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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국국국내내내 HHHIIIVVV 감감감염염염자자자에에에 있있있어어어서서서 HHHiiiggghhhlllyyyAAAccctttiiivvveeeAAAnnntttiiirrreeetttrrrooovvviiirrraaalll
TTThhheeerrraaapppyyy(((HHHAAAAAARRRTTT)))의의의 치치치료료료효효효과과과 및및및 영영영향향향분분분석석석

서서서론론론:::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감염자가 4,000만명을 넘고 우리나라에서
도 최근 하루에 2.1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며 2006년 3월까지 누
적 감염자가 4,000명을 넘고 있다.여러 가지 항레트로바이러스제가
개발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부터 HIV 감염자에 대한 3제 병
합요법이 시작되었으나 그 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재재재료료료및및및방방방법법법: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2005년 12월까지
진료한 HIV 감염자 중 1997년 10월이후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를
투여 받은 환자 가운데 이전의 항레트로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력이 없
으면서,1년 이상 HIV-RNA 및 CD4+T 림프구 수의 정기적인 측정
인 가능한 14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임
상적인 특징과 6개월과 12개월째 HAART에 대한 치료효과를 분석하
고 이와 관련된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결결결과과과:::세브란스병원에서 2005년 12월까지 451명이 에이즈로 진료를 받
았고,1997년 이후 HAART를 시행받으면서 1년 이상 HIV RNA 및
CD4+T 림프구수의 정기적인 측정이 가능한 환자는 141명으로 127
명(90.1%)이 남자였다.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가 50명(35.5%),40대
가 50명(35.5%)로 가장 많았다.HAART 시작 당시에 28명(19.9%)이
에이즈 정의질환을 동반하고 있었고,74명(52.5%)은 에이즈 정의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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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지만 기회감염을 동반하고 있었다.121명(85.8%)의 환자에게
PI를 기반으로 하는 처방이 이루어졌고,20명(14.2%)의 환자에게는
NNRTI를 기반으로 하는 처방이 이루어졌다.치료 시작 당시 CD4+
T 림프구수는 평균 207/mm3(IQR 73-299)였고,평균 HIV RNA는
70,800copies/mL(4.85logcopies/mL)였다.HAART 시행 12개월 후
에 평균 CD4+T 림프구는 143cells/mm3증가하였고,96명(68.1%)에
서 100cells/mm3이상의 증가를 나타냈다.치료반응에 따라 두 군으
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12개월 후 100cells/mm3이상 증가한 군이
초기 CD4+T 림프구수가 적었다(p=0.01).HIV RNA 바이러스는 치
료 당시보다 6개월후에 1.76logcopies/mL만큼 감소하였고,12개월
후에는 1.88 log copies/mL만큼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그리고,
HAART 시행 후 HIV RNA는 6개월째 103명(73%)이 400copies/mL
미만의 결과를 보였고,12개월 후 90명(63.8%)에서 50copies/mL미
만으로 측정되지 않는 결과를 나타냈다.HIV RNA를 치료반응에 따
라 두 군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6개월째는 두 군간의 차이가 없었
으며,12개월 후에는 50copies/mL미만인 군이 나이가 더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p=0.009).대상 환자 141명 가운데 초기 처방을 중간에
변경한 경우가 57명(40.4%)이었고,처방 변경의 주된 이유는 약제 부
작용과 관련된 것이었다.
결결결론론론:국내에서 에이즈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HAART의 치료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존의 치료 결과와 유사한 성적
을 보였다.앞으로 대규모의 코호트 연구를 통해 국내 에이즈 환자들
의 특성 규명과 이에 알맞은 치료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겠다.

핵심되는 말 :HIV,에이즈,항레트로바이러스제,HA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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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내내내 HHHIIIVVV 감감감염염염자자자에에에 있있있어어어서서서 HHHiiiggghhhlllyyyAAAccctttiiivvveeeAAAnnntttiiirrreeetttrrrooovvviiirrraaalll
TTThhheeerrraaapppyyy(((HHHAAAAAARRRTTT)))의의의 치치치료료료효효효과과과 및및및 영영영향향향분분분석석석

<지도교수 김김김 준준준 명명명>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김김 명명명 수수수

