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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국인 HIV 감염자에서 

거대세포 바이러스 특이성 세포면역 반응의 양상에 대한 분석 

 

<지도 김준명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계 봉 민 

 

 

CMV 감염은 HIV 감염환자에서 야기되는 일반적인 기회감염으로 

HIV 환자의 40%에 영향을 끼친다. HAART 의 출현은 손상된 

면역기능을 복구하여 HIV 환자들의 기회감염인 CMV 감염을 

급격히 감소시켜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었지만, 전체적인 

면역기능의 복구를 유도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HAART 치료중인 

환자가 CMV 복제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은 HIV 의 진행을 

증가 시키게 되어 죽음으로 까지 이르게 된다. 

본 연구는 HIV 환자의 CMV 특이성 세포 면역 반응의 양상을 알

아보기 위하여 실험군을 HAART 실험군, 제 1 naïve 실험군, 제 2 

naïve 실험군, 비감염 정상군으로 나누어서 CD8+ T-IFN-γ, 

CD4+ T-IFN-γ, CD4+ T-IL-2의 빈도를 각각 FACS를 이용하

여 조사하였다.  

실험 결과 CD8+ T-IFN-γ의 빈도는 naïve 실험군에서 가장 높

은 빈도를 나타내며, HAART 실험군과, 제 1 naïve 실험군 사이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p=0.019). 또한 CMV 특

이성 CD4+ T-IL-2의 빈도는 제 1 naïve 실험군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제 2 naïve 실험군에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이며,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2). 그리고 제 1 naïve 실험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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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CMV 특이성 CD8+ T-IFN-γ와 CD4+ T-IL-2의 빈도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p<0.05, r=0.837), HAART 실

험군에서는 CMV 특이성 CD8+ T-IFN-γ와 CD4+ T-IL-2의 빈

도 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5, r=-0.989). 

따라서 CD4+ T-IL-2은 HAART실험군, 제 1 naïve실험군, 제 

2 naïve 실험군에서 CMV 특이성 세포면역 반응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는 HIV 환자에서 

CMV 특이성 세포면역 반응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거대세포바이러스(CMV),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바이러스 치료(HAART), flow cytometry(FA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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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HIV 감염자에서 

거대세포 바이러스 특이성 세포면역 반응의 양상에 대한 분석 

 

<지도 김준명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계 봉 민 

 

 

ⅠⅠⅠⅠ. . . . 서론서론서론서론    

 

바이러스성 감염에서 CD8 T 세포는 보호면역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CD4 T 세포는 보조 세포로써 CD8 T 세포가 

이러한 능력을 지속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면역기능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HIV 감염은 면역 기능에 불균형이 

일어나서 CD4 T 세포가 급격히 감소하고, CD8 T 세포의 증식이 

감소되어, 타입 1 싸이토카인과 타입 2 싸이토카인이 감소하는 

반면에 염증성 싸이토카인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전체적인 

면역기능이 결핍되어 거대세포바이러스(cytomegalovirus, 

CMV)감염 같은 기회감염이 생기게 된다. 이 CMV 감염은 HIV 

감염환자에서 end-organ disease(EOD)를 야기하는 일반적인 

기회감염이다.1 또한 CMV 에 연관된 질병은 AIDS 환자의 40%에 

영향을 끼친다. 초기 감염 후에 건강한 사람은 잠복감염으로써 

바이러스를 지니지만 면역이 결핍된 사람에서는 바이러스 복제를 

통제하지 못하고, 이러한 잠복감염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 EOD 같은 CMV 질병을 일으켜서 주된 이환률과 치명률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되는 것이다.2,-5  

항바이러스치료(HAART)의 출현은 HIV 감염환자에서 CMV 

EOD 와 재활성을 감소시켰다. 이러한 EOD 와 재활성 빈도의 



 - 4 - 

감소는 아마도 HAART로 인한 CMV복제를 조절하는 CMV특이성 

T 세포의 복구를 의미할 것이다.6-8  

그러나 HAART 는 HIV 환자의 전체적인 면역기능의 복구를 

유도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HAART 치료중인 환자가 CMV 복제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은 HIV 의 진행을 증가 시키게 되어 

