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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부산은 타지역 대비 HCV 유병률이 높은 지역으로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HIV 양성자들을 대상으로
HCV 동시감염 실태를 조사하고, 지역 현황을 파악하여, HIV 감염자 및 관련 의료인들에게 HCV 바이
러스 검진 필요성 및 환자치료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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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내용


기 간 : 2019. 1. ~ 2019. 12.(1년)

대 상 : 부산관내 HIV 선별검사기관으로부터 의뢰된 검체(혈청)

시험내용(항목) 및 방법
<HIV 확인진단 검사>
- 항원검사법, 효소면역검사법(EIA 또는 ELISA), 웨스턴블롯(Western blot, WB)
<HCV 항체 및 RNA 분석>
- HIV가 확인된 양성검체
∙ELISA법으로 anti-HCV 확인
∙RNA를 추출하고 real-time PCR HCV RNA 정량분석
- 유전형 분석 : HCV RNA 정량분석된 검체에서 reverse transcrip PCR 증폭 후 염기서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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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HIV 확인진단 의뢰된 검체는 총 2,649건이며, 그 중 234건이 HIV 양성이었음. 의뢰기관별로는 병·의
원이 1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소 53건, 혈액원 7건, 병무청 3건순이었으며 남성은 179건으로
전체 양성건의 76.5%, 여성은 24건으로 10.3%를 차지하였으며 31건은 성별을 확인 할 수 없었음.
연령별로는 20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42건, 30대 29건, 60대 27건, 50대 19건, 70대 12건,
10대 2건 순이었으며 10대와 20대에서는 여성신규 감염자는 확인 할 수 없었으며 그 외 모든 연령대
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음

HIV를 그룹별로 분류해보면 HIV-1형은 228건, HIV-2형은 6건 확인되어 HIV 1형이 전체 양성건의
97.4%로 대다수를 차지

HIV 양성검체 234건에 대하여 HCV 항체 보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18과 2019년 검체에서 각 각
5건씩 총 10건에서 HCV 항체가 확인되어 4.3%의 양성률을 나타내었음
남성 5건, 여성 4건, 성별을 알 수 없는 경우가 1건으로 HIV양성자 수 대비 남성은 2.8%, 여성 16.7%
담당부서 : 감염병조사팀(☎051-309-2813)
팀장 : 박은희,
담당자 : 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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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 2건, 40대 2건, 50대 1건, 60대
2건으로 각 각 4.3%, 4.8%, 5.3%, 7.4%의 양성률을 나타내었음

HIV 양성으로 확인된 총 234건의 혈청에서 HCV 정량 분석한 결과 2018년 2건, 2019년 2건총 4건
(1.7%)에서 6.07E+04 ~ 3.08E+06 IU/ml HCV RNA가 검출되었으며 남성 2건, 여성 1건 외 1건은
성별을 확인 할 수 없었음. HCV RNA가 확인된 4건 중 3건은 HCV 항체도 같이 확인된 건이며, HCV
농도가 가장 높은 HIV-18-100는 바이러스 RNA만 검출되었으며 염기서열분석 결과 HCV genetype
1형의 subtype 1a로 확인(우리나라에서 분리율이 1%미만으로 알려져 있음)

본 연구를 통해 HIV 감염자에서의 HCV 항체 및 RNA 양성률이 비감염인보다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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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계방안

HCV 고위험군인 HIV 감염인에 대한 HCV 검사 필요성을 인지하여 감염 초기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
합병증 예방 및 질병의 진행에 따른 치료 부담 경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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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계획


부산시 및 관계기관에 연구결과물 공유

HIV/HCV 중복 감염에 대한 현황 제공

HIV 고위험집단(성소수자, 마약상습투여자)의 예방 홍보자료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