nyblade, 2005). 이러한

현상은 특히 전통사회와 종교집단에서 방대하게 나타나고 있다(Haghdoost and

Karamouzian, 2012). 예를 들면, Asiedu 등(2014)은 가나에서 HIV 감염을

여성의 질병으로 인식하며, 남성이 다수의 이성과 성 관계를 하는 것은 자연

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 그렇지 않고, HIV 감염 사실은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여성 HIV 감염인은 사회적

으로 낙인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말라위에서는 여성이 남성 배우자의 동의 없이

HIV 검사를 받으면 이혼의 유효한 사유로 인정되고 있으며, 남성배우자의

경우 억제할 수 없는 성욕과 직업적 이동의 사유로 난혼이 사회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반면에 여성 배우자의 난혼은 사회적 불용인 동시에 상대 배우자

의 난혼에 대한 복수로 보고 있으며, 임신한 여성의 HIV 감염 사실을 지역

사회가 알게 되면 험담으로 엄격한 형벌을 내리거나 HIV에 감염된 여성을

차별하고 있었다(Aarnio, 2009). Conroy(2014)의 연구에 따르면 말라위는

혼인 전 HIV 검사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서로의 관계에 대한 헌신을 확인

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결혼 후에는 배우자에게 충실

하지 못하였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비난과 험담을 가하는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성별



- 8 -

에 따른 역할과 책임 그리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범이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말라위에는

소년・소녀 입문, 일부다처제, 조혼, 대리부, Death Cleansing, 배우자 상속 등

HIV 감염 위험을 높이는 관습과(Banda, 2015) HIV 감염은 예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질병임을 의미하는 속담이 있다(Hayes, 2015).

3. HIV 관련 낙인의 유형 및 영향

HIV 관련 낙인은 HIV 감염인 혹은 HIV 감염인의 가족, 친구, 이웃 등에

대한 가치 절하의 과정으로(Ogden and Nyblade, 2005), 편견, 무시, 불명예,

차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Herek, 1990; Pryor, Reeder, 1993; Alonzo,

Reynolds, 1995; Herek et al., 1998). Ogden 등(2005)은 HIV 관련 낙인 표현의

유형을 물리적(Physical), 사회적(Social), 언어적(Language 또는 Verbal),

구조적(Institutional) 낙인으로 분류하였다. 물리적 낙인은 HIV 감염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심하게는 격리 또는 유기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낙인의 경우는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배제와 심하게는

더 이상 HIV 감염인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HIV 감염인은

HIV 감염 사실 은폐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이 기대되며, 지역

사회에서의 권력 및 존경, 자기결정권, 결혼 및 출산 기회 등 정체성과 역할

상실로 나타난다. 언어적 낙인은 HIV 감염 사실을 비난하는 책임과 수치심

표현으로 나타나고, 잠비아에는 장례식장으로 가는 열쇠(‘makizi yaku mochari’

또는 ‘keys to the mortuary’), 탄자니아는 움직이는 송장(‘maiti inayotembea’ 또는

‘walking corpse’) 등 HIV 감염인을 묘사하는 경멸적인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Bond et al., 2003; Mbwambo et al., 2004; Ogden and Nyblade, 2005).

구조적 낙인은 HIV 감염인의 일자리 상실, 대출, 장학금, 비자 등 거부, 집주인

에 의한 퇴거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와 보건의료기관에서도 낙인은 드러난다.

그밖에도 HIV 감염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며, HIV에 관한 사실에

도덕적 비판을 포함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포스터와 뉴스 기사 등 매스미디어

와 공중 보건 메세지를 통한 낙인이 있다. 나아가 HIV 관련 낙인은 HIV

감염인에 국한되지 않고 HIV 감염인의 가족, 자녀, 친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를 이차적 낙인으로 정의하였다(Ogden and Nyblad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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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HIV 감염인 중 여성의 경우 낙인으로 인해 일자리를 상실하고 생계를

간간히 유지하며 결혼과 출산의 기회마저 잃게 된다. 탄자니아에서는 HIV에

감염된 여성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며, 이를 어기고 임신하게 되면 처벌하고

있었다(Maman et al., 2003). 또한, HIV 감염인은 치료를 거부하거나 지체할

수 있고, HIV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는 동시에 HIV 검사, 상담, 치료 등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을 겪게 되며, 고립감을 느끼거나 절망에 빠져 자살 충동을 느끼

는 등 내재적 낙인 또는 자가 낙인이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HIV 감염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방해하여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Fortenberry et al., 2002;

Maman et al., 2003; Castro and Farmer, 2005; Kalichman et al., 2005; Lieber et

al., 2006; Nyblade et al., 2009; Relf et al., 2015). 또한 HIV 감염인은 보건의료

기관에서 조차 낙인과 차별을 마주하고 있다(Valdiserri, 2002; Nyblade et al.,

2009). HIV 양성 반응을 보인 산모에게 병원은 분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며,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HIV 감염 환자는 치료 받을 권리를

무시당하고 있었다(Gielen et al., 1997; Carr and Gramling, 2004).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은 HIV 감염인의 성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Riley 등(2012)은 낙인 태도가 높을수록 성 위험 행동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반면에 Varni 등(2012) 연구에서는 HIV 감염인의 낙인 경험은 회피,

부정, 희망적 기대 등의 형태로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며, 이러한 반응을

보일수록 성 위험 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arnshaw 등(2014)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HIV 감염인의 내재적 낙인으로

인한 우울 증상의 영향으로 HIV 감염 위험이 높은 성 행동과 콘돔 사용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 밖에 Liao 등(2014) 연구결과에서

HIV 감염인에 대한 높은 낙인 태도는 HIV 감염인의 성 위험 행동과 동시에

음주량이 증가하는 등 건강행태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IV의 맥락에서 낙인은 사회적 배경에 따라 여성, 청소년, 성 노동자, 약물

사용자, 남성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교도소 수감자, 이주자, 난민 등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가정,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며, HIV 감염인 개인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아가 이는 기존의 법률, 정책, 관습을 통해 제도화될 우려가 있어 개인

은 물론 사회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필요한 때이다(HIV/AID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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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IV 관련 낙인의 측정

낙인과 차별은 HIV 감염인의 HIV 검사 의지와 ART 치료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HIV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Office and ICF, 2017). 선행연구를 통해서 HIV

관련 낙인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은 많이 알려져 왔으나,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화된 HIV 관련 낙인 척도는 부재한 상황이다.

Genberg 등(2008)은 이전 연구들을 검토하여 수치심, 비난, 사회적 고립,

인지된 차별, 형평성 등 요소를 통해 HIV 관련 낙인과 차별의 태도가 양적

으로 측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UNAIDS 등은 2005년부터 HIV 감염인

의 낙인, 차별 그리고 인권 관련 경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최초의 표준화된

HIV 관련 낙인 지표(People living with HIV Stigma Index: PLHIV Stigma

Index)를 개발한 바 있다(HIV/AIDS, 2011). 이를 통해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관련된 특정 사안의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며,

HIV 관련 낙인 정책 및 개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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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틀은 아래와 같다(그림 1).

독립변수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종속변수

HIV 지식 수준 HIV감염인에대한낙인태도

X2 test

일반적 특성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성별

연령

인종

종교

거주지역

매스미디어 이용

핸드폰보유여부

최종학력

Literacy

현재 경제활동

Wealth index

산전관리시HIV정보습득여부

그림 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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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중저소득국의 대표적인 가구조사로 인구학적 구성과 보건 및 영양

분야의 광범위한 모니터링과 영향 평가 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인구

보건조사(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 DHS) 자료를 활용하였다. 인구

보건조사는 미국국제개발청(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의 지원으로 1984년부터 현재까지 90여개의 국가에서 300회 이상의

조사를 수행하였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인구보건조사는 가구설문조사와 개인설문조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등의 응답자의 기본 정보를 비롯하여, 출산력, 가족계획,

모자보건, 영유아건강, 성주류화, HIV, 말라리아, 영양, 환경보건 등의 주제의

전반적인 건강행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국가별 대표 자료의 정확한 수집

과 확산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Rutstein and Rojas, 2006).

본 연구는 인구보건조사 자료의 HIV 관련 지식, 태도, 행동에 대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는 HIV 관련 국가 프로그램의 모니터링과 국가 간 비교 분석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HIV 예방 지식, HIV 감염인에 대한 태도, HIV 전염

에 대한 믿음, HIV 감염에 위험한 성 행동 등을 묻는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말라위는 1992년을 시작으로 2000년, 2004년, 2010년, 2015년-2016년 등 총

5회의 인구보건조사가 실시되었다. 표본가구는 말라위 통계청(Malawi National

Statistical Office: NSO)이 제공한 말라위 인구주택총조사(Malawi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MPHC) 틀을 활용하여, 말라위의 28개 행정구역은

표준열거지역(Standard enumeration areas: SEA)1)에 따라 정렬된 후 지역별

내재적 층화(Implicit Stratification)를 통해 도시지역 SEA 173개와 농촌지역

SEA 677개가 1차적으로 추출되었다. 2차적으로 도시 30가구와 농촌 33가구가

가능한 동등하게 최종 선정되었고, 최종 표본가구와 표본인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의 면접조사를 통해 인구보건조사가 실시되었다(Office and ICF, 2017).

최종 선정된 표본 총 27,516가구 중에서 26,361가구의 조사 결과가 수집되었고

응답률은 99.2%로 나타났다. 조사된 가구 중 설문에 응답한 가구원은 여자

1) SEA는 평균 235 가구를 포괄하는 지리적 영역으로 거주 유형(도시, 농촌), 거주자 수 등 정
보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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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62명, 남자 7,478명이며, 응답률은 각각 97.7%, 94.6%이다(표 1).

표 1. 2015년-2016년 말라위 인구보건조사 가구·개인 설문 결과

구분
거주지역

총계
농촌 도시

가구 설문 　 　

선정된가구수 (가구) 22,335 5,181 27,516

실제거주가구수 (가구) 21,535 5,029 26,564

설문실시가구수 (가구) 21,370 4,991 26,361

가구의설문응답률(%) 99.2 99.2 99.2

15-49세 여자 설문

조사대상여자수 (명) 19,783 5,363 25,146

실제설문응답여자수(명) 19,315 5,247 24,562

여자의설문응답률(%) 97.6 97.8 97.7

15-54세 남자 설문

조사대상남자수 (명) 6,129 1,774 7,903

실제설문응답남자수(명) 5,817 1,661 7,478

남자의설문응답률(%) 94.9 93.6 94.6

<출처> Malawi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ICF. Malawi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5-16. 2017.