ⅠⅠⅠ...서서서론론론

1983년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
HIV)의 실체가 밝혀진 이후로 HIV 감염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2005년
12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4,000만명 이상의 감염자가 분포하고 있으며
2005년 1년간 약 490만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였고1,국내에서도
감염자가 꾸준히 늘어서 전체 감염자가 4,000명을 넘어섰다.
HIV 감염의 경과는 단백분해효소 억제제를 포함한 항레트로바이러
스 치료제의 사용으로 감염자의 사망률과 이환율의 현저한 감소를 통
해 예후가 개선되었다2-5.또한,HIV RNA를 통한 viralload의 정량화
가 가능하게 되면서 예후와 치료 반응을 좀 더 유용하게 평가하게 되
었다6.1987년 HIV에 대한 zidovudine의 효과가 보고되었고7 그 후
1991년 zidovudine을 포함한 2제 병용요법이 시도되었으며8-9,1995년
에는 Gag,Gag-Polpolyprotein전구체의 처리를 억제하는 단백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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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 억제제가 도입되었다10-11.단독요법과 병용요법,혹은 서로 다른
병용요법들의 치료효과에 대한 많은 보고가 있었다.아직까지는 지속
적인 HIV 증식의 억제와 내성을 나타내는 돌연변이 출현을 억제하는
점을 생각할 때 단백분해효소 억제제를 포함한 highly active
antiretroviraltherapy(HAART)의 임상적 유용성이 높다.12-14

그러나 이러한 치료제가 언제까지 HIV의 증식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장기간의 치료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
하다.1997년 Gulick등15이 HAART로 12개월 동안 치료한 경우 80%
에서 viralload가 500copies/mL 미만으로 감소하였고 치료 효과의
지속성도 52주간 지속됨을 보고하였다.그 후 2000년에 동일 저자 등
16에 의해 zidovudine,lamivudine,indinavir치료의 3년 결과를 보고
하였는데 31명의 환자 중 21명인 68%에서 viral load가 500
copies/mL미만으로 감소하였고,65%에서 viralload가 50copies/mL
미만으로 감소함을 보고하였다.이로써,HAART를 시행한 환자의 2/3
에서 적어도 3년 동안은 HIV 증식을 억제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그 외 Hirsch등17도 1999년 HAART로 intenttotreatment분
석을 한 결과 24주 후 56%에서 viralload가 500copies/mL미만으로
감소하였고,45%에서 viralload가 50copies/mL 미만으로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HAART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많은 분석이 있는데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의 경우 병의 진행이 늦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
남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다.그 외 인종,나이,초기
바이러스 정도와 면역상태에 따른 치료효과를 분석한 결과들이 있다.
1995년 단백분해효소 억제제가 도입되면서 HAART에 대한 많은 임
상 결과가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1997년 10월부터 HIV 감염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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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위하여 HAART가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HIV 감염자들에 있어서 HAART의 치료효과를 분
석하고자 하였고 아울러 치료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분석
을 하고자 한다.

ⅡⅡⅡ...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대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2005년 12월까지 진료한
HIV 감염자 총 451명 가운데 1997년 10월이후 항레트로바이러스 치
료제를 투여 받은 환자 가운데 이전의 항레트로바이러스에 대한 치료
력이 없으면서,HIV-RNA 및 CD4+T 림프구 수의 정기적인 측정인
가능한 14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방법

가.임상적 특징

각 대상 환자들의 의무기록 분석을 통하여 기본적 특성 및 감염경
로,진단당시 AIDS정의질환의 발생여부,HAART regimen의 종류를
파악하였다.

나.CD4+T림프구수와 Viral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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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ART의 치료효과를 보기 위해 치료전과 치료 후 6개월,12개월째
HIV-RNA(Ampicor,NucliSens®®® HIV-1RNA QT bioMérieux)와
면역상태를 나타내는 CD4+ T 림프구수 (Coulter Epics XL,
ImmunotechOptiClone)를 조사하였다.
초기 CD4+T 림프구수와 HIV RNA 정도에 따른 치료 효과의 차이
를 보고,그 외 성별,나이,감염경로,동반 기회감염에 따른 치료 효
과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치료 효과는 2005년 미국 DHHS(DepartmentofHealthandHuman
Services)의 치료지침을 참고하여 치료 후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CD4+T 림프구가 처음보다 적어도 100cells/mm3이상 증가하거나,
HIV RNA viralload가 6개월째 400copies/mL미만이거나,12개월째
50copies/mL미만으로 검출이 되지 않는 경우로 하였다18.

