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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으로 알아보는 HIV 확진자의 목소리 

�Patient Voice�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HIV 확진자, 일반인용 웹사이트 �LiVLife�를 

확인해 주십시오.



     콘돔을 빼지 말아 주십시오. 

(오럴 섹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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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4 양성세포는(CD4 양성 림프구라고도 함) 감염증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활동 

(면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세포입니다. 혈액검사에 의해 그 세포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CD4 양성 세포가 파괴되면 면역 활동이 약해져, 기회감영증*에 걸릴 

활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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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람에 따라 바이러스양이나 증상이 진행되는 속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치의의 설명을 잘 들어주십시오.

항HIV요법이란, 인간 면역 부전 바이러스(HIV)의 증식을 막는 항HIV약을 사용하여 

환자의, 바이러스양을 감소시키는 치료법입니다(ART=아트라고도 함). 치료에 의한 

효과는, CD4 양성세 포수나 바이러스양 등의 혈액 검사결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을 때마다 결과를 스스로 기록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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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계기로 HIV 감염이 판명된 경우에는 산모의 건강과 모자감염 예방을 

위해 임신 12주 이내를 포함하여 HIV 감염이 판명되면 가능한 한 조기에 항HIV

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택 약물은 일반적인 추천약과 조금 

다를 수 있으므로 HIV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매년, ‘항 HIV 요법 가이드라인: http://www.haart-support.jp/guideline.htm*’,

‘HIV 감염증 “치료 설명서”: http://www.hivjp.org/’ 등이 발행되며, 추천 약의 

조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20여 종류의 약제 중에서 복수의 약제를 

조합하여 사용한다’는 기본적인 방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는 일부 약의 

경우에는 두 약제를 조합한 치료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복수의 약제를 하나의 약제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며, 1일 1회 1∼2정을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제를 선택할 때는 각자의 상황에 맞춰,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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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예:  A형·B형·C형 간염, 
매독 등의 STD(성감염증), 
톡소플라스마증 등

HIV와 같은 경로로 감염되는 

질병의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예: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AST(GOT), 
ALT(GPT), γ-GTP, 
크레아티닌 등

현재 행해지고 있는 HIV 감염증의 치료는 복수의 항 HIV약을 조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 달에 10여만엔에서 20여만엔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이 밖에 별도의 질병 

치료를 받는 사람은 추가 비용이 듭니다. 귀하가 가입한 건강 보험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창구에서 지불하실 금액은 30%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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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의 시작이
어려운 경우

(증상에 따라서는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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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알람이나 진동을 설정하거나 인터넷 웹사이트의 리마인더 기능이나 서포트 

앱을 활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정한 시간에 복용하는 것을 잊지 않는 방법 

입니다.

혈액중 바이러스(HIV-RNA 양)이 아주 적어 현재 검사방식으로는 측정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바이러스양(HIV-RNA 양)을 검출한계 이하로 계속 억제하는 것이 치료 

목적이므로 지속적인 복용과 정기적인 통원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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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통해 바이러스양이 검출한계 이하의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파트너에게 HIV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고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파트너를 위해서 최적화된 치료를 계속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성감염 예방을 위해서라도 콘돔 등을 사용하여 안전한 섹스를 실천해 

주십시오.

 ＊ Alison J Rodger et al. JAMA 2016; 316:171-181

  Alison J Rodger et al. Lancet 2019; 393:2428-38

HIV 치료를 계속하면서 임신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단, 치료 상황, 상대방의 감염 

예방, 모자간의 감염 예방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를 하는 '계획 임신' 이 

중요합니다.

HIV에 감염된 여성의 경우, 임신했을 때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은 약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HIV에 감염된 남성의 경우, 혈중 바이러스양이 검출한계 이하인 상태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등,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어 있는 조건을 만족하면 자연 임신이 

가능합니다.1)

한편 계속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임 치료를 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2)

가까운 미래 또는 곧 임신, 출산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의사나 약사, 간호사 

들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남성이 HIV 양성일 경우:  인공수정, 체외수정을 하는 경우 정액 안에 있는 HIV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1) 2)

・여성이 HIV 양성일 경우:  서로 간의 감염 예방과 모자감염 예방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모두 HIV 양성일 경우도 포함하여 구체적인 방법이나 각각의 리스크, 인공 수정, 

체외수정 등의 대응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사나 약사, 간호사 들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더 안전한 계획 임신을 위해서는 평소에 확실히 피임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의학적 치료를 받지 않고 일반적인 성교로 임신하는 것을 가리킨다

인용:

1) NICE 가이드 라인;

 https://www.nice.org.uk/guidance/cg156/ifp/chapter/HIV-hepatitis-B-and-hepatitis-C

 (2020년 10월 열람)

2) 구지 나오아키 외 HIV 양성자의 생식의료에 관한 연구; 2017, 2015-2017년도 

후생노동행정추진조사사업비보조금(에이즈대책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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