본 연구는 2015년-2016년 말라위 인구보건조사 설문에 응한 15-54세 남자

7,478명과 15-49세 여자 24,562명 총 32,04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이 중

‘HIV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는 문항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남자 69명, 여자

490명 총 559명을 제외한 31,481명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인구보건조사의 대상자는 조사의 일부로 HIV 검사를 받게 되는데, 2015년

-2016년 말라위 인구보건조사에서는 15-49세 성인 8.7%, 남자 6.4%, 여자

10.8%가 HIV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Office and ICF, 2017). 또한, 연구

대상자 중 여자는 15-49세 가임 연령으로 77.3%(19,988명)가 출산경험이 있으며

해당조사 직전 말라위의 합계 출산율이 4.6명(World Bank, 2016)임을 고려하면,

산전관리(Antenatal Care: ANC)가 필요한 임산부가 연구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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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선정 및 정의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또는 부정적 태도)로

HIV 관련 태도 6문항을 점수화하여 사용하였고(표 2), 각각의 문항에 ‘네’로

응답하면 2점, ‘모르겠음’은 1점, ‘아니오’는 0점으로 하여 합산한 총점을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 점수로 하였다(Herek and Capitanio, 1993; Herek et

al., 2002; Lindley et al., 2010; Asamoah et al., 2017). 따라서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HIV에 감염된 사람들에 대한 낙인과 차별

의식이 크다 또는 부정적 태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Would buy vegetables from vendor with’와 ‘Children with HIV should be

allowed to attend school with children without HIV’ 문항의 경우 ‘네’로 응답하면

긍정적 태도를 의미하여 분석 시 ‘네’를 ‘아니오’로 ‘아니오’를 ‘네’로 역변환

하였다. 또한,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 점수의 3사분위수인 6점을 기준

으로 0점에서 5점은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가 ‘낮은군’으로 6점에서 12점

은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 ‘높은군’으로 정의하여 그룹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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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의 변수 - 종속변수

구분 측정

Would be ashamed if someone in my family had HIV 2점 : 네

1점 : 모르겠음

0점 : 아니오

Would be afraid to get HIV from contact with saliva

from infected person

2점 : 네

1점 : 모르겠음

0점 : 아니오

Would buy fresh vegetables from a shopkeeper or

vendor if you knew that this person had HIV*

2점 : 네

1점 : 모르겠음

0점 : 아니오

Children with HIV should be allowed to attend school

with children without HIV*

2점 : 네

1점 : 모르겠음

0점 : 아니오

People talk badly about people with or believed to

have HIV

2점 : 네

1점 : 모르겠음

0점 : 아니오

People with or believed to have HIV lose respect

from other people

2점 : 네

1점 : 모르겠음

0점 : 아니오

* ‘네’로 응답하면 긍정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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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HIV 지식 수준이다. 먼저 ‘HIV/AIDS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라는 문항에 ‘네’라고 대답한 대상자를 ‘인지군’으로 ‘아니오’라고 대답한

대상자를 ‘미인지군’으로 정의한 후(Asaduzzaman et al., 2016), ‘미인지군’을

제외하고 ‘인지군’을 대상으로 질문한 HIV 원인 관련 지식 7문항, HIV 예방

관련 지식 2문항 등 총 9문항을 점수화하여 HIV 지식 변수로 사용하였다

(Asamoah et al., 2017)(표 3). HIV 지식 점수는 HIV 원인 및 예방 관련 지식

각각 문항에 대한 정답은 1점, 오답 또는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경우 0점으로

하여 합산한 총점으로 정의하였다. HIV 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HIV 지식 수준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Buseh et al., 2006).

‘에이즈는 모기에 물려서 감염될 수 있다’, ‘에이즈 감염인과 음식을 함께

먹으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주술이나 종교적인 이유로 에이즈에 감염

될 수 있다’ 문항의 경우 ‘네’로 응답하면 오답 처리되므로 분석 시 ‘네’를

‘아니오’로 ‘아니오’를 ‘네’로 역변환 하였다. 또한, HIV 지식 점수의 최고점인

9점을 기준으로 0점에서 8점인 그룹을 ‘불완전 지식군’으로 9점인 그룹을 ‘완전

지식군’으로 정의하여 그룹을 나누었다(Atteraya, Kimm and Song,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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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의 변수 - 독립변수

구분 측정

HIV 원인 관련 지식

에이즈는 모기에 물려서 감염될 수 있다* 1점 : 네

0점 :아니오또는모르겠음

에이즈 감염인과 음식을 함께 먹으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1점 : 네

0점 :아니오또는모르겠음

건강한 사람도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1점 : 네

0점 :아니오또는모르겠음

임신 중 산모에서 태아로 에이즈를 감염시킬 수 있다 1점 : 네

0점 :아니오또는모르겠음

출산 중 산모에서 태아로 에이즈를 감염시킬 수 있다 1점 : 네

0점 :아니오또는모르겠음

모유수유 중 산모에서 태아로 에이즈를 감염시킬 수 있다 1점 : 네

0점 :아니오또는모르겠음

주술이나 종교적인 이유로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1점 : 네

0점 :아니오또는모르겠음

HIV 예방 관련 지식

또 다른 성관계 파트너가 없는 에이즈 비감염자와만 성

관계를 하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

1점 : 네

0점 :아니오또는모르겠음

성관계시 항상 콘돔을 사용하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 1점 : 네

0점 :아니오또는모르겠음

* ‘네’로 응답하면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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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혼란변수

본 연구의 혼란변수는 선행연구를 통해 HIV 지식과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진 일반적 특성 요인들로 인구학적 요인

과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포함하였다.

인구학적 요인에는 성별(Barden-O'Fallon et al., 2004; Rohleder et al., 2012;

Nketiah-Amponsah and Afful-Mensah, 2013; Mugoya and Ernst, 2014; Pannetier,

Lelièvre and Le Cœur, 2016; Sano et al., 2016), 연령(Barden-O'Fallon et al.,

2004), 인종(Sano et al., 2016), 종교(McCreary et al., 2008; Sano et al.,

2016), 거주지역(Barden-O'Fallon et al., 2004; Peltzer et al., 2009; Amuri et

al., 2011; Sano et al., 2016)이 포함되었다. 성별은 ‘남자’ ‘여자’, 연령은 ‘15-19

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4세’, 인종은 ‘Chewa’, ‘Tumbuka’,

‘Lomwe’, ‘Yao’, ‘Ngoni’, ‘기타’, 종교는 ‘기독교’, ‘이슬람교’, ‘기타’, 거주지역은

‘농촌’, ‘도시’ 범주로 구분하였다.

사회경제적 요인은 매스미디어 이용(Barden-O'Fallon et al., 2004; O'Leary

et al., 2007; Babalola, Fatusi and Anyanti, 2009; Li et al., 2009; Fakolade et al.,

2010; Creel et al., 2011; Jesmin, Chaudhuri and Abdullah, 2013; Asamoah et

al., 2017), 핸드폰보유여부(Swahn, Braunstein and Kasirye, 2014), 최종학력

(Barden-O'Fallon et al., 2004; Kalichman et al., 2005; Baiden et al., 2007;

Peltzer et al., 2009; Bogart et al., 2011; Amuri et al., 2011; Dahlui et al., 2015;

Sano et al., 2016), Literacy(Kalichman et al., 2000; Kalichman and Rompa, 2000;

Ciampa et al., 2012), 현재 경제활동(Peltzer et al., 2009), Wealth index(Dahlui

et al., 2015; Sano et al., 2016), 산전관리 시 HIV정보습득여부(Adeneye et

al., 2006; Asefa and Beyene, 2013; Wangwe, Nyasinde and Charles, 2013;

Birhane et al., 2015)를 포함시켰다. 매스미디어 이용의 경우 신문·잡지 구독,

라디오 청취, 텔레비전 시청, 인터넷 사용을 포함하여 ‘전혀 없음’, ‘주1회

미만’, ‘최소 주1회’ 3가지 범주로 구분하였고, 핸드폰보유여부는 ‘없음’, ‘있음’,

최종학력은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이상’, Literacy는 ‘전혀 읽을 수 없음’,

‘일부 읽을 수 있음’, ‘모두 읽을 수 없음’, 현재 경제활동은 ‘예’, ‘아니오’,

Wealth index는 중저소득국의 사회경제적 지수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방법

으로(Rutstein, Johnson and MEASURE, 2004) 5단계(Poorest, Poor, Mid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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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er, Richest)로 조사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Poor’(Poorest와 Poor).

‘Middle’(Middle), ‘Rich’(Richer와 Richest)로 구분하였다. 연구 대상자 중 여자

의 산전관리 시 HIV정보습득여부를 추정하기 위해서 출산 전 보건의료서비스

기관에 방문하는 동안 HIV 모자감염 또는 수직감염, HIV 예방 방법, HIV 검사

등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묻는 문항에서 하나라도 ‘네’라고 응답한 경우 산전관리

시 HIV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정의하였고, ‘해당없음(남자)’, ‘없음’, ‘있음’으로

구분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SAS 9.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5년-2016년 말라위 인구보건

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요인 및

일반적 특성을 기술통계량으로 확인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HIV 지식 수준과

HIV 감연인에 대한 낙인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HIV 지식 점수와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 점수를 이용하여 t 검정과 분산분석 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HIV 지식 수준과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자의 HIV 지식 수준과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의 관련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수준은 0.05미만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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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전체 32,040명으로 ‘남자’ 7,478명, ‘여자’ 24,562명이었다. 인구

학적 요인의 연령별 분포는 ‘15-19세’ 22.2%(7,119명), ‘20-29세’ 35.8%(11,480

명), ‘30-39세’ 26.4%(8,447명), ‘40-49세’ 14.5%(4,654명), ‘50-54세’ 1.1%(340명)

이었다. 인종은 ‘Chewa’ 30.1%(9,644명), ‘Tumbuka’ 10.7%(3,428명), ‘Lomwe’

18.0%(5,771명), ‘Yao’ 11.1%(3,556명), ‘Ngoni’ 12.6%(4,044명), ‘기타’

17.5%(5,597명)이었다. 종교는 ‘기독교’ 88.2%(28,245명), ‘이슬람교’ 10.8%(3,452

명), ‘기타’ 1.1%(343명)이었다. 거주지역은 ‘농촌’ 78.4%(25,132명), ‘도시’

21.6%(6,908명) 분포하였다.