다.통계 분석

모든 자료의 통계분석은 개인용 컴퓨터 통계 프로그램 SPSS
packageversion11.5(SPSSInc.Chicago,IL,USA)를 이용하였으며
치료효과 분석을 위해서 CD4+T 림프구수와 HIV RNA viralload의
변화에 따라 치료 효과가 있는 군과 효과가 없는 두 군으로 나누어
교차분석에서 chi-square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p값이 0.05미
만인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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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과과과

1.대상 환자의 일반적 특성

2005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HIV 감염
으로 진단받은 451명 중에 의무기록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372명을
조사한 결과 126명은 HIV 진단을 받고 추적 관찰이 되지 않거나 항
레트로바이러스 치료없이 추적관찰하고 있는 환자들이고,적어도 한
차례 이상 HAART를 시행받은 환자는 246명이었다 (Figure1).
이 중에 HIV 진단을 받고 적어도 12개월 이상 항레트로바이러스 치
료를 받으면서 정기적인 검사를 시행하며 추적 관찰이 가능한 대상
환자 141명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127명(90.1%),여자가
14명(9.8%)이었고 나이별 분포를 보면 20대가 25명(17.7%),30대가 50
명(35.5%),40대가 50명(35.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감염경로를
살펴보면 141명 중 118명이 감염경로가 확인되었는데 이 가운데 116
명 (98.3%)이 성접촉을 통한 감염으로 추정되었고,이성접촉을 통한
경우가 50명(42.4%),동성접촉에 의한 경우가 66명(55.9%)이었으며 2
명(1.7%)이 혈액제제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되었다.진단 당시에
WHO 기준에 따른 AIDS정의질환을 동반한 경우는 28명(19.9%)이었
고 폐포자충폐렴이 12명(8.5%)으로 가장 많았다.그러나,74명(52.5%)
이 AIDS정의질환 이외의 구강 캔디다증,잠복매독,모낭염,콘딜로
마 등의 다른 기회 감염질환을 동반하고 있었다 (Tab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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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111...PPPrrrooofffiiillleeeooofffSSStttuuudddyyyCCCooohhhooorrr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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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111...BBBaaassseeellliiinnneeeccchhhaaarrraaacccttteeerrriiissstttiiicccsssooofffpppaaatttiiieeennntttsssrrreeeccceeeiiivvviiinnnggghhhiiiggghhhlllyyy
aaaccctttiiivvveeeaaannntttiiirrreeetttrrrooovvviiirrraaalllttthhheeerrraaapppyyy(((HHHAAAAAARRRTTT)))

1AIDSdefiningillnessarethoselistedbytheWHO

CCChhhaaarrraaacccttteeerrriiissstttiiiccc NNNooo...(((%%%)))ooofffpppaaatttiiieeennntttsss
Sex
Male
Female

127(90.1)
14(9.8)

Age
10-19yr
20-29yr
30-39yr
40-49yr
50-59yr
>59yr

2(1.4)
25(17.7)
50(35.5)
50(35.5)
9(6.4)
5(3.5)

Transmissionroute
Heterosexual
Homosexual
BloodProducts
Unknown

50(35.5)
66(46.8)
2(1.4)
23(16.3)

AIDSdefiningillness1
PCP
Mycobacterium Tb
Esophagealcandidisis

NonAIDSdefiningillness

28(19.9)
12(8.5)
3(2.1)
4(2.8)
7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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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D4+T림프구수와 Viralload의 변화

대상환자 141명은 과거 치료력이 없는 환자들로 처방된 HAART
regimen은 PIbasedregimen이 121예(85.8%)에서 처방되었고,20예
(14.2%)에서 NNRTIbasedregimen이 처방되었다 (Table2).
HAART를 시작할 당시의 대상환자들의 CD4+T 림프구의 평균값은
207cells/mm3(IQR73-299cells/mm3)였고,HIV RNA viralload평
균값은 70,800copies/mL(4.85log10copies/mL)였다.HAART시행 후
6개월과 12개월째의 CD 4+ T 림프구 수(평균값)는 각각 339
cells/mm3과 374cells/mm3 로 처음보다 63.8%,80.7% 증가하였다
(Figure 2).Viralload는 전체적으로 6개월과 12개월째 각각 1.76
log10copies/mL,1.88 log10copies/mL 만큼 감소하였다 (Figure 3).
Viralload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HAART 시행 6개월째와 12개
월째 각각 103명 (73%), 115명(81.6%)에서 viral load가 400
copies/mL 미만으로 유지되었다.또한 6개월과 12개월째 각각 82명
(58.2%),90명(63.8%)에서 50copies/mL미만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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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222...IIInnniiitttiiiaaalllHHHAAAAAARRRTTT rrreeegggiiimmmeeennnsss