죽음으로 까지 이르게 된다.2,3 이것은 HAART 에 의해 영향을 받고 

복구된, 그리고 복구 되지 못한 보호 면역 기능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HIV 환자의 CMV에 대한 세포 면역 반응에 대한 양상

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군을 HAART 실험군, 제1 naïve 실험군, 

제2 naïve 실험군, 비감염 정상군으로 나누어서 IFN-γ를 분비하

는 CD8+ T 세포(CD8+ T-IFN-γ), IFN-γ를 분비하는 CD4+ T 

세포(CD4+ T-IFN-γ), IL-2를 분비하는 CD4+ T 세포(CD4+ T-

IL-2)의 빈도를 각각 FACS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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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재료재료재료재료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        

실험군은 HAART 를 시행 받은 CD4 T 세포수가 350 cells/㎕ 

이상이며, plasma viremia가 1000 HIV-1 RNA copies/㎖ 이하인 

환자(n=4)를 1 군(HAART 실험군)으로, HAART 를 시행 받은 

적이 없는 CD4 T 세포수가 350cells/㎕ 이상이며, plasma 

viremia가 5000 HIV-1 RNA copies/㎖ 이상인 환자(n=6)를 2군 

(제 1 naive 실험군)으로, HAART 를 시행받은 적이 없는 CD4 

T세포수가 350cells/㎕ 이하이며, plasma viremia가 5000 HIV-1 

RNA copies/㎖ 이상인 환자(n=3)를 3군 (제 2 naive실험군)으로, 

HIV 비감염 정상 성인(n=3)을 4 군(비감염 정상군)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대상 환자들은 모두 CMV IgG 양성이었으며, 

실험에 사용된 모든 환자의 샘플과 정보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공 되었다.  

 

2. PBMC 2. PBMC 2. PBMC 2. PBMC 준비와준비와준비와준비와    보관보관보관보관        

모든 환자의 피는 BD vacutainer CPT(BD biosciences, San 

jose, CA)에 수집되어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말초혈액단세포(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s, PBMC)를 

분리하였다. 이 CPT 를 원심분리기에서 1700g, 20 분 4℃로 

원심분리를 한 후, 수집된 PBMC 는 10% FBS(GIBCO BRL, 

Greenland, N.Y, USA))의 RPMI 1640(GIBCO BRL) 배지로 2번 

washing 하고, 10% DMSO(Sigma-Aldrich, St.Louis, MO)가 

포함된 FBS에 넣고 액체질소탱크에 보관하였다.  

 

3. Flow cytometry3. Flow cytometry3. Flow cytometry3. Flow cytometry 를를를를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세포세포세포세포    표면과표면과표면과표면과    세포내부세포내부세포내부세포내부    싸이토카인싸이토카인싸이토카인싸이토카인    

염색염색염색염색        

10⁶PBMC 를 10% FBS 의 RPMI 1640 배지에 넣고, 

10 ㎍/㎖ CMV lysate(BioWhittaker, Walkersville, MD)로 6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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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자극을 주었다. CMV lysate자극 후, 한 시간 incubation한 뒤 

Brefeldin A(Sigma-aldrich)를 첨가하였다. 6 시간의 자극 후, 

PBMC 는 PBS 에 0.5% BSA 가 첨가된 washing 용액으로 세척 

하고 PBS 에 0.5% BSA, 0.1% NaN3 가 첨가된 staining 용액에 

fluorescent-labeled conjugated antibody 인 anti-CD4-FITC, 

anti-CD8-FITC, anti-CD3-PE-CY5(BD pharmingen, CA, 

USA)를 첨가하여 어두운 곳에서 4℃, 15 분 동안 incubation 

하였다. incubation 후에 washing 용액으로 세척 하고, 

perm/wash 용액(BD biosciences)으로 어두운 곳에서 4℃, 10 분 

동안 permeabilization 한다. PBMC 를 다시 washing 하고 

싸이토카인 측정을 위해 staining 용액에 fluorescent-labeled 

conjugated antibody 인 anti-IFN-γ-PE, anti-IL-2-PE(BD 

pharmingen)와 어두운 곳에서 4℃, 30 분 동안 incubation 하였다. 