사회경제적 요인의 신문·잡지 구독은 ‘전혀 없음’ 74.5%(23,877명), ‘주1회 미

만’ 15.3%(4,907명), ‘최소 주1회’ 10.2%(3,256명)이었다. 라디오 청취는 ‘전혀

없음’ 43.7%(14,001명), ‘주1회 미만’ 19.8%(6,332명), ‘최소 주1회’ 36.5%(11,707

명)이었다. 텔레비전 시청은 ‘전혀 없음’ 73.2%(23,446명), ‘주1회 미만’

11.7%(3,744명), ‘최소 주1회’ 15.1%(4,850명)이었다. 인터넷 사용은 ‘전혀 없음’

92.2%(29,542명), ‘주1회 미만’ 1.0%(324명), ‘최소 주1회’ 6.8%(2,174명)이었다.

핸드폰보유여부는 ‘없음’ 60.9%(19,500명), ‘있음’ 39.1%(12,540명)이었다. 최종

학력은 ‘무학’ 61.4%(19,679명), ‘초등학교’ 27.2%(8,708명), ‘중학교 이상’

11.4%(3,653명)이었다. Literacy는 ‘전혀 읽을 수 없음’ 23.8%(7,631명), ‘일부

읽을 수 있음’ 9.7%(3,114명), ‘모두 읽을 수 있음’ 66.5%(21,295명)이었다. 현재

경제활동은 ‘예’ 65.8%(21,070명), ‘아니오’ 34.2%(10,970명)이었다. Wealth

index는 ‘poor’ 34.6%(11,073명), ‘middle’ 18.6%(5,951명), ‘rich’ 46.9%(15,016명)

으로 나타났다. 산전관리 시 HIV정보습득여부는 ‘해당없음(남자)’ 23.3%(7,478

명), ‘없음’ 50.2%(16,067명), ‘있음’ 26.5%(8,495명)이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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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남자 여자 전체

N % N % N %
전체 7,478 23.3 24,562 76.6 32,040 100.0

인구학적 요인

연령

15-19세 1,846 24.7 5,273 21.5 7,119 22.2

20-29세 2,410 32.2 9,070 36.9 11,480 35.8

30-39세 1,811 24.2 6,636 27.0 8,447 26.4

40-49세 1,071 14.3 3,583 14.6 4,654 14.5

50-54세 340 4.6 0 0.0 340 1.1

인종

Chewa 2,327 31.1 7,317 29.8 9,644 30.1

Tumbuka 816 10.9 2,612 10.6 3,428 10.7

Lomwe 1,318 17.6 4,453 18.1 5,771 18.0

Yao 774 10.4 2,782 11.3 3,556 11.1

Ngoni 959 12.8 3,085 12.6 4,044 12.6

기타 1,284 17.2 4,313 17.6 5,597 17.5

종교

기독교 6,560 87.7 21,685 88.3 28,245 88.2

이슬람교 726 9.7 2,726 11.1 3,452 10.8

기타 192 2.6 151 0.6 343 1.1

거주지역

농촌 5,817 77.8 19,315 78.6 25,132 78.4

도시 1,661 22.2 5,247 21.4 6,908 21.6

사회경제적 요인

신문·잡지 구독

전혀 없음 4,474 59.8 19,403 79.0 23,877 74.5

주1회 미만 1,898 25.4 3,009 12.3 4,907 15.3

최소 주1회 1,106 14.8 2,150 8.8 3,256 10.2

라디오 청취

전혀 없음 1,677 22.4 12,324 50.2 14,001 43.7

주1회 미만 2,107 28.2 4,225 17.2 6,332 19.8

최소 주1회 3,694 49.4 8,013 32.6 11,707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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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계속)

변수
남자 여자 전체

N % N % N %
텔레비전 시청

전혀 없음 4,383 58.6 19,063 77.6 23,446 73.2

주1회 미만 1,634 21.9 2,110 8.6 3,744 11.7

최소 주1회 1,461 19.5 3,389 13.8 4,850 15.1

인터넷 사용

전혀 없음 6,289 84.1 23,253 94.7 29,542 92.2

주1회 미만 170 2.3 154 0.6 324 1.0

최소 주1회 1,019 13.6 1,155 4.7 2,174 6.8

핸드폰보유여부

없음 3,510 46.9 15,990 65.1 19,500 60.9

있음 3,968 53.1 8,572 34.9 12,540 39.1

최종학력

무학 3,988 53.3 15,691 63.9 19,679 61.4

초등학교 2,252 30.1 6,456 26.3 8,708 27.2

중학교 이상 1,238 16.6 2,415 9.8 3,653 11.4

Literacy

전혀 읽을 수 없음 1,215 16.3 6,416 26.1 7,631 23.8

일부 읽을 수 있음 912 12.2 2,202 9.0 3,114 9.7

모두 읽을 수 있음 5,351 71.6 15,944 64.9 21,295 66.5

현재 경제활동

예 6,010 80.4 15,060 61.3 21,070 65.8

아니오 1,468 19.6 9,502 38.7 10,970 34.2

Wealth index

poor 2,365 31.6 8,708 35.5 11,073 34.6

middle 1,443 19.3 4,508 18.4 5,951 18.6

rich 3,670 49.1 11,346 46.2 15,016 46.9
산전관리시HIV정보습득여부

해당없음(남자) 7,478 100.0 0 0.0 7,478 23.3

없음(여자) 0 0.0 16,067 65.4 16,067 50.2

있음(여자) 0 0.0 8,495 34.6 8,495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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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자의 HIV 지식 수준

연구 대상자의 HIV 인지는 ‘HIV/AIDS에 대하여 들어본 적 있다’라는 문항에

‘네’라고 대답한 ‘인지군’ 98.3%(31,481명), ‘아니오’라고 응답한 ‘미인지군’

1.7%(559명)으로 전체적으로 HIV 인지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HIV 인지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거주지역이 도시일수록, 매스미디어

이용(신문·잡지 구독, 라디오 청취, 텔레비전 시청, 인터넷 사용) 횟수가 많아

질수록,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최종학력과 Literacy 능력이 높아질수록,

현재 경제활동 중이며, Wealth index가 높아질수록, 여자의 경우 산전관리 시

HIV정보를 제공받았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띄었다. 특히 여자의 경우 산전

관리 시 HIV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그룹은 ‘HIV/AIDS에 대하여 들어본

적 있다’라는 문항에 100.0%(8,495명) ‘네’라고 응답하였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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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HIV 인지

변수
미인지군 인지군

X2 p-value
N % N %

전체 559　 1.7　 31,481　 98.3　 　
인구학적 요인 　
성별 　
남자 69 0.9 7,409 99.1 37.8 <.0001
여자 490 2.0 24,072 98.0 　

연령 　 　 　
15-19세 208 2.9 6,911 97.1 79.0 <.0001
20-29세 180 1.6 11,300 98.4 　
30-39세 102 1.2 8,345 98.8 　
40-49세 67 1.4 4,587 98.6 　
50-54세 2 0.6 338 99.4 　
인종 　
Chewa 168 1.7 9,476 98.3 107.4 <.0001
Tumbuka 45 1.3 3,383 98.7 　
Lomwe 73 1.3 5,698 98.7 　
Yao 135 3.8 3,421 96.2 　
Ngoni 69 1.7 3,975 98.3 　
기타 69 1.2 5,528 98.8 　
종교 　
기독교 396 1.4 27,849 98.6 163.4 <.0001
이슬람교 149 4.3 3,303 95.7 　
기타 14 4.1 329 95.9 　
거주지역 　
농촌 503 2.0 24,629 98.0 44.1 <.0001
도시 56 0.8 6,852 99.2 　

사회경제적 요인 　
신문·잡지 구독 　
전혀 없음 515 2.2 23,362 97.8 93.2 <.0001
주1회 미만 23 0.5 4,884 99.5 　
최소 주1회 21 0.6 3,235 99.4 　
라디오 청취 　
전혀 없음 421 3.0 13,580 97.0 232.7 <.0001
주1회 미만 59 0.9 6,273 99.1 　
최소 주1회 79 0.7 11,628 99.3 　
텔레비전 시청 　
전혀 없음 497 2.1 22,949 97.9 71.8 <.0001
주1회 미만 29 0.8 3,715 99.2 　
최소 주1회 33 0.7 4,817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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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HIV 인지 (계속)

변수
미인지군 인지군

X2 p-value
N % N %

인터넷 사용 　
전혀 없음 550 1.9 28,992 98.1 30.3 <.0001
주1회 미만 1 0.3 323 99.7 　
최소 주1회 8 0.4 2,166 99.6 　
핸드폰보유여부 　
없음 477 2.5 19,023 97.6 142.0 <.0001
있음 82 0.7 12,458 99.4 　
최종학력 　
무학 487 2.5 19,192 97.5 159.8 <.0001
초등학교 58 0.7 8,650 99.3 　
중학교 이상 14 0.4 3,639 99.6 　
Literacy 　
전혀 읽을 수 없음 281 3.7 7,350 96.3 258.2 <.0001
일부 읽을 수 있음 78 2.5 3,036 97.5 　
모두 읽을 수 있음 200 0.9 21,095 99.1 　
현재 경제활동 　
예 191 0.9 20,879 99.1 250.8 <.0001
아니오 368 3.4 10,602 96.7 　
Wealth index 　
poor 273 2.5 10,800 97.5 74.1 <.0001
middle 122 2.1 5,829 98.0 　
rich 164 1.1 14,852 98.9 　
산전관리시HIV정보습득여부 　
해당없음(남자) 69 0.9 7,409 99.1 339.9 <.0001
없음(여자) 490 3.1 15,577 97.0 　
있음(여자) 0 0.0 8,49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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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원인 및 예방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항의 정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에이즈 감염인과 음식을 함께 먹으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로 전체 91.1%

이었다.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은 ‘에이즈는 모기에 물려서 감염될 수 있다’와

‘임신 중 산모에서 태아로 에이즈를 감염시킬 수 있다’ 그리고 ‘성관계시 항상

콘돔을 사용하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로 전체 정답률이 78.0% 이하로 나

타났으며, 그 외 문항은 84.0% 이상 정답률을 보였다.

