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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2.1 persons per day are reported to be HIV infected and totally more than 
4,500 HIV infected persons have been officially reported until 2006 in Korea. We started highly active 
antiretroviral therapy (HAART) for HIV patients from 1997. Data on the efficacy of antiretroviral therapy
are limited in Korea. 

HIV infected patients treated with HAART for more than 1 year were included. 
We studied the therapeutic response of antiretroviral therapy in patients with AIDS and without previous 
antiretroviral therapy who were treated until Dec 2005 in Severance hospital. 

More than 450 were diagnosed as HIV infected in Severance hospital. Among these HIV 
infected patients, 141 patients including 14 females were included. 121 of the 141 patients (85.8%) 
were treated with PI based regimen, and 20(14.2%) were treated with NNRTI based regimen. The initial 
mean CD4 T cell count was 207/mm3 (IQR 73-299) and the mean HIV RNA level was 70,800 copies/mL. 
After 6 months of HAART, 103 patients (73%) had fewer than 400 copies of HIV RNA copies/mL. After 
12 months of HAART, 90 patients (63.8%) had fewer than 50 copies of HIV RNA copies/mL. The mean
increase in the CD4 T cell count from baseline to 12 months was 143 cells/mm3. After 12 months, 96
patients (68.1%) had increased more than 100 cells/mm3. 

This report the therapeutic response of HAART in Korea which the prevalence of HIV 
infection is now increasing. Overall, the outcomes are similar to those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Further large scale prospective cohort study is needed.

HIV, HIV infection, Highly active antiretroviral therapy

년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의 실체가 밝혀진 이후로 감염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년 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만명 이상의 

감염자가 분포하고 있으며 년 년간 약 만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였고 국내에서도 감염자가 꾸준히 늘어

서 전체 감염자가 명을 넘어섰다

감염의 경과는 단백분해효소억제제를 포함한 항레

트로바이러스 치료제의 사용으로 감염자의 사망률과 이환

율의 현저한 감소를 통해 예후가 개선되었다 또한



역가의 정량화가 가능하게 되면서 예후와 치료 

반응을 좀 더 유용하게 평가하게 되었다 년 

에 대한 의 효과가 보고되었고 그 후 년 

을 포함한 제 병용요법이 시도되었으며

년에는 단백 전구체의 처리를 억제하

는 단백분해효소억제제가 도입되었다 단독요법과 

병용요법 혹은 서로 다른 병용요법들의 치료효과에 대한 

많은 보고가 있었다 아직까지는 지속적인 증식의 억

제와 내성을 나타내는 돌연변이 출현을 억제하는 점을 생

각할 때 단백분해효소억제제를 포함한 

의 임상적 유용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제가 언제까지 의 증식을 충분

히 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장기간의 치료효과와 안전성

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년 단백분해효소억제제가 도입되면서 에 

대한 많은 임상 결과가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년 

월부터 감염자 치료를 위하여 가 시도되었

다

본 연구는 국내 감염자들에 있어서 의 치

료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고 아울러 치료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년 월까

지 진료한 감염자 총 명 가운데 년 월 이후 

를 투여 받은 환자 가운데 이전의 항레트로바이

러스에 대한 치료력이 없으면서 및 

림프구 수의 정기적 측정이 가능한 명의 환자를 대상

으로 하였다

각 대상 환자들의 의무기록 분석을 통하여 기본적 특성 및 

감염경로 진단당시 에이즈 정의질환의 발생여부

에 사용된 항바이러스제의 종류를 파악하였다

의 치료효과를 보기 위해 치료전과 치료 후 

개월 개월째 

와 면역상태를 나타내는 

림프구수 를 조

사하였다

초기 림프구수와 정도에 따른 치

료 효과의 차이를 보고 그 외 성별 나이 감염경로 동반 

기회감염에 따른 치료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치료 효과는 년 미국 

의 치료지침을 참고하여 치료 후 

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림프구가 처음보다 적어

도 이상 증가하거나 역가가 개



     

월째 미만이거나 개월째 

미만으로 검출이 되지 않는 경우로 하였다

모든 자료의 통계분석은 개인용 컴퓨터 통계 프로그램 

를 이용하였으며 치료효과 분석을 위해서 

림프구수와 역가의 변화에 따라 치료 효과가 

있는 군과 효과가 없는 두 군으로 나누어 교차분석에서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년 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