TTTaaabbbllleee333...CCChhhaaannngggeeesssooofffCCCDDD444+++TTT ccceeellllllcccooouuunnntttaaannndddHHHIIIVVV RRRNNNAAA llloooaaaddd

RRReeegggiiimmmeeennn NNNooo...(((%%%)))ooofffpppaaatttiiieeennntttsss
NNRTIbased

PIbased
Indinavir
Nelfinavir
Lopinavir/ritonavir

20(14.2)

93(66)
3(2.1)
25(17.7)

CCChhhaaarrraaacccttteeerrriiissstttiiicccsss IIInnniiitttiiiaaalll 666mmmooonnnttthhh 111222mmmooonnnttthhh
CD4+T cell(cells/mm3)
Mean
Interquartilerange

207
73-299

339
188-440

374
203-487

HIV RNA (copies/mL)
Mean(log10copies/mL) 4.85 3.09 2.97

<50copies/mL(No.) 0 82 90

<400copies/mL(No.) 1 21 25

≥ 400copies/mL(No.) 140 3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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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222...CCChhhaaannngggeeesssooofffCCCDDD444+++TTT ccceeellllllcccooouuunnnttt

FFFiiiggguuurrreee333...CCChhhaaannngggeeesssooofffHHHIIIVVV RRRNNNAAA vvviiirrraaalllllloooaaa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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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치료효과 분석

치료 효과는 HAART시행 후 12개월 후의 CD4+T 림프구 수의 증
가여부와 6개월 이후의 HIV RNA viralload의 감소를 기준으로 판단
한 결과 12개월 후 96명(68.1%)에서 CD4+ T 림프구수가 100
cells/mm3이상 증가하였고(Table4),103명(73%)에서 HAART 6개월
이후 viralload가 400copies/mL 미만이었고,12개월 이후에 91명
(64.5%)에서 50copies/mL미만으로 검사 방법으로 측정되지 않는 결
과를 나타냈다 (Table5,6).
CD4+T 림프구수가 HAART 12개월 이후에 100cells/mm3이상 증
가를 기준으로 반응이 있는 군과 반응이 없는 군으로 나누어 분석했
을 때 관련된 인자로 HAART 시작 시점의 CD4+T 림프구수가 적을
수록 12개월 후에 100 cells/mm3 이상 증가와 관련이 있었으나
(p=0.01),그 이외 성별,연령별,진단 당시 에이즈 정의질환이나 다른
기회감염질환 동반 여부,치료 약제 변경 여부 및 초기 HIV RNA
viralload등과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 (Table4).HIVRNA viral
load가 HAART 시행후 6개월,12개월째 치료반응과 관련된 요인으로
는 치료 12개월째 viralload가 50copies/mL이하로 유지된 군에서
연령이 조금 더 많았으나(p=0.009)그 이외는 6개월과 12개월째 치료
반응 유무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성별,연령별,진단 당시 에이즈 정
의질환이나 다른 기회감염질환 동반 여부,치료 약제 변경 여부,초기
CD4+림프구수 및 초기 HIV RNA viralload등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관성이 없었다 (Table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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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444...RRReeessspppooonnnssseeeooofffCCCDDD444+++TTT ccceeellllllcccooouuunnntttaaafffttteeerrr111222mmmooonnnttthhhsss

1NS,notsignificant(pvalue≥ 0.05)
2Transmission,onlysexualtransmissionincluded
3AIDSdefiningillnessarethoselistedbytheWHO

CCCDDD444+++TTT ccceeelllllliiinnncccrrreeeaaassseee
PPPvvvaaallluuueee

≥≥≥ 111000000 <<<111000000
Sex
Male
Female

86
10

41
4

NS1

Age(yr) 38.9±9.6 37.3±10.8 NS
Transmission2
Heterosexual
Homosexual

33
47

17
19 NS

AIDSdefiningillness3
With
Without

18
78

10
35 NS

Nondefiningillness
With
Without

56
50

28
17 NS

Regimenchange
Yes
No

41
55

16
29 NS

InitialCD4+T cellcount
(cells/mm3) 179.9±132.9 266±207.5 0.01

InitialHIVRNA titer
(log10copies/mL) 4.91±0.64 4.74±0.79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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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555...RRReeessspppooonnnssseeeooofffHHHIIIVVV RRRNNNAAA vvviiirrraaalllllloooaaadddaaafffttteeerrr666mmmooonnnttthhhsss