특히 HIV 원인에 대한 지식 중 수직감염 관련 세 문항은 남자에 비해 여자

에서 높은 정답률을 보였고, 각 문항별 정답률은 다음과 같다. ‘임신 중 산모

에서 태아로 에이즈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남자’ 70.9%(5,253명), ‘여자’

79.0%(19,005명), ‘출산 중 산모에서 태아로 에이즈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남자’ 82.9%(6,140명), ‘여자’ 84.5%(20,332명), ‘모유수유 중 산모에서 태아로

에이즈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남자’ 87.9%(6,511명), ‘여자’ 89.2%(21,467명)로

나타났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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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구 대상자의 HIV 지식 문항에 대한 정답률

문항

남자

(N=7,409)

여자

(N=24,072) p-value

전체

(N=31,481)

N % N % N %

HIV 원인 관련 지식

에이즈는 모기에 물려서 감염될

수 있다*
5,625 75.9 17,953 74.6 <.0001 23,578 74.9

에이즈 감염인과 음식을 함께

먹으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6,943 93.7 21,723 90.2 0.4028 28,666 91.1

건강한 사람도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6,864 92.6 21,066 87.5 <.0001 27,930 88.7

임신 중 산모에서 태아로 에이즈를

감염시킬 수 있다

5,253 70.9 19,005 79.0 <.0001 24,258 77.1

출산 중 산모에서 태아로 에이즈를

감염시킬 수 있다

6,140 82.9 20,332 84.5 0.0311 26,472 84.1

모유수유 중 산모에서 태아로

에이즈를 감염시킬 수 있다

6,511 87.9 21,467 89.2 0.0037 27,978 88.9

주술이나 종교적인 이유로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6,698 90.4 20,671 85.9 0.7980 27,369 86.9

HIV 예방 관련 지식

또 다른 성관계 파트너가 없는

에이즈 비감염자와만 성관계를

하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

6,611 89.2 21,262 88.3 0.0025 27,873 88.5

성관계시 항상 콘돔을 사용하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

5,577 75.3 18,735 77.8 <.0001 24,312 77.2

* ‘네’로 응답하면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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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HIV 지식 수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HIV 지식 수준이 ‘완전 지식군’은 32.3%(10,157

명), ‘불완전 지식군’은 67.7%(21,324명)이었다. 분석결과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모든 변수와 HIV 지식 수준 간에는 p<.05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이 ‘남자’(28.6%)보다 ‘여자’(33.4%)일수록, 거주지역이 ‘도시’(38.5%)일

수록, 신문·잡지 구독, 라디오 청취, 텔레비전 시청, 인터넷 사용 횟수가 많을

수록,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을수록(38.3%), 최종학력과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높을수록,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수록(33.0%), Wealth index가

높을수록, 여자의 경우 산전관리 시 HIV정보를 제공받았을수록(34.4%) ‘완전

지식군’일 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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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HIV 지식 수준

변수
불완전 지식군 완전 지식군

X2 p-value
N % N %

전체 21,324 67.7 10,157 32.3 - -

인구학적 요인
성별 　
남자 5,289 71.4 2,120 28.6 58.9 <.0001
여자 16,035 66.6 8,037 33.4 　

연령 　
15-19세 5,044 73.0 1,867 27.0 138.1 <.0001
20-29세 7,437 65.8 3,863 34.2 　
30-39세 5,437 65.2 2,908 34.9 　
40-49세 3,161 68.9 1,426 31.1 　
50-54세 245 72.5 93 27.5 　
인종 　
Chewa 6,627 69.9 2,849 30.1 177.0 <.0001
Tumbuka 2,501 73.9 882 26.1 　
Lomwe 3,551 62.3 2,147 37.7 　
Yao 2,366 69.2 1,055 30.8 　
Ngoni 2,576 64.8 1,399 35.2 　
기타 3,703 67.0 1,825 33.0 　
종교 　
기독교 18,787 67.5 9,062 32.5 8.5 0.0141
이슬람교 2,310 69.9 993 30.1 　
기타 227 69.0 102 31.0 　
거주지역 　
농촌 17,108 69.5 7,521 30.5 154.0 <.0001
도시 4,216 61.5 2,636 38.5 　

사회경제적 요인
신문·잡지 구독 　
전혀 없음 16,239 69.5 7,123 30.5 137.6 <.0001
주1회 미만 3,114 63.8 1,770 36.2 　
최소 주1회 1,971 60.9 1,264 39.1 　
라디오 청취 　
전혀 없음 9,619 70.8 3,961 29.2 148.0 <.0001
주1회 미만 4,298 68.5 1,975 31.5 　
최소 주1회 7,407 63.7 4,221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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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HIV 지식 수준 (계속)

변수
불완전 지식군 완전 지식군

X2 p-value
N % N %

텔레비전 시청 　

전혀 없음 15,890 69.2 7,059 30.8 130.4 <.0001
주1회 미만 2,506 67.5 1,209 32.5 　
최소 주1회 2,928 60.8 1,889 39.2 　
인터넷 사용 　
전혀 없음 19,956 68.8 9,036 31.2 203.8 <.0001
주1회 미만 185 57.3 138 42.7 　
최소 주1회 1,183 54.6 983 45.4 　
핸드폰보유여부 　
없음 13,637 71.7 5,386 28.3 342.9 <.0001
있음 7,687 61.7 4,771 38.3 　
최종학력 　
무학 14,042 73.2 5,150 26.8 715.1 <.0001
초등학교 5,296 61.2 3,354 38.8 　
중학교 이상 1,986 54.6 1,653 45.4 　
Literacy 　
전혀 읽을 수 없음 5,768 78.5 1,582 21.5 590.2 <.0001
일부 읽을 수 있음 2,178 71.7 858 28.3 　
모두 읽을 수 있음 13,378 63.4 7,717 36.6 　
현재 경제활동 　
예 13,985 67.0 6,894 33.0 16.1 <.0001
아니오 7,339 69.2 3,263 30.8
Wealth index 　
poor 7,841 72.6 2,959 27.4 275.0 <.0001
middle 4,098 70.3 1,731 29.7 　
rich 9,385 63.2 5,467 36.8 　
산전관리시HIV정보습득여부
해당없음(남자) 5,289 71.4 2,120 28.6 65.5 <.0001
없음(여자) 10,464 67.2 5,113 32.8
있음(여자) 5,571 65.6 2,924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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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자의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또는 부정적 태도)는 각각의 문항마다 응답률

의 차이가 컸다. 해당 문항 중 ‘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문항은 ‘People talk

badly about people with or believed to have HIV’로 65.9%(20,733명)가 부정적

인 태도를 나타냈다. 반면에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를 가장 적게 보인

문항은 ‘Children with HIV should be allowed to attend school with children

without HIV’로 7.9%(2,491명)가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가장 많이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문항은 ‘People with or believed to have HIV lose

respect from other people’로 3.9%(1,212명)이었다.

그 밖에 ‘Would be ashamed if someone in my family had HIV’와 ‘Would

be afraid to get HIV from contact with saliva from infected person’,

‘People with or believed to have HIV lose respect from other people’에는

각각 16.3%(5,128명), 36.7%(11,550명), 42.6%(13,423명)가 ‘네’라고 응답하였고,

‘Would buy fresh vegetables from a shopkeeper or vendor if you knew that

this person had HIV’에는 13.8%(4,335명)가 ‘아니오’라고 답하였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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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연구 대상자의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 문항에 대한 응답률

문항

전체

(N=31,481)

예 아니오 모르겠음

N % N % N %

Would be ashamed if someone in

my family had HIV

5,128 16.3 26,148 83.1 205 0.7

Would be afraid to get HIV from

contact with saliva from infected

person

11,550 36.7 19,145 60.8 786 2.5

Would buy fresh vegetables from a

shopkeeper or vendor if you knew

that this person had HIV*

26,973 85.7 4,335 13.8 173 0.6

Children with HIV should be

allowed to attend school with

children without HIV*

28,778 91.4 2,491 7.9 212 0.7

People talk badly about people with

or believed to have HIV

20,733 65.9 9,898 31.4 850 2.7

People with or believed to have

HIV lose respect from other people

13,423 42.6 16,846 53.5 1,212 3.9

* ‘네’로 응답하면 긍정적 태도



- 33 -

연구 대상자의 HIV 지식 수준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또는 부정적 태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가 ‘낮은군’은 72.6%(22,863명),

‘높은군’은 27.4%(8,618명)으로 나타났으며, 분석결과 HIV 지식 수준과 일반적

특성 모든 변수와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완전 지식군’(21.1%)보다 ‘불완전 지식군’(30.4%)일수록, ‘남자’(25.2%)

보다 ‘여자’(28.1%)가 거주지역의 경우 ‘도시’(22.0%)보다 ‘농촌’(28.9%)일수록,

신문·잡지 구독, 라디오 청취, 텔레비전 시청, 인터넷 사용 등 매스미디어 이용

횟수가 적을수록,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수록(31.5%), 최종학력과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낮을수록,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수록(28.7%),

Wealth index가 낮을수록, 여자의 경우 산전관리 시 HIV정보를 제공받았을

수록(29.1%)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가 ‘높은군’일 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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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

변수
낙인 태도 낮은군 낙인 태도 높은군

X2 p-value
N % N %

전체 22,863 72.6 8,618 27.4

HIV 지식 수준

불완전 지식군 14,850 69.6 6,474 30.4 295.7 <.0001
완전 지식군 8,013 78.9 2,144 21.1
인구학적 요인
성별
남자 5,546 74.9 1,863 25.2 24.1 <.0001
여자 17,317 71.9 6,755 28.1

연령
15-19세 4,549 65.8 2,362 34.2 224.4 <.0001
20-29세 8,283 73.3 3,017 26.7
30-39세 6,344 76.0 2,001 24.0
40-49세 3,437 74.9 1,150 25.1
50-54세 250 74.0 88 26.0
인종
Chewa 6,633 70.0 2,843 30.0 146.8 <.0001
Tumbuka 2,645 78.2 738 21.8
Lomwe 4,150 72.8 1,548 27.2
Yao 2,408 70.4 1,013 29.6
Ngoni 3,082 77.5 893 22.5
기타 3,945 71.4 1,583 28.6
종교
기독교 20,344 73.1 7,505 27.0 23.2 <.0001
이슬람교 2,299 69.6 1,004 30.4
기타 220 66.9 109 33.1
거주지역
농촌 17,515 71.1 7,114 28.9 129.3 <.0001
도시 5,348 78.1 1,504 22.0

사회경제적 요인
신문·잡지 구독
전혀 없음 16,489 70.6 6,873 29.4 192.3 <.0001
주1회 미만 3,807 78.0 1,077 22.1
최소 주1회 2,567 79.4 668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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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 (계속)

