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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Since the introduction of HAART (Highly Active Anti-Retroviral Therapy), metabolic complications have been reported with varying prevalence. We performed a retrospective study to evaluate
the incidence and risk factors of metabolic complications arising in Korean HIV/AIDS patients.
Materials and methods : 66 HIV positive patients on combination therapy between 1998 June to
2002 June with at least 1 protease inhibitor (PI) or/and Non-nucleoside reverse transcriptase inhibitors (NNRTI) were reviewed. Hyperglycemia was defined as serum glucose >140 mg/dL on 2 or
more occasions; diabetes as any random serum glucose >200 mg/dl; hypercholesterolemia as serum
cholesterol >240 mg/dL; hypertriglyceridemia as serum triglyceride >200 mg/dL. We used SPSS version 9.0 for statistical analysis. One way ANOVA was used to compare the treatment groups.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for risk factor analysis.
Results : 66 patients were analyzed and total duration of follow up was 138 patient-years. The incidence of metabolic complication was 20.3%. Incidence of hypertriglyceridemia, hypercholesterolemia,
hyperglycemia, and diabetes were 12.3%, 5.8%. 1.4%, 4.3% respectively. On risk factor analysis,
factors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metabolic complication were age >35 years (P= 0.020)
3
and baseline serum triglyceride >140 mg/dL (P=0.001). Baseline CD4 count <170/mm (P= 0.054)
and use of stavudine >6 months (P=0.055) were associated with development of metabolic complications with borderline significance.
Conclusion : The incidence of metabolic complication among Korean HIV/AIDS patients receiving
HAART is 20.3%. Older age and high baseline triglyceride were risk factors for development of
metabolic complications.
Key Words : Hyperglycemia, Hypercholesterolemia, Highly active anti-retroviral therapy, HIV
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 약제에 의한

서

론

단기 부작용뿐만 아니라 장기 부작용에 대한 보고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장기간 다제요법을 받는 환자

HIV 감염환자의 치료에 쓰이는 항레트로바이러스 다

들에게서 당뇨 및 내당능 이상을 포함한 당대사이상, 고

제요법은 1995년에 도입된 이후 효과적인 바이러스 혈중

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및 체지방 분포의 이상

농도 조절, 면역 증강을 통한 유의한 사망률 감소, 기회감

이 생김을 여러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다.

염 감소를 가져옴으로써 HIV 감염환자의 치료의 근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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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련의 대사이상 증후군에 관한 연구는 주로
백인 인구를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자들에 따라 유병율을
적게는 3%에서 많게는 83%까지 보고하고 있다(1, 2).
여러 문헌에서 고중성지방혈증의 빈도는 19%에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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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다양하게 보고하고 있으며(1-3), 당대사 이상은
5-23% (1-4), 고콜레스테롤혈증은 8%-57% 정도로 보고

3. 대사이상증후군의 정의
대사이상증후군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

하고 있다(1, 2, 4, 5).
이렇게 유병율이 다양한 이유는 대사이상 증후군에 대

1) 당대사 이상 및 당뇨병

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 연구마다 대사이상 증후

추적 관찰 기간 중 측정한 혈중 당수치가 2번 이상

군의 정의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연구 방법, 연구 대상,

140 mg/dL이거나 한 번이라도 무작위 혈중 당수치가

연구에 쓰인 치료 약제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200 mg/dL 이상이면 전자를 고혈당군, 후자를 당뇨병이

항레트로바이러스 다제요법에 의한 대사합병증의 높은

라 정의하였다.

빈도 및 유병율은 체형 변화에 의한 순응도 저하, 그리고
심혈관계 합병증의 위험성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하

2) 고콜레스테롤혈증

였다.

혈중콜레스테롤 농도 240 mg/dL 이상을 고콜레스테롤

서울대학병원에서는 1998년 중반에 항레트로바이러스

혈증으로 정의하고 추적 관찰 기간 중 혈중 콜레스테롤

다제요법이 도입되었다. 현재까지 약 4년간 항레트로바이

농도가 3번 이상 연속적으로 240 mg/dL 이상인 경우를

러스 다제요법을 시행해 왔으나, 우리나라에서 HIV 감염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콜레스테롤 상승으로 간주하고 이

환자에서 발생하는 대사합병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

를 고콜레스테롤군이라 하였다.