1NS,notsignificant(pvalue≥ 0.05)
2Transmission,onlysexualtransmissionincluded
3AIDSdefiningillnessarethoselistedbytheWHO

HHHIIIVVV RRRNNNAAA aaafffttteeerrr666mmmooonnnttthhh
PPPvvvaaallluuueee

<<<444000000 ≥≥≥ 444000000
Sex
Male
Female

94
9

33
5

NS1

Age(yr) 39.2±10.3 36.4±9.0 NS
Transmission2
Heterosexual
Homosexual

32
54

18
12

NS

AIDSdefiningillness3
With
Without

22
81

6
32

NS

Nondefiningillness
With
Without

51
52

23
15 NS

Regimenchange
Yes
No

43
60

14
24 NS

InitialCD4+T cellcount
(cells/mm3) 207.9±167.4 205.7±159.4 NS

InitialHIVRNA titer
(log10copies/mL) 4.81±0.7 4.98±0.64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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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666...RRReeessspppooonnnssseeeooofffHHHIIIVVV RRRNNNAAA vvviiirrraaalllllloooaaadddaaafffttteeerrr111222mmmooonnnttthhhsss

1NS,notsignificant(pvalue≥ 0.05)
2Transmission,onlysexualtransmissionincluded
3AIDSdefiningillnessarethoselistedbytheWHO

HHHIIIVVV RRRNNNAAA aaafffttteeerrr111222mmmooonnnttthhh
PPPvvvaaallluuueee

<<<555000 ≥≥≥ 555000
Sex
Male
Female

82
9

45
5

NS1

Age(yr) 40.1±9.9 35.5±9.5 0.009
Transmission2
Heterosexual
Homosexual

28
47

22
19 NS

AIDSdefiningillness3
With
Without

16
75

12
38 NS

Nondefiningillness
With
Without

44
47

30
20 NS

Regimenchange
Yes
No

42
49

15
35 NS

InitialCD4+T cellcount
(cells/mm3) 208.9±168.3 204.4±159.8 NS

InitialHIVRNA titer
(log10copies/mL) 4.82±0.7 4.92±0.66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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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HAART에 따른 부작용

HIV 감염에 대한 치료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를 병합하는 요법
인 HAART를 시행받은 141명 가운데 57명(40.4%)이 12개월 치료 중
약제를 변경하였다.약제를 변경한 주된 이유는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의 부작용과 관련된 것이었다.항레트로바이러스제와 관련되어 나타
난 주요 부작용으로 오심 30명(21.3%),피부 발진 11명(7.8%),복통 7
명(5.0%),설사 5명(3.5%)등의 증상을 보였고,백혈구 감소 12명
(8.5%),빈혈 11명(7.8%),신장결석 10예(7.1%),지방이영양증 6명
(4.3%),간기능 이상 5명(3.5%),젖산산증 1명(0.7%)등의 이유로 약
제 변경을 하였다.그 이외에 나타난 약제 관련 부작용으로 판단되는
증상들로는 두통,어지러움증,위장관 불편감,수면장애 등도 있었다.

TTTaaabbbllleee777...AAAdddvvveeerrrssseeeeeeffffffeeeccctttsssooofffiiinnniiitttiiiaaalllaaannntttiiirrreeetttrrrooovvviiirrraaalllttthhheeerrraaapppyyy

AAAdddvvveeerrrssseeeeeeffffffeeeccctttsss NNNooo...(((%%%)))ooofffpppaaatttiiieeennntttsss
Nausea
Skineruption
Abdominalpain
Diarrhea
Neutropenia
Anemia
Renalstone
Lipodystrophy
Hepatitis
Lacticacidosis