이 세포들을 다시 washing 용액으로 세척 한 후, 1% 

paraformaldehyde(Sigma-aldrich)로 고정 한 후 FACScalibur 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CellQuest software로 즉시 분석하였다.  

 

4. 4. 4. 4. 통계분석통계분석통계분석통계분석        

실험 결과의 통계적 유의는 양측검정으로 계산 하였다. 

양측검정의 p 값은 0.05 이하를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는 단순 회귀 분석에 의하여 검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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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결과결과결과결과 

 

1. 1. 1. 1. 실험실험실험실험    대상자대상자대상자대상자    

4명의 HAART 실험군, 6명의 제 1 naïve 실험군, 3명의 제 2 

naïve 실험군, 그리고 3명의 비감염 정상군의 PBMC에서 조사되었

다.  HAART 실험군과 제 1 naïve 실험군은 CD4 T 세포수가 350 

cells/㎕ 이상인 환자를 선택하였고, 제 2 naïve 실험군은 CD4 T 

세포수가 350 cells/㎕ 이하인 환자를 선택하여 조사하였다.  

 

2. CMV 2. CMV 2. CMV 2. CMV 특이성특이성특이성특이성 CD8 CD8 CD8 CD8
+ + + + 

TTTT----IFNIFNIFNIFN----γγγγ, , , , CD4CD4CD4CD4
+ + + + 

TTTT----IFNIFNIFNIFN----γγγγ빈도빈도빈도빈도    

PBMC를 CMV lysate로 자극하여 FACS를 이용하여 CD8+ T-

IFN-γ, CD4+ T-IFN-γ의 빈도를 각 실험군에서 측정하였다. 실

험 결과 naïve 실험군에서 가장 높은 빈도의 CD8+ T-IFN-γ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Naïve 실험군의 평균 퍼센트는 제 

1 실험군에서 1.48%, 제 2 실험군에서 1.07%로 약간의 차이를 보

였지만, 유의한 통계적인 의미는 갖지 않았다. 그러나 CD8+ T-

IFN-γ의 빈도는 HAART 실험군(0.66%)과, 제 1 naïve 실험군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그림1)(p=0.019). 

또한 HAART 실험군과 비감염 정상군(0.655%)은 비슷한 빈도를 

보여주었다. 반면에 CD4+ T-IFN-γ의 빈도는 모든 실험군에서 통

계적으로 어떠한 의미도 찾아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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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1. CMV  1. CMV  1. CMV  1. CMV 특이성특이성특이성특이성 CD8 CD8 CD8 CD8
+ + + + 

TTTT----IFNIFNIFNIFN----γγγγ의의의의    빈도빈도빈도빈도. . . . CMV 특이성 CD8+ 

T-IFN-γ의 빈도를 CMV lysate 로 자극 후, HAART 실험군, 

제 1 naïve 실험군, 제 2 naïve 실험군, 비감염 정상군에서 

조사하였다. (A)CMV 특이성 CD8+ T-IFN-γ 빈도의 평균값을 

나타낸 그래프 (B)FACS 를 이용하여 CMV 특이성 CD8+ T-IFN-

γ의 빈도를 나타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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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MV 3. CMV 3. CMV 3. CMV 특이성특이성특이성특이성    CD4CD4CD4CD4
+ + + + 

TTTT----ILILILIL----2222의의의의    빈도빈도빈도빈도    

CMV 특이성 CD4+ T-IL-2 의 빈도 또한 각 실험군에서 조사 

하였다. CMV 특이성 CD4+ T-IL-2 의 빈도는 제 1 naive 

실험군에서 가장 높은 빈도(1.567%)를 제 2 naive 실험군에서 

가장 낮은 빈도(0.75%)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2). 그러나 HAART 실험군(0.93%)과 제 1 

naive 실험군 사이의 CD4+ T-IL-2 의 빈도는 유의한 통계적인 

의미를 보이지 않았다 (p=0.067)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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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2. CMV  2. CMV  2. CMV  2. CMV 특이성특이성특이성특이성 CD4 CD4 CD4 CD4
+ + + + 