변수
낙인 태도 낮은군 낙인 태도 높은군

X2 p-value
N % N %

라디오 청취
전혀 없음 9,387 69.1 4,193 30.9 160.2 <.0001
주1회 미만 4,620 73.7 1,653 26.4
최소 주1회 8,856 76.2 2,772 23.8
텔레비전 시청
전혀 없음 16,280 70.9 6,669 29.1 138.0 <.0001
주1회 미만 2,782 74.9 933 25.1
최소 주1회 3,801 78.9 1,016 21.1
인터넷 사용
전혀 없음 20,784 71.7 8,208 28.3 161.6 <.0001
주1회 미만 269 83.3 54 16.7
최소 주1회 1,810 83.6 356 16.4
핸드폰보유여부
없음 13,032 68.5 5,991 31.5 409.5 <.0001
있음 9,831 78.9 2,627 21.1
최종학력
무학 13,103 68.3 6,089 31.7 523.6 <.0001
초등학교 6,702 77.5 1,948 22.5
중학교 이상 3,058 84.0 581 16.0
Literacy
전혀 읽을 수 없음 4,672 63.6 2,678 36.4 570.7 <.0001
일부 읽을 수 있음 1,985 65.4 1,051 34.6
모두 읽을 수 있음 16,206 76.8 4,889 23.2
현재 경제활동
예 15,307 73.3 5,572 26.7 14.7 0.0001
아니오 7,556 71.3 3,046 28.7
Wealth index
poor 7,197 66.6 3,603 33.4 349.5 <.0001
middle 4,205 72.1 1,624 27.9
rich 11,461 77.2 3,391 22.8

산전관리시HIV정보습득여부
해당없음(남자) 5,546 74.9 1,863 25.2 31.0 <.0001
없음(여자) 11,292 72.5 4,285 27.5
있음(여자) 6,025 70.9 2,470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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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의 산전관리 시 HIV정보습득여부에 따른 HIV 지식 수준의 차이

를 비교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 중 산전관리

를 통해 HIV정보를 습득한 경우 HIV 지식 수준이 ‘완전 지식군’일 분율은

‘해당없음(남자)’ 28.6%(2,120명), ‘없음(여자)’ 32.8%(5,113명), ‘있음(여자)’

34.4%(2,924명)로 나타났다. 산전관리 시 HIV정보습득 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과 ‘완전 지식군’간에는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를 제외한 모든 변수

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구 대상자 중 남자를 제외하고 여자에서 산전관리 시 HIV 정보습득여부에

따른 HIV 지식 수준이 ‘완전 지식군’일 분율을 살펴보면, 연령에서는 ‘20-29세’

(없음 31.1%, 있음 54.6%)와 ‘30-39세’(없음 27.9%, 있음 31.0%)는 산전관리를

통해서 HIV 정보를 접하지 않은 경우 보다 HIV 정보를 습득했을 때 더 높게

나타났다. 종교가 ‘이슬람교’(없음 8.5%, 있음 13.1%)인 경우 산전관리에 따른

HIV 정보 습득 경험이 있으면 경험이 없는 경우 보다 HIV 지식 수준이 ‘완전

지식군’일 분율이 높았다. 또한, 농촌(없음 70.1%, 있음 80.2%)에 거주하고,

매스미디어 이용이 전혀 없고, 핸드폰을 보유하지 않았고(없음 51.5%, 있음

65.2%), 최종학력과 Literacy가 낮으며,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Wealth index가 낮은 여자들의 경우에도 산전관리를 통해서 HIV에 대한 정보

습득 경험이 있는 경우 산전관리 시 HIV 정보를 접하지 않은 경우 보다 HIV

지식 수준이 ‘완전 지식군’일 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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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연구대상자의산전관리시HIV정보습득여부에따른 HIV지식수준이완전지식군일분율

변수

산전관리 시 HIV정보습득여부

X2 p-value
남자 여자

해당없음 없음 있음
N % N % N %

HIV 지식 수준
완전 지식군 2,120 28.6 5,113 32.8 2,924 34.4 66.5 <.0001
HIV감염인에대한낙인태도
낙인 태도 낮은군 1,671 78.8 4,052 79.3 2,290 78.3 1.0 0.6134
낙인 태도 높은군 449 21.2 1,061 20.8 634 21.7
인구학적 요인
연령
15-19세 445 21.0 1,141 22.3 281 9.6 1089.9 <.0001
20-29세 677 31.9 1,589 31.1 1,597 54.6
30-39세 575 27.1 1,428 27.9 905 31.0
40-49세 330 15.6 955 18.7 141 4.8
50-54세 93 4.4 0 0.0 0 0.0
인종
Chewa 603 28.4 1,422 27.8 824 28.2 24.5 0.0065
Tumbuka 208 9.8 444 8.7 230 7.9
Lomwe 471 22.2 1,085 21.2 591 20.2
Yao 197 9.3 501 9.8 357 12.2
Ngoni 271 12.8 730 14.3 398 13.6
기타 370 17.5 931 18.2 524 17.9
종교
기독교 1,891 89.2 4,646 90.9 2,525 86.4 109.4 <.0001
이슬람교 176 8.3 435 8.5 382 13.1
기타 53 2.5 32 0.6 17 0.6
거주지역
농촌 1,592 75.1 3,584 70.1 2,345 80.2 100.3 <.0001
도시 528 24.9 1,529 29.9 579 19.8

사회경제적 요인
신문·잡지 구독
전혀 없음 1,123 53.0 3,650 71.4 2,350 80.4 469.1 <.0001
주1회 미만 617 29.1 793 15.5 360 12.3
최소 주1회 380 17.9 670 13.1 214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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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연구대상자의산전관리시HIV정보습득여부에따른HIV지식수준이완전지식군일분율(계속)

변수

산전관리 시 HIV정보습득여부

X2 p-value
남자 여자

해당없음 없음 있음
N % N % N %

라디오 청취
전혀 없음 438 20.7 2,139 41.8 1,384 47.3 415.2 <.0001
주1회 미만 570 26.9 883 17.3 522 17.9
최소 주1회 1,112 52.5 2,091 40.9 1,018 34.8
텔레비전 시청
전혀 없음 1,154 54.4 3,565 69.7 2,340 80.0 564.0 <.0001
주1회 미만 519 24.5 464 9.1 226 7.7
최소 주1회 447 21.1 1,084 21.2 358 12.2
인터넷 사용
전혀 없음 1,675 79.0 4,585 89.7 2,776 94.9 326.0 <.0001
주1회 미만 62 2.9 57 1.1 19 0.7
최소 주1회 383 18.1 471 9.2 129 4.4
핸드폰보유여부
없음 849 40.1 2,632 51.5 1,905 65.2 320.9 <.0001
있음 1,271 60.0 2,481 48.5 1,019 34.9
최종학력
무학 905 42.7 2,515 49.2 1,730 59.2 192.7 <.0001
초등학교 735 34.7 1,734 33.9 885 30.3
중학교 이상 480 22.6 864 16.9 309 10.6
Literacy
전혀 읽을 수 없음 205 9.7 799 15.6 578 19.8 113.8 <.0001
일부 읽을 수 있음 214 10.1 372 7.3 272 9.3
모두 읽을 수 있음 1,701 80.2 3,942 77.1 2,074 70.9
현재 경제활동
예 390 18.4 1,895 37.1 978 33.5 242.8 <.0001
아니오 1,730 81.6 3,218 62.9 1,946 66.6
Wealth index
poor 576 27.2 1,235 24.2 1,148 39.3 287.7 <.0001
middle 382 18.0 790 15.5 559 19.1
rich 1,162 54.8 3,088 60.4 1,217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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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IV 지식 수준과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 관련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요인 및 일반적 특성 등 혼란변수를

통제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으로 모형을 구축하여 HIV

지식 수준과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의 독립적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모형 3의 AIC 값이 35617.702로 가장 작았고, AUC 값은 0.635로 가장

크게 나타나 추정된 모형 중 가장 잘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상태(Socioeconomic Status, SES)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분산확대인자 값 모두 2미만이었다.

모형 1은 혼란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HIV 지식 수준이 ‘완전 지식군’

인 경우에 비해 ‘불완전 지식군’일 경우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가

‘높은군’일 오즈비가 1.63(95% CI 1.54-1.72)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p<.001).

모형 2는 인구학적 요인(성별, 연령, 인종, 종교, 거주지역 등)을 통제한 결

과 HIV 지식 수준이 ‘완전 지식군’인 경우에 비해 ‘불완전 지식군’일 경우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가 ‘높은군’일 오즈비가 1.59(95% CI 1.50-1.68)

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여자’는 ‘남자’에 비해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가 ‘높은군’일 오즈비는 1.22(95% CI 1.14-1.29)이었고, 연령의 경우

‘50-54세’에 비해 ‘15-19세’는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가 ‘높은군’일

오즈비가 1.32(95% CI 1.02-1.70)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5). 또한, ‘기타’

인종에 비해 ‘Tumbuka’와 ‘Ngoni’는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가 ‘높은

군’일 오즈비가 각각 0.68(95% CI 0.61-0.75), 0.73(95% CI 0.67-0.81)이었다.

종교는 ‘기타’에 비해 ‘기독교’인 경우에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가 ‘높은군’

일 오즈비가 0.72(95% CI 0.57-0.9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5). 또한, ‘농촌’

에 거주하는 경우 ‘도시’에 비해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가 ‘높은군’일

오즈비가 1.37(95% CI 1.29-1.46)로 유의하게 높았다.

모형 3은 인구학적 요인(성별, 연령, 인종, 종교, 거주지역 등)과 사회경제적

요인(매스미디어 이용, 핸드폰보유여부, 최종학력, Literacy, Wealth index,

산전관리 시 HIV정보습득여부 등)을 통제하였다. 종교와 거주지역은 모형 2에서

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모형 3에서는 유의하지 않았고, 그 밖에 변수는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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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HIV 지식 수준이 ‘완전 지식군’인 경우에

비해 ‘불완전 지식군’일 경우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가 ‘높은군’일

오즈비가 1.43(95% CI 1.35-1.52)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남자’에 비해

‘여자’가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가 ‘높은군’일 오즈비가 1.08(95% CI

1.00-1.16)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15-19세’는 ‘50-54세’에 비해 HIV 감염인

에 대한 낙인 태도가 ‘높은군’일 오즈비가 1.45(95% CI 1.12-1.88)이었다. 또한,

‘Tumbuka’와 ‘Ngoni’는 ‘기타’ 인종에 비해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가

‘높은군’일 오즈비가 각각 0.75(95% CI 0.68-0.83), 0.74(95% CI 0.67-0.81)로

유의하게 낮았다. 매스미디어 이용 중 라디오 청취만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기준 그룹에 비해 횟수가 적을수록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가 ‘높은군’일

오즈비가 높게 나타났다. 핸드폰 보유 여부는 ‘있음’에 비해 ‘없음’이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가 ‘높은군’일 오즈비가 1.13(95% CI 1.06-1.20)로

유의하였다(p<.05). 최종학력과 Literacy는 기준 그룹에 비해 수준이 높아질수록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가 ‘높은군’일 오즈비가 높게 나타났다.