30(21.3)
11(7.8)
11(7.8)
5(3.5)
12(8.5)
11(7.8)
10(7.1)
6(4.3)
5(3.5)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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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ⅤⅤⅤ...고고고찰찰찰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HIV 감염자가 늘어
나고 있는 상태로 2005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
원에서 HIV 감염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1997년 10월 이후
시행한 HAART를 처음 시행 받은 환자들의 치료효과를 분석하고 이
와 관련된 요인을 찾아보고자 한 연구이다.
HIV 감염자의 임상적 특징은 인종,지역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국내에서 HIV 감염자들에 대한 역학적 특징에 대한 연
구로는 2001년 김 등19이 1985년부터 2000년 4월까지 HIV로 진단받은
176명의 환자를 분석한 결과 88.6%가 남성이었고,76.2%가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었으며,우리나라의 가장 흔한 기회 감염질환으로는 폐포
자충폐렴,결핵,캔디다증 등이다20-21.본 연구에서 대상 환자들의 임
상적 특징을 살펴보면 남자가 127명(90.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대부분이 성적으로 활발한 20대에서 40대가 125명(88.7%)
를 차지했으나 10대 2명(1.4%),60대 5명(3.5%)으로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감염 경로가 확인된 118명 가운데
116명(98.3%)이 성접촉을 통한 감염이고 이 가운데 동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66명(55.9%)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정밀한 역학조사를
하면 이보다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2명(1.7%)이 혈액제제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되었는데 해외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외국
의 사례와 다른 점은 주사기를 통한 감염자가 없었는데 이는 아직 우
리나라에서 마약의 유통이 제한적이고 주사기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측면이 관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그러나,국내에서도 마약 주
사기를 통한 HIV 감염 사례가 이미 보고되었고22,점차 늘어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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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충분하다.
치료 시작 당시에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따른 에이즈 정의 질환은 28
명(19.9%)에서 있었고 주폐포자충폐렴이 12명(9.5%)으로 제일 많았지
만,다른 기회 감염질환까지 포함하면 102명(72.3%)이 기회 감염질환
을 동반하고 있어 HAART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검사가 필수적이
다.처방된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살펴보면 단백분해효소억제제를 기
반으로 병합요법이 121명(85.8%)를 차지하는데 이 가운데 indinavir를
포함한 처방이 93명(66%)으로 가장 많은 사용되었는데 최근의 치료지
침에서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indinavir 대신 ritonavir가 복합된
boostedPI의 사용을 추천하고 있다18.
HIV 감염에 대한 치료로 1987년 zidovudine의 효과가 보고된7이후
로 여러 가지 계열의 항레트로바이러스제들이 개발되면서 최근까지
단독요법,병용요법,혹은 서로 다른 병용요법에 대한 많은 보고가 있
었다.현재까지는 단백분해효소 억제제를 포함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의 병합요법인 HAART의 임상적 유용성이 높은 상황이다.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하여 국내에서는 1997년 후반기부터 HAART가
시작되었으나 그 치료효과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다.2000년에
홍 등23이 HIV 감염자 10명을 대상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3제를 병
합한 요법으로 12개월 치료 후 9명에서 viralload가 측정 불가능한
수준으로 감소하고,CD4+T 림프구수는 171cells/mm3만큼 증가하였
다고 보고 하였다.2001년에 이 등24은 5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은 25명에 대한 치료효과를 분석한 결과 HIV RNA는
2.65 log10 copies/mL만큼 감소했고, CD4+ T 림프구수는 111
cells/mm3만큼 증가했으며,81%에서 6개월 이내에 HIV RNA 역가가
측정범위 아래로 떨어진 결과를 보고하였다.최근 미국에서의 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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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면 Bartlett등25은 2001년에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력이 없는
3,257명의 HIV 감염자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계열을 이용한 HAART
를 시행하여 비교한 결과 초기 평균 CD4+ T 림프구수는 375
cells/mL,HIV RNA viralload는 4.69log10copies/mL였고,24주 후
64%에서 viralload가 400copies/mL미만으로 감소하였고,48주 후에
는 서로 다른 병합이었지만 대상환자의 50% 전후로 viralload가 50
copies/mL미만으로 유지되었으며 CD4+T림프구수는 24주,48주 후
각각 평균 123cells/mm3,160cell/mm3만큼 증가했다고 보고했다.또
한 Bartlett등26이 최근에 항레트로바이러스 3제 병합요법을 사용한
53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를 보면 48주 후 평균 55%에서 viral
load는 50copies/mL미만으로 유지되었고 최근의 연구일수록 그 치