서 감염으로 진단받은 명 중에 의무기록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명을 조사한 결과 명은 진단을 

받고 추적 관찰이 되지 않거나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없

이 추적관찰하고 있는 환자들이고 적어도 한 차례 이상 

를 시행받은 환자는 명이었다

이 중에 진단을 받고 적어도 개월 이상 항레트

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으면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며 추

적 관찰이 가능한 대상 환자 명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

펴보면 남자가 명 여자가 명 이었고 나

이별 분포를 보면 대가 명 대가 명

대가 명 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감염경로

를 살펴보면 명 중 명이 감염경로가 확인되었는데 

이 가운데 명 이 성접촉을 통한 감염으로 추정

되었고 이성접촉을 통한 경우가 명 동성접촉에 

의한 경우가 명 이었으며 명 이 혈액제제

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되었다 진단 당시에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따른 에이즈 정의질환을 동반한 경우는 명

이었고 폐포자충폐렴이 명 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명 이 에이즈 정의질환 이외의 구강 칸디

다증 잠복매독 모낭염 콘딜로마 등의 다른 기회 감염질

환을 동반하고 있었다

대상환자 명은 과거 치료력이 없는 환자들로 처방된 

를 살펴보면 단백분해효소억제제 기반 요법이 

예 에서 처방되었고 예 에서 비뉴클레

오시드 역전사억제제 기반 요법이 처방되었다

를 시작할 당시의 대상환자들의 림프

구의 평균값은 였고

역가 평균값은 

였다 시행 후 개월과 개월째의 

림프구 수 평균값 는 각각 과 

로 처음보다 증가하였다

역가는 전체적으로 개월과 개월째 각각 



만큼 감소하였다 

역가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시행 

개월째와 개월째 각각 명 명 에서 

역가가 미만으로 유지되었다 또한 개월과 

개월째 각각 명 명 에서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치료 효과는 시행 후 개월 후의 

림프구 수의 증가여부와 개월 이후의 역가의 

감소를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개월 후 명 에서 

림프구수가 이상 증가하였고

명 에서 개월 이후 역가가 

미만이었고 개월 이후에 명 에

서 미만으로 검사 방법으로 측정되지 않는 

결과를 나타냈다

림프구수가 개월 이후에 

이상 증가를 기준으로 반응이 있는 군과 반응이 

없는 군으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관련된 인자로 

시작 시점의 림프구수가 적을수록 개월 후에 

이상 증가와 관련이 있었으나 그 

이외 성별 연령별 진단 당시 에이즈 정의질환이나 다른 

기회감염질환 동반 여부 치료 약제 변경 여부 및 초기 

역가 등과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

역가가 시행후 개월 개월째 치료

반응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치료 개월째 역가가 

이하로 유지된 군에서 연령이 조금 더 많았으나

그 이외는 개월과 개월째 치료 반응 유무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성별 연령별 진단 당시 에이즈 정의

질환이나 다른 기회감염질환 동반 여부 치료 약제 변경 여

부 초기 림프구수 및 초기 역가 약제 

조합의 종류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

감염에 대한 치료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를 

병합하는 요법인 를 시행받은 명 가운데 명

이 개월 치료 중 약제를 변경하였다 약제를 변

경한 주된 이유는 항레트로바이러스제의 부작용과 관련된 

것이었다 항레트로바이러스제와 관련되어 나타난 주요 

부작용으로 오심 명 피부 발진 명 복

통 명 설사 명 등의 증상을 보였고 백혈구 

감소 명 빈혈 명 신장결석 예



     

지방이영양증 명 간기능 이상 명 젖산산

증 명 등의 이유로 약제 변경을 하였다 그 이외에 

나타난 약제 관련 부작용으로 판단되는 증상들로는 두통

어지러움증 위장관 불편감 수면장애 등이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감

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로 년 월까지 연세대학

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감염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년 월 이후 시행한 를 

처음 시행 받은 환자들의 치료효과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

된 요인을 찾아보고자 한 연구이다

감염자의 임상적 특징은 인종 지역 등에 따라 다

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감염자들에 대한 

역학적 특징에 대한 연구로는 년 김 등 이 년

부터 년 월까지 로 진단받은 명의 환자를 분

석한 결과 가 남성이었고 가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었으며 가장 흔한 기회 감염질환으로는 폐포자충