TTTT----ILILILIL----2222 의의의의    빈도빈도빈도빈도. . . . CMV 특이성 CD4+ 

T-IL-2 의 빈도를 CMV lysate 로 자극 후 HAART 실험군, 제 1 

naïve 실험군, 제 2 naïve 실험군, 비감염 정상군에서 조사하였다. 

(A)CMV 특이성 CD4+ T-IL-2 빈도의 평균값을 나타낸 그래프 

(B)FACS 를 이용하여 CMV 특이성 CD4+ T-IL-2 의 빈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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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IV RNA 4. HIV RNA 4. HIV RNA 4. HIV RNA 농도에농도에농도에농도에    따른따른따른따른 CMV  CMV  CMV  CMV 특이성특이성특이성특이성 CD8CD8CD8CD8
+ + + + 

TTTT----IFNIFNIFNIFN----γγγγ, CD4, CD4, CD4, CD4
+ + + + 

TTTT----

IFNIFNIFNIFN----γγγγ, CD4, CD4, CD4, CD4
+ + + + 

TTTT----ILILILIL----2222의의의의    빈도빈도빈도빈도    

세포면역의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HIV 의 활성 지표인 HIV 

RNA 농도와 CMV 특이성 CD8+ T-IFN-γ, CD4+ T-IFN-γ, 

CD4+ T-IL-2 의 상관관계를 제 1 naïve 실험군, 제 2 

naïve 실험군에서 분석하였다. 그러나 각 실험군 사이에 유의한 

통계적인 의미는 찾아 볼 수 없었다. 

 

5. CMV 5. CMV 5. CMV 5. CMV 특이성특이성특이성특이성    면역면역면역면역    기능의기능의기능의기능의    상관관계상관관계상관관계상관관계    분석분석분석분석        

또한 HAART 가 HIV 감염에서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실험군에서 CMV 특이성 CD8+ T-IFN-γ, CD4+ T-IL-2 의 

빈도 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하여보았다. 흥미롭게도 

HAART 실험군과 제 1 naïve 실험군에서 CMV 특이성 CD8+ T-

IFN-γ, CD4+ T-IL-2 의 빈도 사이에 상반되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제 1 naïve 실험군에서는 CMV 특이성 CD8+ T-IFN-γ와 

CD4+ T-IL-2 의 빈도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p<0.05, r=0.837), HAART 실험군에서는 CMV 특이성 

CD8+ T-IFN-γ와 CD4+ T-IL-2 의 빈도 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5, r=-0.989) (그림 3). 반면에 제 2 

naïve 실험군에서는 유의한 통계적인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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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naïve 실험군              HAART 실험군 

 

 

제 2 naïve 실험군 

 

그림그림그림그림 3.3.3.3. CMV CMV CMV CMV 특이성특이성특이성특이성    면역면역면역면역    기능의기능의기능의기능의    상관관계상관관계상관관계상관관계    분석분석분석분석. . . . CMV 특이성 

CD8+ T-IFN-γ, CD4+ T-IL-2의 빈도의 상관관계를 (A)제 1 

naïve 실험군에서 (B)HAART 실험군에서 (C)제 2 

naïve실험군에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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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고찰고찰고찰고찰    

 

CMV 감염은 HIV 감염환자에서 EOD 를 야기하는 일반적인 

기회감염이다. 또한 CMV 에 연관된 질병은 AIDS 환자의 40%에 

영향을 끼친다. 초기 감염 후에 건강한 사람은 잠복감염으로써 

바이러스를 지니지만 면역이 결핍된 사람에서는 바이러스 복제를 

통제하지 못하고, 이러한 잠복감염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  EOD 같은 CMV 질병을 일으켜서 주된 이환률과 치명률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되는 것이다.  