Wealth index는 ‘rich’에 비해 ‘poor’가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가

‘높은군’일 오즈비가 1.21(95% CI 1.13-1.30)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middle’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산전관리 시 HIV정보습득여부의 경우 ‘없음

(여자)’에 비해 ‘있음(여자)’인 경우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가 ‘높은군’일

오즈비가 1.03(95% CI 0.96-1.09)이었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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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구 대상자의 HIV지식수준에 따른 HIV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가높은군일 오즈비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OR 95%CI OR 95%CI OR 95%CI

HIV 지식 수준
완전 지식군 1.00 1.00 1.00
불완전 지식군 1.63 ** (1.54-1.72) 1.59 ** (1.50-1.68) 1.43 ** (1.35-1.52)
인구학적 요인
성별
남자 1.00 1.00
여자 1.22 ** (1.14-1.29) 1.08 * (1.00-1.16)

연령
50-54세 1.00 1.00
40-49세 0.84 (0.65-1.09) 0.82 (0.63-1.07)
30-39세 0.82 (0.63-1.06) 0.86 (0.67-1.12)
20-29세 0.95 (0.73-1.22) 1.05 (0.81-1.36)
15-19세 1.32 * (1.02-1.70) 1.45 * (1.12-1.88)
인종
기타 1.00 1.00
Chewa 1.02 (0.95-1.10) 0.98 (0.91-1.06)
Tumbuka 0.68 ** (0.61-0.75) 0.75 ** (0.68-0.83)
Lomwe 0.94 (0.86-1.02) 0.93 (0.86-1.02)
Yao 0.97 (0.85-1.09) 0.97 (0.85-1.10)
Ngoni 0.73 ** (0.67-0.81) 0.74 ** (0.67-0.81)
종교
기타 1.00 1.00
기독교 0.72 * (0.57-0.91) 0.87 (0.68-1.10)
이슬람교 0.80 (0.61-1.03) 0.85 (0.65-1.10)
거주지역
도시 1.00 1.00
농촌 1.37 ** (1.29-1.46) 1.01 (0.94-1.09)

사회경제적 요인
신문·잡지 구독
최소 주1회 1.00
주1회 미만 1.02 (0.91-1.14)
전혀 없음 1.07 (0.96-1.18)
라디오 청취
최소 주1회 1.00
주1회 미만 1.01 (0.94-1.09)
전혀 없음 1.07 * (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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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구대상자의HIV지식수준에따른HIV감염인에대한낙인태도가높은군일오즈비 (계속)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OR 95%CI OR 95%CI OR 95%CI

텔레비전 시청
최소 주1회 1.00
주1회 미만 1.00 (0.90-1.11)
전혀 없음 0.97 (0.89-1.06)
인터넷 사용
최소 주1회 1.00
주1회 미만 0.91 (0.67-1.26)
전혀 없음 1.12 (0.97-1.28)
핸드폰보유여부
있음 1.00
없음 1.13 * (1.06-1.20)
최종학력
중학교 이상 1.00
초등학교 1.16 * (1.03-1.30)
무학 1.32 ** (1.17-1.49)
Literacy
모두 읽을 수 있음 1.00
일부 읽을 수 있음 1.51 ** (1.38-1.64)
전혀 읽을 수 없음 1.55 ** (1.45-1.67)
현재 경제활동
예 1.00
아니오 0.98 (0.93-1.04)
Wealth index
rich 1.00
middle 1.05 (0.97-1.13)
poor 1.21 ** (1.13-1.30)

산전관리시HIV정보습득여부
없음(여자) 1.00
있음(여자) 1.03 (0.96-1.09)

OR : Odds ratio, 95% CI : 95% Confidence Interval
* p<0.05, ** p<0.001
†모형1 혼란변수 통제하지 않음
††모형2 인구학적 요인(성별, 연령, 인종, 종교, 거주지역 등) 통제
‡모형3인구학적, 사회경제적요인(매스미디어이용,핸드폰보유여부,최종학력, Literacy,Wealth index 등)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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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2015년-2016년 말라위 인구보건조사를 활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구학적·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HIV 지식 수준과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의 차이를 확인하고, HIV 지식 수준과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의 독립적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인구학적 요인의 분석결과에서 HIV 원인 및 예방에 대한 지식을 묻는 모든

문항을 정확하게 응답한 ‘완전 지식군’ 분율은 ‘여자’(33.4%)가 ‘남자’(28.6%)

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수직감염 관련 세 문항은 남자에 비해 여자에서

높은 정답률로 남자의 HIV 수직감염 관련 지식 수준이 여자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HIV 지식 수준이 낮게 나타

났던 기존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이다(Barden-O'Fallon et al., 2004; Rohleder

et al., 2012; Nketiah-Amponsah and Afful-Mensah, 2013). 그러나 에티오피아

와 탄자니아의 연구에서 산전관리 시 HIV 수직감염 예방(Prevention of

Mother-to-child transmission: PMTCT)을 위한 HIV 검사 및 상담 서비스를

받은 여자에서 최종학력과 경제적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HIV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HIV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Asefa and Beyene,

2013; Wangwe et al., 2013; Sahlu et al. 2014; Birhane et al., 2015). 본 연구결과

에서도 산전관리를 통해 HIV정보를 습득한 경우 HIV 지식 수준이 ‘완전

지식군’일 분율(34.4%)이 그렇지 않은 여자(32.8%)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말라위를 포함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전관리를 통한 HIV 상담이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WHO, 2017), 산전관리 시 제공되는 HIV 정보의 습득으로

여자의 HIV 지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HIV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여자인 경우 남자에 비해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가 ‘높은군’일 오즈비가 1.08(95% CI 1.00-1.16)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Maughan-Brown 등(2014)의 기존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다만, 본 연구결과에서 HIV 지식 수준이 ‘완전 지식군’일 분율이

여자가 남자 보다 높았던 것을 고려하면 남자에 비해 여자에서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가 ‘높은군’일 오즈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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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를 통해서 성별에 따라 HIV 관련 낙인 태도와 관련

요인을 HIV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 외 다양한 요소를 추측할 수 있고,

Mugoya 등(2014)은 케냐 연구를 통해서 성별에 따른 HIV 감염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HIV 지식 및 교육 수준의 차이와 사회적 규범 그리고 HIV

감염인과의 관계 등의 영향으로 설명하였다.

연령의 경우 ‘15-19세’부터 ‘30-39세’까지 HIV 지식 수준이 ‘완전 지식군’일

분율이 증가하다가 ‘40-49세’부터 감소하였고,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

가 ‘높은군’일 분율은 ‘15-19세’부터 ‘30-39세’까지 낮아지다가 ‘40-49세’부터

높아졌다. 특히 ‘15-19세’가 HIV 지식 수준이 가장 낮았고,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는 ‘50-54세’에 비해 ‘15-19세’는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

가 ‘높은군’일 오즈비가 1.45(95% CI 1.12-1.88)이었다. 연령별 HIV 지식 수준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여자인 경우에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HIV 지식 수준이

증가하여(Barden-O'Fallon, 2004), 본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구체적인

연구 대상 및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인종은 ‘Tumbuka’가 다른 인종 보다 HIV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컸다. Sano 등(2016) 연구에서도 특히 ‘Tumbuka’ 인종의 HIV

지식 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 이를 전통적으로 HIV 감염을 포함한 질병과

불행이 선조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믿는 ‘Tumbuka’ 인종의 조상숭배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기타’ 인종에 비해 ‘Tumbuka’, ‘Ngoni’ 인종은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가 ‘높은군’일 오즈비가 각각 0.75(95% CI

0.68-0.83), 0.74(95% CI 0.67-0.81)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HIV 지식

수준이 낮을수록 HIV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한 결과와 반대 결과로 관련하여 말라위 인종에 따른 HIV 감염인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선행 연구를 찾기 어려웠다.

종교의 경우 ‘이슬람교’(30.1%)는 ‘기독교’(32.5%)와 ‘기타’(31.0%)에 비해

HIV 지식 수준이 ‘완전 지식군’일 분율이 낮게 나타났고,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선행 연구에서 ‘이슬람교’가 ‘기독교’ 보다

HIV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Ahmad F(2008)는 종교에 따른 HIV 지식 수준의 차이를 보건의료

기관에서 HIV에 대한 지식을 얻는 기회를 포함한 자원의 접근을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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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및 가부장제 문화의 영향으로 보았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도 HIV 지식 수준(농촌 30.5%, 도시 38.5%)의 차이가

나타났고, Sano 등(2016) 연구에서는 도시에 비해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HIV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를 Tenkorang(2013)은 농촌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HIV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정보와 자원이 부족한 결과로 보았다. HIV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또한 ‘도시’(22.0%) 보다 ‘농촌’(28.9%)에서 높게 나타났다.