폐렴 결핵 칸디다증 등이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 

환자들의 역학적 특징도 남자가 로 대부분을 차지하

였고 연령별로는 대부분이 성적으로 활발한 대에서 

대가 를 차지했으나 대에서 대까지 연령을 가리

지 않고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염 경로

는 확인이 가능한 환자 중 가 성접촉을 통한 감염이

고 이 가운데 동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를 차지해 기

존의 역학적 특징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명

이 혈액제제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되었는데 모두 해외

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의 사례와 다른 점은 

주사기를 통한 감염자가 없었는데 이는 아직 우리나라에

서 마약의 유통이 제한적이고 주사기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측면이 관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국내

에서도 마약 주사기를 통한 감염 사례가 이미 보고



되었고 점차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하다

치료 시작 당시에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따른 에이즈 정

의 질환은 약 에서 있었고 폐포자충폐렴이 로 제

일 많았지만 다른 기회 감염질환까지 포함하면 가 

기회 감염질환을 동반하고 있어 를 시작하기 전 

기회감염질환에 대한 충분한 검사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

다 처방된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살펴보면 단백분해효소

억제제 기반 요법이 명 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를 포함한 처방이 명 으로 가장 많이 되었

는데 최근의 치료지침에서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대신 를 포함하는 강화된 단백분해효소억제

제의 사용을 추천하고 있다

감염에 대한 치료로 현재까지는 단백분해효소억제

제를 포함한 항레트로바이러스제의 병합요법인 의 

임상적 유용성이 높은 상황이다 년대 후반의 

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년 등 이 

로 개월 동안 치료한 경우 에서 역가가 

미만으로 감소하였고 치료 효과의 지속성도 

주간 지속됨을 보고하였다 그 후 년에 동일 저자 등

에 의해 치료의 년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명의 환자 중 명인 에서 

역가가 미만으로 감소하였고

에서 역가가 미만으로 감소함을 보고하

였다 이로써 를 시행한 환자의 에서 적어도 

년 동안은 증식을 억제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 외 등 도 년 로 

분석을 한 결과 주 후 에서 역가가 

미만으로 감소하였고 에서 역가가 

미만으로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는 년 후반기부터 가 시작되었으

나 그 치료효과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다 년에 

홍 등 이 감염자 명을 대상으로 항레트로바이러

스제 제를 병합한 요법으로 개월 치료 후 명에서 역가

가 측정 불가능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림프구수

는 만큼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 년에 

이 등 은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개월 이상 치료받은 

명에 대한 치료효과를 분석한 결과 는 

만큼 감소했고 림프구수는 

만큼 증가했으며 에서 개월 이내에 

역가가 측정범위 아래로 떨어진 결과를 보고하였다

최근 미국에서의 연구결과를 보면 등 은 

년에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력이 없는 명의 감

염자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계열을 이용한 를 시

행하여 비교한 결과 초기 평균 림프구수는 

역가는 였고

주 후 에서 역가가 미만으로 감소하였

고 주 후에는 서로 다른 병합이었지만 대상환자의 

전후로 역가가 미만으로 유지되었으며 

림프구수는 주 주 후 각각 평균 

만큼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등

이 최근에 항레트로바이러스 제 병합요법을 사용한 

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주 후 평균 

에서 역가는 미만으로 유지되었고 최근

의 연구일수록 그 치료효과가 좋았으며 림프구

수는 병합된 약제의 조합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에서 만큼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

서 림프구수는 주 주 후에 각각 

만큼 증가했으며 역가는 

주 후 가 미만으로 유지되었고 주 

후 가 미만으로 유지되어 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치료효과와 관련된 요인으로 등 은 주 후 

역가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것과 관련해서 

시작 당시의  역가나 림프

구수 서로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의 조합 등은 영향을 

주지 않으며 환자가 복용하는 알약의 숫자가 많을수록 치

료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행 주 이후 역가가 미만으로 

감소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대상환자들의 성별 평

균 연령 전파방법 초기 림프구수

역가 치료 당시 기회 감염질환 동반 여부 약제 변경 여

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다른 요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요인이 없었고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조합에 따