HAART 의 출현은 손상된 면역기능을 복구하여 HIV 환자들의 

기회감염인 CMV 감염을 급격히 감소시켜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었다. 그러나 HAART 는 HIV 환자에서 전체적인 

면역기능의 복구를 유도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HAART 치료중인 

환자가 CMV 복제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은 HIV 의 진행을 

증가 시키게 되어 죽음으로 까지 이르게 된다. 

 본 연구는 HIV 환자의 CMV 특이성 세포 면역 반응의 양상을 알

아보기 위하여 실험군을 HAART 실험군, 제 1 naïve 실험군, 제 2 

naïve 실험군, 비감염 정상군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CD8+ T-IFN-

γ, CD4+ T-IFN-γ, CD4+ T-IL-2의 빈도를 FACS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특이 항원 자극법은 특정 항원에 대한 신체 내부의 면역 반응을 

시각화하여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CMV 항원, CMV 

lysate로 각 실험군을 자극하여 CMV 특이성 세포 면역 반응을 살

펴보았다.  

그 결과 CD8+ T-IFN-γ의 빈도는 naïve 실험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HAART 실험군은 비감염 정상군과 비슷한 양상의 

CD8+ T-IFN-γ의 빈도를 보이며, 제 1 naïve 실험군과 유의한 통

계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naïve 실험군에서 HIV, 즉 바이

러스가 억제 되지 않은 것에 의한 반응으로 보인다. 그리고 CD4+ 

T-IL-2도 CD8+ T-IFN-γ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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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바이러스와 CD8+ T-IFN-γ, 

CD4+ T-IL-2빈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미는 나타내

지 않았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CMV 특이성 세포 면역에서 CD4+ T-

IL-2의 70% 이상은 기억 CD4 T 세포로 알려져 있다.30 이것에 비

추어봤을 때, 본 연구에서 350cells/㎕ 이상의 CD4 T 세포를 기준

으로 한 제1 naïve 실험군의 이 결과는 아주 흥미로운 것이다. CD4 

T 세포의 개수는 HIV 환자의 HAART 치료 유무를 결정하는 판단 

기준이 된다. 따라서 350cells/㎕ 이상의 CD4 T 세포를 지닌 대부

분의 HIV환자들은 HAART를 시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 환자들

이 자신의 면역기능으로 아직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여겨지

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 1 naïve 실험군이 높은 빈도의 CD4+ T-IL-2를 보이

며 제 2 naïve 실험군과 뚜렷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 어 위의 사실을 뒷받침 해 주었다. 결론적으로 제 1 naïve 실험

군은 높은 빈도의 CD8+ T-IFN-γ와 CD4+ T-IL-2가 양의 상관

관계를 보이며 서로 의존적인 보호 면역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것은 HIV 환자들 중 면역의 불균형이 아직 일어나지 않

은 환자들의 면역기능은 CD8+ T-IFN-γ가 억제되지 않은 바이러

스를 조절하며, 이 조절은 CD4+ T-IL-2 즉, 기억 CD4 T 세포의 

도움이 필요한 의존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것은 HAART 

실험군의 CD8+ T-IFN-γ와 CD4+ T-IL-2의 빈도와는 상반되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HAART 치료 후 HAART 실험

군이 면역 기능 복구로 인하여 바이러스가 이미 억제되어 CD8+ T-

IFN-γ의 빈도가 감소하고 보호 면역 기능의 유지를 위한 CD4+ 

T-IL-2가 증가하며 서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CD4+ T-IL-2은 HAART 실험군, 제 1 naïve 실험군, 제 

2 naïve 실험군에서 CMV 특이성 세포면역 반응을 조절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는 HIV 환자에서 CMV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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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세포면역 반응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HIV 환자에서 CMV 특이성 CD4+ T-IL-2에 대한 연

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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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결론결론결론결론    

 

CMV 감염은 HIV 감염환자에서 야기되는 일반적인 기회감염으로 

AIDS 환자의 40%에 영향을 끼친다. HAART 의 출현은 손상된 

면역기능을 복구하여 HIV 환자들의 기회감염인 CMV 감염을 

급격히 감소시켜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었지만, 전체적인 

면역기능의 복구를 유도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HAART 치료중인 

환자가 CMV 복제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은 HIV 의 진행을 

증가 시키게 되어 죽음으로 까지 이르게 된다. 

