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매개 바이러스 및 성건강에 대한 

이민자 설문조사 (MiBSS) 연구 
 

문제점 

혈액매개 바이러스 (BBV) 및 성매개 감염병 (STI)은 호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민자들의 지식과 행동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정책과 서비스가 이민자들의 욕구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동남 아시아, 동북 

아시아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자 커뮤니티를 비롯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학자, 정책입안자, 핵심 의사결정자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혈액매개 바이러스 및 성건강에 대한 이민자 설문조사 (Migrant Blood-borne Virus and Sexual 

Health Survey: MiBSS) 연구는 전국 프로젝트로서, 성매개 감염병 (STI) 및 혈액매개 바이러스 

(BBV)와 관련하여 동남 아시아, 동북 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의 지식과 

관행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Australian Research Council의 재정 지원과 각 주의 기반 이해관계자들의 

연구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퀸즐랜드 주에서는 Queensland Health Sexual Health Research Fund 

Grant가 제공하는 추가 펀딩을 받았습니다. 연구관리단은 다음과 같은 대학과 기관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University of Southern 

Queensland, Ethnic Communities Council of Queensland (ECCQ), Metro North Public Health Unit, 

Queensland Positive People and Curtin University (퍼스). 

퀸즐랜드 주에서는 2020년 9월과 2021년 4월 사이에 454개의 설문조사가 완료되었고, 표본은 

출생국가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되었습니다. 

 

설문조사의 예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우려스러운 점이 나타났습니다. 

HIV에 대해서는 매우 익숙한 반면, 클라미디아, 임질, B형 간염과 C형 간염에 대한 인식은 다소 

낮았습니다. 많은 응답자들이 다음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 호주에서 성인들이 받는 모든 혈액 검사에는 HIV 검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54%의 

응답자가 이 사실을 몰랐음) 

• HIV 예방을 위해 성교 전에 복용할 수 있는 약 (PrEP)이 있다 (84%의 응답자가 이 

사실을 몰랐음); 

• STI에 걸려도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44%의 응답자가 이 사실을 몰랐음); 



• 한 사람하고만 성관계를 맺어도 성교를 통해 STI에 걸릴 수 있다 (45%의 응답자가 이 

사실을 몰랐음); 

• C형 간염을 예방하는 백신이 없음 (65%의 응답자가 이 사실을 몰랐음);  

• C형 간염을 완치하는 치료제가 있음 (72%의 응답자가 이 사실을 몰랐음);  

• B형 간염과 다른 유형의 간염 간의 차이점 (간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경우에도, 77%의 응답자가 이 사실을 몰랐음); 

 

가장 최근의 성관계 중에 콘돔을 사용했다고 답한 비율이 낮았고 (성적으로 활동적인 

응답자들 중 3분의 1 미만), 응답자 중 약 3분의 1이 지난 2년 중 STI/BBV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출생지역, 성별 및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점이 있었으며, 이는 인구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건강증진 대응책에 대한 필요성을 뒷받침해줍니다. 
 

 

다음 행보는? 

연구 결과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가 2021년 중반에 발표될 예정이며, 7월 말 워크샵을 통해 그 

보고서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 워크샵은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과 서비스 증진을 

위한 권고사항을 개발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희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적절한 권고사항들과 후속 지원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동남 

아시아, 동북 아시아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의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비롯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학자, 정책입안자, 핵심 의사결정자들을 초대하여, 서로 혜안을 제공하고 

자신의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최근 이민자 혈액매개 바이러스 및 성건강과 관련하여, 정책 개발 및 서비스 증진을 위한 

권고사항들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 (MiBSS) 연구에 대한 관심을 등록하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Joanne Durham 

교수 (joanne.durham@qut.edu.au)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이메일 제목란에 "MiBSS"를 

기재해주세요).  

또는, 간단한 온라인 문의양식을 작성해주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를 전해드리며, 이 중요한 

프로젝트에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https://www.aushsi.org.au/mib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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