료효과가 좋았으며,CD4+T 림프구수는 병합된 약제의 조합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160cells/mm3에서 200cells/mm3만큼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평균 CD4+T 림프구수는 207cells/mm3이었고,
HIV RNA viralload는 4.85logcopies/mL였다.CD4+T 림프구수
는 24주,48주 후에 각각 132cells/mm3,167cells/mm3만큼 증가했으
며,HIV RNA viralload는 24주 후 73%가 400copies/mL미만으로
유지되었고,48주 후 63.8%가 50copies/mL미만으로 유지되어 외국
에서의 결과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치료효과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Bartlett등26은 48주 후 viralload가
50copies/mL미만으로 감소하는 것과 관련해서 HAART 시작 당시
의 HIV RNA viralload나,CD4+T 림프구수,서로 다른 항레트로
바이러스제의 조합 등은 영향을 주지 않으며,환자가 복용하는 알약
의 숫자가 많을수록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고하였다.본
연구에서는 HAART 시행 48주 이후 viralload가 50copies/mL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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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감소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대상환자들의 성별,평균 연
령,전파방법,초기 CD4+T 림프구수,HIV RNA viralload,치료 당
시 기회 감염질환 동반 여부,약제 변경 여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다른 요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이 없었고, 50
copies/mL미만으로 감소한 군이 통계적으로 평균연령이 조금 많았으
나(p=0.009)실제 평균 연령 차이는 크지 않았다.HAART 시행 후 24
주째 viralload가 400copies/mL미만으로 감소 여부를 기준으로 분석
했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을 찾을 수 없었다.HAART 시행
48주 후 면역학적 반응으로 CD4+T 림프구수가 100cells/mm3이상
증가 여부를 기준으로 관련된 요인을 찾기 위한 분석결과로는 100
cells/mm3이상 증가한 군에서 초기 CD4+T 림프구수가 통계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여(p=0.01)초기 CD4+T 림프구수가 낮을수록 CD4+
T 림프구가 증가하는 면역학적 반응은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이
번 연구에서 환자들이 복용한 알약 숫자와 치료반응과의 관계에 대해
서는 분석을 하지 못했다.
HIV 감염자에 있어서 항레트로바이러스제의 치료효과로 HIV 감염
이 만성질환이 되고,장기간 약제를 사용하게 되었다27.따라서,적절
한 치료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약제의 순응도가 중요한 문제
가 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12개월 동안 141명의 환자 가운데 57명
(40.4%)이 약제를 변경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가 약제 부작용으로 인
한 것이었다.국내에서는 2003년 이 등28의 연구에 의하면 126명의 환
자를 대상으로 1992년부터 2002년까지 후향적으로 약제 부작용의 종
류와 빈도를 조사한 결과 가운데 대표적으로 zidovudine은 골수 억제,
위장관계 증상 등을 포함하여 33.3%,indinavir의 경우 고빌리루빈혈
증,측배통을 포함하여 57.9%의 부작용 등을 보고하였다.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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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무기록 분석을 통한 후향적 연구의 제한점으로 항레트로바이러
스제 종류별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는 어려웠다.대상
환자 141명에 대한 전체적인 부작용 중에 증상으로는 오심 30명
(21.3%),피부발진 11명(7.8%),복통 11명(7.8%)등의 결과를 보였고
이외에도 두통,전신근육통,소화불량 등이 있었다.골수 억제에 의한
백혈구 감소가 12명(8.5%)이는 주로 zidovudine과 연관이 있는 것으
로 생각되며,indinavir의 사용과 관계된 신결석이 10명(7.1%)로 나타
났으며,단백분해효소 억제제 사용과 관련된 지방이영양증이 6명
(4.3%),간효소수치 상승 5명(3.5%),1명(0.1%)에서 발생한 젖산산증
은 stavudine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에이즈는 전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HIV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항레트로바이러스제의 종류만 30여 가지에 이르
고,기존의 약제와 새로운 계열의 다양한 약제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
다.그에 따라서 외국 중심의 매년 새로운 치료지침이 나오고 변경되
고 있다.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HIV 감염자의 발생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개발되는 다양한 약제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대규모의 에이즈 코호트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
라 환자에 맞는 적합한 치료 약제의 조합이나 용량,약제사용에 따른
부작용과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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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2005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HIV 감염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1997년 10월 이후 시행한
HAART를 처음 시행받은 141명에 대해 임상적 특성을 알아보고 치
료효과를 분석과 이와 관련된 요인을 찾아보고자 한 연구이다.
대상 환자들은 남자가 90.1%였고,연령은 20대에서 40대가 125명
(88.7%)으로 대부분이었고,감염경로는 116명(82.3%)이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었으며,HAART 시작 당시에 28명(19.9%)이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른 에이즈 정의질환을 동반하고 있었다.