선행 연구 역시 도시 보다 상대적으로 HIV 유병률이 낮은 농촌에서 HIV 낙인이

낮게 나타났으며, 이를 지역 간 HIV 유병률의 차이로 해석하였다(Genberg et

al., 2009; Amuri et al., 2011). 또한, Mutalemwa 등(2008)은 이웃 간 친밀하고

규모가 작은 농촌에서의 HIV 감염인을 향한 낙인은 훨씬 가혹할 수 있고,

결국 HIV 감염인의 HIV 예방과 치료를 위한 서비스 회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사회경제적 요인의 분석결과, 매스미디어 이용은 신문·잡지 구독, 라디오

청취, 텔레비전 시청, 인터넷 사용 등 이용 횟수가 많아질수록 HIV 지식 수준

이 높아졌다. 기존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Barden-O'Fallon et al., 2004;

Jesmin et al., 2013; Asamoah et al., 2017). 또한, Barden-O'Fallon 등(2004)은

HIV에 대한 정보의 출처로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보건의료 종사자, 동성

친구 등으로 확인했고, 특히 여자의 경우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를 통해서

HIV 정보를 얻었을 때 HIV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는 신문·잡지 구독, 라디오 청취, 텔레비전 시청,

인터넷 사용 등 횟수가 적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매스미디어 이용과

낙인 태도 간의 관련성을 확인한 말라위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선행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O'Leary et al., 2007; Babalola et al., 2009; Li et al., 2009;

Fakolade et al., 2010; Creel et al., 2011; Asamoah et al., 2017). 다만, 혼란변수를

통제했을 때 매스미디어 이용 중 라디오 청취만 유의하게 나타났고, ‘전혀

없음’의 경우, ‘최소 주1회’에 비해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가 ‘높은군’일

오즈비는 1.07(95% CI 1.00-1.14)이었다. 이를 통해서 매스미디어는 HIV 정보

의 제공뿐만 아니라 HIV 감염인을 향한 부정적 태도를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실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One Love Campaign’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 매스미디어를 매개로 H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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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수준을 높이고(OR 1.99, 95% CI 1.67-2..36),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를 감소시킨(OR 0.41, 95% CI 0.34-0.49) 사회 및 행동 변화를 위한 커뮤

니케이션(Social and behavioural change communication: SBCC)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Peltzer K et al., 2012).

또한,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HIV 지식 수준이 높아졌으며 이는 기존에 많은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와 일치한다(Barden-O'Fallon et al., 2004; Kalichman

et al., 2005; Peltzer et al., 2009; Bogart et al., 2011; Sano et al., 2016).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는 최종학력이 ‘중학교 이상’에 비해 ‘무학’과 ‘초등

학교’인 경우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가 ‘높은군’일 오즈비가 각각

1.32(95% CI 1.17-1.49), 1.16(95% CI 1.03-1.30)로 나타났다. 최종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HIV 감염인을 낙인 찍는 태도가 높게 나타난 기존의 결과와 일치하며

(Baiden et al., 2007; Amuri et al., 2011; Dahlui et al., 2015), Baiden 등(2007)

가나 연구에서는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HIV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거의 세 배 이상 높았다.

Literacy는 높아질수록 HIV 지식 수준이 높게 나타나 기존 연구와 일치하고

(Kalichman et al., 2000; Kalichman and Rompa, 2000; Ciampa et al., 2012),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가 ‘높은군’일 오즈비는 ‘모두 읽을 수 있음’을

기준으로 ‘일부 읽을 수 있음’과 ‘전혀 읽을 수 없음’이 각각 1.51(95% CI

1.38-1.64), 1.55(95% CI 1.45-1.67)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건강 관련

Literacy 즉, 건강 정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연령, 교육, 수입 등의

영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부족하며, 이로 인한 만성질환 관리의

어려움이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R. M. Parker et al., 1999; Kalichman,

Ramachandran and Catz, 1999; Mackert et al., 2014). 한편 기존 연구에서 건강

관련 Literacy가 낮을수록 HIV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과 오해가 높은 것을

확인했으나(Kalichman et al., 2000; Kalichman and Rompa, 2000), 이를 통해

Literacy와 HIV 관련 낙인 태도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서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과 HIV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HIV 지식을 습득하고, HIV 감염인

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Literacy 역시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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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수록 그리고 Wealth index가 높아질수록 HIV

지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기존 연구에서 알려진 바와 동일한 결과이다

(Peltzer et al., 2009; Sano et al., 2016). HIV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Wealth index가 ‘rich’인 경우에 비해 ‘poor’일 때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가 ‘높은군’일 오즈비가 1.21(95% CI 1.13-1.30)로 유의하게 높았다. 선행

연구에서는 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람에 비해 낮은 사람의 HIV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약 2배 높게 나타났고, 이는 ‘HIV 감염인 스스로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와 ‘지역사회에 질병을 가지고 온 HIV 감염인을 비난해야 한다’

두 가지 문항으로 HIV 관련 낙인 태도를 확인하였다(Dahlui et al., 2015).

본 연구의 주 목적인 HIV 지식 수준과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혼란변수를 통제했을 때 HIV 지식

수준이 ‘완전 지식군’인 경우에 비해 ‘불완전 지식군’일 경우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가 ‘높은군’일 오즈비가 1.43(95% CI 1.35-1.52)로 유의하게

높았다. 즉, HIV 원인과 예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HIV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낮았고,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HIV 관련

낙인의 대표적 원인으로 HIV 감염의 원인과 경로에 대한 낮은 지식으로 확인

된 결과와 일치한다(Maswanya et al., 2000; Herek et al., 2002; Kalichman

and Simbayi, 2004; Kalichman et al., 2005; Lieber et al., 2006; Buseh et al.,

2006; Nyblade et al., 2009; Asamoah et al., 2017). 이를 통해서 말라위 대상

의 기존 연구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말라위 일반 인구의 HIV 지식 수준과

HIV 감염인에 대한 태도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HIV 예방과

치료 관리의 장애요인이 되는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를 경감하기 위해

서는 정확하고 올바른 HIV 원인과 감염에 대한 정보 제공이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정보 제공 효과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파악하기 어려웠던 인터넷 사용, 핸드폰

보유여부, 산전관리 시 HIV 정보습득여부에 따른 HIV 지식 수준과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의 차이를 확인했다. 먼저 HIV 지식 수준은 핸드폰

을 보유하고 있음, 없음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핸드폰을 보유한 경우

에 비해 보유하지 않고 있을 경우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가 ‘높은군’일

오즈비가 1.13(95% CI 1.06-1.20)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핸드폰을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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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으로 고려할 때 Wealth index 혹은 경제적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어 예상되는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Asamoah 등(2017) 연구에서 후속 연구로 제안한 소셜미디어의 사용과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스미디어 이용

중 인터넷 사용을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 인터넷 사용 횟수가 증가할수록

HIV 지식 수준이 ‘완전 지식군’일 분율이 증가하였고,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가 ‘높은군’일 분율은 감소하였다. 이는 Kalichman SC 등(2002)

연구에서 HIV 감염인 중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HIV에 대해 더 잘 알고, 치료 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서 HIV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HIV 관련

지식 수용의 제고와 HIV 관련 태도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산전관리에서 PMTCT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산모 연령에 따른 PMTCT

서비스 이용률(Musarandega et al., 2017), PMTCT 서비스 이용의 배우자

참여 영향(Kominami et al., 2007; Aarnio et al., 2009; Nyondo, Muula and

Chimwaza, 2013), HIV 검사 이후 추가 검사와 후속 상담 여부(Rujumba et

al., 2013), 그리고 여성의 PMTCT 서비스 이용 장애 요인(Thomson et al.,

2018) 등으로 산전관리 시 HIV 정보 습득으로 인한 HIV 지식 수준과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 변화에 대한 선행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자의 경우 산전관리 시 HIV

정보를 제공 받은 경험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HIV 지식 수준이

‘완전 지식군’에 속할 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여성의 종교가 특히 여자에게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이슬람교이거나, HIV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원이

제한적인 농촌에 거주하고, 매스미디어를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핸드폰

을 보유하지 않고, 최종학력과 Literacy가 낮으며,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Wealth index가 낮은 여자들의 경우에도 산전관리를 통해서 HIV에

대한 정보 습득 경험이 있는 경우 HIV 지식 수준이 ‘완전 지식군’일 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산전관리 시 HIV 정보습득여부에 따른 HIV 감염인

에 대한 낙인 태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HIV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여자에 비해 제공을 받은 여자의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가 ‘높은군’일 오즈비가 1.03(95% CI 0.96-1.09)로 더 높게 나타났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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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즉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을 대상의

산전관리 PMTCT를 포함한 사업과 캠페인 등 그 동안의 많은 노력의 영향으로

말라위 여성의 HIV 지식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HIV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변화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추후 산전관리를 활용한

HIV 검진과 상담 시 HIV에 대한 정보를 단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전달되는

지식의 이해와 내면화 나아가 태도 개선과 행동 변화가 가능한 방식에 대한

다각적인 고려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점이 있다.

첫째, 2015년-2016년 말라위 인구보건조사 자료를 활용한 단면연구로 HIV

지식 수준과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선후관계의 인과성은 파악할 수 없었다. 즉, 연구 대상자

의 HIV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HIV 감염인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

게 되었는지 또는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가 HIV 관련 지식의 수용을

방해하여 HIV 지식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둘째, 말라위 인구보건조사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가 아닌 조사원이 읽어

주는 설문 문항에 따른 조사 대상자의 응답 결과를 조사원이 기입하는 면대면

설문조사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조사결과는 조사원의 설문문항 이해도와 조사

진행 태도 그리고 조사 당시 주변 환경 등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기억에 의존한 정보(Retrospective information)로 조사되었

으며, 조사 대상자는 민감한 문항에 대해서 과소보고(Under-reporting)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인구보건조사의 HIV 문항은 HIV 프로그램 모니터링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 고안된 표준화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항만을 활용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HIV 지식 수준과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다수 연구에서 착안하여 변수를 정의하고 분석

하였기 때문에 연구자의 연구방법에 따라서 연구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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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2015년-2016년 말라위 인구보건조사 자료를 활용한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연구 대상자의 HIV 지식 수준은 ‘완전 지식군’ 32.3%(10,157명), ‘불완전 지식군’

67.7%(21,324명),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는 ‘낮은군’ 72.6%(22,863명),

‘높은군’ 27.4%(8,618명)으로 일반적 특성 요인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HIV 지식 수준과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으며, HIV 지식 수준이 완전할수록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

가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말라위는 HIV 인지와 HIV 지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HIV 관련 원인 및 예방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또한,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가 높게 나타나며, HIV 지식

수준이 낮으면 HIV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서 기존 연구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말라위 일반인구의 HIV 지식 수준과

HIV 감염인에 대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침 말라위 정부는 UNAIDS의 Three zero2)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2020년

까지 HIV 신규 감염자 수를 70% 감소를 목표로 하며, 특히 HIV 예방, 지식 및

행동 중재에 중점을 두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Office and ICF, 2017). 이에

UNAIDS의 Ambitious 90-90-903) 전략이 반영된 계획의 실행과 효과를 기대

하기 위해서 본 연구결과에 의거하여 추후 HIV 프로그램 중재 시 다음 사항이

고려되었으면 한다.