른 차이도 없었으며 미만으로 감소한 군이 

통계적으로 평균연령이 조금 많았으나 실제 평

균 연령 차이는 크지 않았다 시행 주 후 면역

학적 반응으로 림프구수가 이상 

증가 여부를 기준으로 관련된 요인을 찾기 위한 분석결과

로는 이상 증가한 군에서 초기 

림프구수가 통계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여 초기 

림프구수가 낮을수록 림프구가 증가

하는 면역학적 반응은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

구에서 환자들이 복용한 알약 숫자와 치료반응과의 관계

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지 못했다

감염자에 있어서 항레트로바이러스제의 치료효과

로 감염이 만성질환이 되고 장기간 약제를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적절한 치료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약제의 순응도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개월 투약기간 동안 약 가 약제를 변경하

였는데 그 주된 이유가 약제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었다

국내에서는 년 이 등 의 연구에 의하면 명의 환

자를 대상으로 년부터 년까지 후향적으로 약제 

부작용의 종류와 빈도를 조사한 결과 가운데 대표적으로 

은 골수 억제 위장관계 증상 등을 포함하여 

의 경우 고빌리루빈혈증 측배통을 포함하

여 의 부작용 등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소화기 증상과 피부발진이 많았고 이외에 두통 전신근육

통 소화불량 등이 있었으나 의무기록 분석을 통한 후향적 

연구의 제한점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종류별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기존의 각 

약제에 따른 부작용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골수 억제에 의

한 백혈구 감소 신결석 단백분해효소 억제제 사용과 관

련된 지방이영양증 젖산산증 등의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

다

현재 에이즈는 전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감염

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항레트로바이러스제의 

종류만 여 가지에 이르고 기존의 약제와 새로운 계열의 

다양한 약제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외국 

중심의 매년 새로운 치료지침이 나오고 변경되고 있다 우

리나라도 계속적으로 감염자의 발생이 하루가 다르

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개발되는 다양한 약제들을 모

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대규모의 에이즈 코

호트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환자에 맞는 적합한 치료 

약제의 조합이나 용량 약제사용에 따른 부작용과 순응도

를 높이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감염자가 만명을 넘

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하루에 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

생하며 년까지 누적 감염자가 명을 넘고 있다

여러 가지 항레트로바이러스제가 개발된 이후 우리나라에

서는 년부터 감염자에 대한 제 병합요법이 시

작되었으나 그 효과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는 미미한 실

정으로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년 월까지 진료한 감염자 중 년 월이후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를 투여 받은 환자 가운데 이전

의 항레트로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력이 없으면서 년 이상 

및 림프구 수의 정기적인 측정인 가

능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임상적인 특징과 개월과 개월째 에 대한 

치료효과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세브란스병원에서 년 월까지 명이 에

이즈로 진료를 받았고 년 이후 를 시행받으

면서 년 이상 및 림프구수의 정기적

인 측정이 가능한 환자는 명으로 명 이 남자

였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대가 명 대가 

명 로 가장 많았다 시작 당시에 명

이 에이즈 정의질환을 동반하고 있었고 명 은 

에이즈 정의질환은 아니지만 기회감염을 동반하고 있었다

명 의 환자에게 단백분해효소억제제를 기반으로 

하는 처방이 이루어졌고 명 의 환자에게는 비뉴

클레오시드 역전사억제제를 기반으로 하는 처방이 이루어

졌다 치료 시작 당시 림프구수는 평균 

였고 평균 는 

였다 시행 개월 후에 

평균 림프구는 증가하였고 명

에서 이상의 증가를 나타냈다 치료

반응에 따라 두 군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개월 후 

이상 증가한 군이 초기 림프구수

가 적었다 바이러스는 치료 당시보다 

개월후에 만큼 감소하였고 개월 후

에는 만큼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그리

고 시행 후 는 개월째 명 이 

미만의 결과를 보였고 개월 후 명

에서 미만으로 측정되지 않는 결과

를 나타냈다 를 치료반응에 따라 두 군으로 나

누어 비교한 결과 개월째는 두 군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개월 후에는 미만인 군이 나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환자 명 가운데 초기 

처방을 중간에 변경한 경우가 명 이었고 처방 변

경의 주된 이유는 약제 부작용과 관련된 것이었다

국내에서 에이즈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 치료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존

의 치료 결과와 유사한 성적을 보였다 앞으로 대규모의 

코호트 연구를 통해 국내 에이즈 환자들의 특성 규명과 

이에 알맞은 치료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