초기 평균 CD4+T림프구수는 207cells/mm3이었고,HIV RNA viral
load는 4.85logcopies/mL였다.CD4+T 림프구수는 24주,48주 후에
각각 132cells/mm3,167cells/mm3만큼 증가했으며,HIV RNA viral
load는 24주 후 73%가 400copies/mL미만으로 유지되었고,48주 후
63.8%가 50copies/mL미만으로 유지되어 이전의 다른 연구결과들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HAART 시행 48주 이후 viralload가 50copies/mL
미만으로 감소한 군이 평균연령이 조금 많은 통계적 유의성(p=0.009)
을 보였으나 실제 평균 연령 차이는 크지 않았다.HAART 시행 후
24주째 viralload가 400copies/mL미만으로 감소 여부를 기준으로 분
석했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을 찾을 수 없었다.HAART 시
행 48주 후 면역학적 반응으로 CD4+T 림프구수가 100cells/mm3이
상 증가 여부를 기준으로 관련된 요인을 찾기 위한 분석결과로는 100
cells/mm3이상 증가한 군에서 초기 CD4+T 림프구수가 통계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여(p=0.01)초기 CD4+T 림프구수가 낮을수록 C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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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림프구가 증가하는 면역학적 반응은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12개월 동안 57명(40.4%)이 약제를 변경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
가 약제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었다.대상환자 141명에 대한 전체적인
부작용으로 증상으로는 오심 30명(21.3%),피부발진 11명(7.8%),복통
11명(7.8%)등의 결과를 보였고 이외에도 두통,전신근육통,소화불량
등이 있었다.zidovudine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골수 억제에
의한 백혈구 감소가 12명(8.5%),indinavir의 사용과 관계된 신결석이
10명(7.1%)로 나타났으며,단백분해효소 억제제 사용과 관련된 지방이
영양증이 6명(4.3%),간효소수치 상승 5명(3.5%),stavudine과 연관된
젖산산증이 1명(0.1%)에서 발생하였다.의무기록 분석을 통한 후향적
연구의 제한으로 약제별 부작용이나 순응도 등의 문제를 정확히 규명
할 수 없었다.현재 급격히 증가하고 점차 만성화 되어가는 HIV 감염
자들과 다양한 치료약제들이 개발 연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에서
도 장기간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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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aaaccckkkgggrrrooouuunnndddsss:Recently,2.1 persons perday are reported HIV
infectedandtotally morethan 4,000HIV infected personshave
been officially reported untilMarch 2006 in Korea.We started
highlyactiveantiretroviraltherapy(HAART)forHIV patientsfrom
1997.TheprevalenceofHIV infectionareincreasingrecently,data
ontheefficacyofantiretroviraltherapyarelimited.
MMMeeettthhhooodddsss:HIV infected patientstreated with HAART formore
than1yearwereincluded.Westudiedthetherapeuticresponseof
antiretroviraltherapyinthe141patientswithAIDS andwithout
previousantiretroviraltherapywhoweretreateduntilDec2005in
Severancehospital,Korea.
RRReeesssuuullltttsss:::UntilDec 2005,more than 450 were diagnosed H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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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ectedinSeverancehospital.AmongtheseHIV infectedpatients,
141patientsincluding 14femaleswereincluded.Atthetimeof
initiation ofHAART,28ofthe141patients(19.9%)haveAIDS
surveillancecasedefinitionconditions,74ofthe141patients(52.5%)
have other opportunistic infectious diseases. 121 of the 141
patients(85.8%)weretreatedwithPIbasedregimen,and20(14.2%)
weretreatedwithNNRTIbasedregimen.TheinitialmeanCD4T
cellcountwas207/mm3(interquartilerange73-299)andthemean
HIV RNA levelwas70,800copies/mL.After6monthsofHAART,
103 patients(73%) had fewer than 400 copies of HIV RNA
copies/mL.After12monthsofHAART,90patients(63.8%)had
fewerthan50copiesofHIV RNA copies/mL.Themeanincrease
in theCD4T cellcountfrom baselineto12monthswas143
cells/mm3.After12months,96patients(68.1%)hadincreasedmore
than100cells/mm3.HAART relatedadverseeffectsoccurredin57
ofthe141patients(40.4%).
CCCooonnncccllluuusssiiiooonnnsss:ThisreportthetherapeuticresponseofHAART in
KoreawhichtheprevalenceofHIV infectionisnow increasing.
Overall,the outcomes are similarto those in otherdeveloped
countries.Furtherlargescaleprospectivecohortstudyisneeded.

Key Words :HIV,HIV infection,highly active antiretrovir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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