 본 연구는 HIV 환자의 CMV 특이성 세포 면역 반응의 양상을 알

아보기 위하여 실험군을 HAART 실험군, 제 1 naïve 실험군, 제 2 

naïve 실험군, 비감염 정상군으로 나누어서 CD8+ T-IFN-γ, 

CD4+ T-IFN-γ, CD4+ T-IL-2의 빈도를 각각 FACS를 이용하

여 조사하였다.  

 

1. CD8+ T-IFN-γ의 빈도는 naïve 실험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HAART 실험군은 정상군과 비슷한 양상의 

CD8+ T-IFN-γ의 빈도를 보이며, 제 1 naïve 실험군과 

유의한 통계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naïve 실험군에서 

바이러스가 억제 되지 않은 것에 의한 반응으로 보였다. 그리고 

CD4+ T-IL-2 도 CD8+ T-IFN-γ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2. 제 1 naïve 실험군은 높은 빈도의 CD8+ T-IFN-γ와 CD4+ 

T-IL-2 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서로 의존적인 보호 면역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것은 HIV 환자들 중 면역의 

불균형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환자들의 면역기능은 CD8+ T-

IFN-γ가 억제되지 않은 바이러스를 조절하며, 이 조절은 

CD4+ T-IL-2, 즉 기억 CD4 T세포의 도움이 필요한 의존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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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AART 실험군은 CD8+ T-IFN-γ와 CD4+ T-IL-2 의 

빈도와는 상반되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HAART 

치료 후 HAART 실험군이 면역 기능 복구로 인하여 

바이러스가 이미 억제되어 CD8+ T-IFN-γ의 빈도가 감소하고 

보호 면역 기능의 유지를 위한 CD4+ T-IL-2가 증가하며 서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CD4+ T-IL-2은 HAART 실험군, 제 1 naïve 실험군, 제 

2 naïve 실험군에서 CMV 특이성 세포면역 반응을 조절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는 HIV 환자에서 CMV 특

이성 세포면역 반응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HIV 환자에서 CMV 특이성 CD4+ T-IL-2에 대한 연

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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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alysis of CMV-Specific Cellular Immune Response 

in HIV patients in Korea  

 

Bong Min Kye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un Myung Kim) 

 

CMV is common opportunistic infection in HIV-infected 

individuals, and affects 40% of HIV patients. The introduction of 

HAART has declined the incidence of CMV EOD and its 

reactivation among HIV-infected individuals dramatically. But 

HAART can’t lead to reconstitution of entirely protective 

immunity. So HIV patients receiving HAART who do not control 

CMV replication have an increased risk of HIV disease 

progression and death.  

In this study, CMV-specific immune response was 

investigated in 4 groups: HAART group, first naive group, 

second naïve group and HIV negative healthy group. And the 

frequencies of CD8+ T-IFN-γ, CD4+ T-IFN-γ and CD4+T-

IL-2  were measured by FACS. The mean frequency of CD8+ 

T-IFN-γ in naïve group was higher as compared with the 

other groups. Moreover, HAART group had even lower 

frequency of CD8+ T-IFN-γ than first naïve group(p=0.019). 

The frequency of CD4+ T-IL-2 was the highest in first naïve 

group. But it was the lowest in second naïve group(p=0.02).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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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 there was a good correlation between CD8+ T-IFN-γ 

and CD4+ T-IL-2  in first naïve group. But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CD8+ T-IFN-γ and CD4+ T-

IL-2. 

As a result, CD4+ T-IL-2 was considered as a key role to 

control CMV-specific cellular immune in HIV patients and these 

results helped understand CMV-specific cellular immune in HIV 

patients. 

 

Key words: cytomegalovirus(CM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HIV), highly active antiretrovial therapy 

(HAART), flow cytometry(FA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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