HIV 예방과 치료 관리의 장애요인이 되는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올바른 HIV 원인과 감염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수준(인구학적 요인) 및 문맥

(사회경제적 요인) 특성에 따라 목표하는 인구집단의 구체화가 필요하며,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말라위는 상대적으로 HIV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2) Zero new infections, Zero AIDS-related deaths, and Zero Stigma and discrimination; HIV
신규 감염자 제로, 에이즈 관련 사망 제로, HIV 관련 낙인과 차별 제로

3) 1・2차 보건의료 기관에서 HIV 감염자의 90%가 검사를 통해 감염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
록 하고, 감염사실을 인지한 90%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료를 받은 90%가 치료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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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인 15-19세 연령그룹과 농촌에 거주하며, 최종학력, Literacy, Wealth

index가 낮은 집단의 HIV 지식 수준이 낮았고,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

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산전관리 시 제공되는 HIV 검사 및 상담 서비스는

이들 집단에 접근할 수 있는 유용한 접점(Point of contact)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산전관리를 통하여 HIV 정보를 습득한 여성들의 HIV 지식 수준은

높아졌으나 HIV 관련 부정적인 태도의 변화는 여전히 부족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HIV 정보를 제공하는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

하다. 나아가 HIV 관련 부정확한 지식과 근거 없는 믿음 그리고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사회적, 경제적

요인 사이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복잡한 사회적 현상의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회 및 행동 변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SBCC) 전략을 반영한 통합적인 접근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HIV 관련 규범의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HIV 신규 감염자와 HIV 감염인 또는 에이즈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HIV 감염 위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겪는 HIV와

관련된 낙인과 차별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개인과 지역·국가적 관심과 실천

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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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ociations between HIV knowledge and stigmatizing

attitudes towards people living with HIV: 2015-2016

Malawi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 data analysis

Gyuri Park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eejin Kimm, MD, MPH, PhD)

Background and Purpose: The prevalence of HIV in Malawi is 9th

highest in the world and it has been a major challenge in the public health

sectors. A million were living with HIV in Malawi and 24,000 Malawians

died of HIV in 2016. It was also recorded that 36,000 people had been

newly infected with HIV. Stigma towards people living with HIV(PLHIV) is

one of the major obstacles for prevention, treatment, and management of

HIV, and it largely comes about lack of knowledge about HIV transmission

and prevention. However, there have been not enough studies regarding

HIV knowledge and attitudes in the general population of Malawi.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ssociations between HIV knowledge and stigmatizing

attitudes towards PLHIV among Malawian sample population using raw data

of 2015-2016 Malawi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MD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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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The study was conducted using 32,040 people who participated

in 2015-2016 MDHS as a sample (male 7,478 from 15-54 years old and

female 24,562 from 15 to 49 years old). General characteristics,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factors, of the study subjects were

illustrat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ANOVA(analysis of

variance) were performed using the score of HIV knowledge and

stigmatizing attitudes towards PLHIV to identify HIV knowledge level and

aspect of stigmatizing attitudes towards PLHIV. In addition, Chi-square test

was conducted to compare their differ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Finall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variables which related to stigmatizing attitudes towards PLHIV was

performed to identify association HIV knowledge with stigmatizing

attitudes towards PLHIV. The significance level of all statistics was

analyzed with less than 0.05.

Result: According to results, the prevalence of HIV complete knowledge

and HIV incomplete knowledge were 32.3%(n=10,157, men 28.6%, women

33.4%) and 67.7%(n=21,324, men 71.4%, women 66.6%), respectively. It is

also observed that higher and lower group of stigmatizing attitudes

towards PLHIV’s prevalence were 72.6%(n=22,863, men 74.9%, women

71.9%) and 27.4%(n=8,618, men 25.2%, women 28.1%), respectively. The

most notable finding is that younger generation living in rural area with

rare access of mass media and mobile phone had lower HIV knowledge

and more negative attitudes towards PLHIV than. In addition, HIV

incomplete knowledge group were associated with higher likelihoo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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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ing a stigmatizing attitude towards PLHIV than complete knowledge

group(OR=1.43, 95% CI 1.35-1.52)(p<.001) after controlling confounding

variables. Variables such as sex, age, ethnicity, radio listening in mass

media, owning a cell phone, education attainment, literacy, and wealth

index were also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tigmatizing attitudes towards

PLHIV at the level of p<.05.

Conclusion: Overall, it is seen that HIV awareness and HIV knowledge

level in Malawi are generally high but there are fewer people who have

complete HIV knowledge. Moreover, an aspect of stigmatizing attitudes

towards PLHIV is higher and lower level of HIV knowledge are related to

negative attitudes towards people living with HIV. As a result, it is

possible to alleviate negative attitudes towards PLHIV by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about HIV transmission and prevention. Thus, more

study is needed on the impact of intervention programmes which provide HIV

information.

HIV, Knowledge, Stigma, People living with HIV, Malawi, D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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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그림 1. 연구 대상자의 HIV 지식 점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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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HIV 지식 점수

변수
HIV/AIDS 지식 점수

N 평균 표준편차 p-value
전체 31,481 7.6 1.5 -
인구학적 요인
성별
남자 7,409 7.6 1.4 0.3078
여자 24,072 7.6 1.5

연령
15-19세 6,911 7.2 1.7 <.0001
20-29세 11,300 7.7 1.4
30-39세 8,345 7.7 1.4
40-49세 4,587 7.5 1.5
50-54세 338 7.5 1.4
인종
Chewa 9,476 7.5 1.5 <.0001
Tumbuka 3,383 7.4 1.5
Lomwe 5,698 7.8 1.4
Yao 3,421 7.4 1.6
Ngoni 3,975 7.7 1.4
기타 5,528 7.6 1.5
종교
기독교 27,849 7.6 1.4 <.0001
이슬람교 3,303 7.4 1.6
기타 329 7.4 1.6
거주지역
농촌 24,629 7.5 1.5 <.0001
도시 6,852 7.8 1.3

사회경제적 요인
신문·잡지 구독
전혀 없음 23,362 7.5 1.5 <.0001
주1회 미만 4,884 7.8 1.2
최소 주1회 3,235 7.9 1.3
라디오 청취
전혀 없음 13,580 7.4 1.6 <.0001
주1회 미만 6,273 7.6 1.4
최소 주1회 11,628 7.8 1.3
텔레비전 시청
전혀 없음 22,949 7.5 1.5 <.0001
주1회 미만 3,715 7.7 1.4
최소 주1회 4,817 7.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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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HIV 지식 점수 (계속)

변수
HIV/AIDS 지식 점수

N 평균 표준편차 p-value
인터넷 사용
전혀 없음 28,992 7.5 1.5 <.0001
주1회 미만 323 8.0 1.1
최소 주1회 2,166 8.1 1.1
핸드폰보유여부
없음 19,023 7.4 1.6 <.0001
있음 12,458 7.9 1.2
최종학력
무학 19,192 7.3 1.6 <.0001
초등학교 8,650 7.9 1.2
중학교 이상 3,639 8.1 1.0
Literacy
전혀 읽을 수 없음 7,350 7.0 1.7 <.0001
일부 읽을 수 있음 3,036 7.4 1.6
모두 읽을 수 있음 21,095 7.8 1.3
현재 경제활동
예 20,879 7.6 1.4 <.0001
아니오 10,602 7.5 1.6
Wealth index
poor 10,800 7.3 1.6 <.0001
middle 5,829 7.5 1.5
rich 14,852 7.8 1.3
산전관리시HIV정보습득여부
해당없음(남자) 7,409 7.6 1.4
없음(여자) 15,577 7.5 1.5 <.0001
있음(여자) 8,495 7.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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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2. 연구 대상자의 HIV 지식 수준에 따른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 점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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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 점수

변수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 점수

N 평균 표준편차 p-value
전체 31,481 3.8 2.5 -
HIV 지식 수준
불완전 지식군 21,324 4.0 2.6 <.0001
완전 지식군 10,157 3.4 2.2
인구학적 요인
성별
남자 7,409 3.7 2.3 0.1071
여자 24,072 3.8 2.5

연령
15-19세 6,911 4.2 2.7 <.0001
20-29세 11,300 3.7 2.5
30-39세 8,345 3.6 2.4
40-49세 4,587 3.6 2.4
50-54세 338 3.7 2.4
인종
Chewa 9,476 3.9 2.6 <.0001
Tumbuka 3,383 3.4 2.5
Lomwe 5,698 3.7 2.4
Yao 3,421 3.8 2.6
Ngoni 3,975 3.5 2.3
기타 5,528 3.8 2.6
종교
기독교 27,849 3.8 2.5 0.0003
이슬람교 3,303 3.9 2.7
기타 329 4.2 2.7
거주지역
농촌 24,629 3.9 2.5 <.0001
도시 6,852 3.4 2.3

사회경제적 요인
신문·잡지 구독
전혀 없음 23,362 3.9 2.6 <.0001
주1회 미만 4,884 3.5 2.2
최소 주1회 3,235 3.4 2.2
라디오 청취
전혀 없음 13,580 4.0 2.6 <.0001
주1회 미만 6,273 3.7 2.5
최소 주1회 11,628 3.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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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 점수 (계속)

변수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 태도 점수

N 평균 표준편차 p-value
텔레비전 시청
전혀 없음 22,949 3.9 2.6 <.0001
주1회 미만 3,715 3.7 2.4
최소 주1회 4,817 3.4 2.2
인터넷 사용
전혀 없음 28,992 3.8 2.5 <.0001
주1회 미만 323 3.3 2.1
최소 주1회 2,166 3.2 2.0
핸드폰보유여부
없음 19,023 4.0 2.6 <.0001
있음 12,458 3.4 2.2
최종학력
무학 19,192 4.0 2.7 <.0001
초등학교 8,650 3.5 2.3
중학교 이상 3,639 3.2 2.0
Literacy
전혀 읽을 수 없음 7,350 4.3 2.8 <.0001
일부 읽을 수 있음 3,036 4.2 2.7
모두 읽을 수 있음 21,095 3.5 2.3
현재 경제활동
예 20,879 3.7 2.5 <.0001
아니오 10,602 3.9 2.6
Wealth index
poor 10,800 4.1 2.7 <.0001
middle 5,829 3.8 2.5
rich 14,852 3.5 2.3

산전관리시HIV정보습득여부
해당없음(남자) 7,409 3.7 2.3 0.2036
없음(여자) 15,577 3.8 2.5
있음(여자) 8,495 3.8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