어지지 않았다.
저자들은 항레트로바이러스 다제요법을 받고 있는 우
리나라 HIV 감염환자들에게서 발생하는 대사합병증의 빈
도를 알아보고자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3) 고중성지방혈증
혈중 중성지방농도 200 mg/dL 이상을 고중성지방혈증
으로 정의하였다. 추적 관찰 기간 중 혈중 중성지방 농도
가 3번 이상 연속적으로 200 mg/dL이거나 한 번이라도

재료 및 방법

500 mg/dL 이상인 경우를 고중성지방군으로 정의하였다.
(1) 통계분석

1. 대 상

SPSS 9.0 version을 이용하였다. 합병증이 발생한 군

1998년 6월부터 2002년 7월 사이에 2가지의 뉴클레오

과 발생하지 않은 군 간의 기저 검사값 및 약물 치료 기

시드 역전사효소 억제제와 단백분해효소 억제제 또는 2

간, 추적 관찰 기간 중 검사값의 변화는 Student's-t test

가지의 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억제제와 비뉴클레오시

를 이용하여 교차비교분석을 하였다. 단백분해효소 억제

드 역전사효소 억제제를 포함한 3가지 이상의 약제로 다

제와 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억제제로 다제요법을 받

제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로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적으

은 군, 비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억제제와 뉴클레오시

로 치료 받고, 치료 기간 중 혈중 당농도, 혈중 콜레스테

드 역전사효소 억제제로 다제요법을 받은 군, 단백분해효

롤, 혈중 중성지방 농도를 적어도 세 번 이상 측정한 환

소 억제제와 뉴클래오시드 역전사효소 억제제의 다제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법 후 비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억제제와 뉴클레오시
드 역전사효소 억제제로 다제요법을 받은 전환 치료 군

2. 자료 수집 및 연구 방법
환자의 외래 및 입원 의무 기록 및 전산화 시스템에

간의 임상적 특징 및 검사값 비교에는 one way ANOVA
분석을 이용하였다.

저장된 자료를 바탕으로 환자의 나이, 성별, 감염경로, 항

대사합병증의 발생에 관여하는 위험 인자 평가를 위하

레트로바이러스 다제요법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질병 이

여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였

환 기간, 치료 기간, 치료 시작 전후의 몸무게, 항바이러

다.

스 약제 이외의 동시 복용 약제 유무 및 동반 질환을 조

결

사하였다.

과

CD4 수, HIV RNA 혈중 농도, 혈중 당 농도 , 혈중 중
성지방농도,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의 검사 결과를 분석하

1.환자들의 특성
분석 대상에 포함된 환자수는 66명이었고 138 patient-

였다.

year를 추적 관찰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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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상적 특징 및 분포는 다음과 같다(Table 1).
대사합병증이 발생한 군과 발생하지 않은 군간 치료
전 HIV RNA 혈중 농도, CD4 수, 다제요법의 기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억제제, 단백분효소 억
제제, 항레트로바이러스 다제요법을 받은 총기간에도 차
이가 없었다.
다제요법에 포함된 약제에 따른 환자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가지의 단백분해효소 억제제와 2가지의 뉴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66 HIV patients
Age (mean±SD, years)
Sex (No,%)
Male
Female
Body weight (kg)
Route of transmission (No,%)
Homosexual
Heterosexsual
IV drug abuse
Transfusion
Hemophlia
Disease duration (Months)
Number of patients on treatment before
*
HAART (No, %)
†
NRTI
‡
NNRTI
§
PI
Comorbidity (No.)
Cardiovascular disease
Seizure disorder
Steroid abuse

37.4±13.0
55/66 (83.3)
11/66 (16.6)
59.3±9.25

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억제제의 다제요법을 받은 환자
가 44명, 1가지의 비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억제제와 2
가지의 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억제제의 다제요법을
받은 환자가 11명, 2가지의 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억
제제와 단백분해효소 억제제의 다제요법을 받은 후 비뉴
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억제제와 2가지의 뉴클레오시드

10/66 (15.15)
51/66 (77.3)
0/66 ( 0 )
3/66 ( 4.5)
2/66 ( 3 )
32.92± 35.6

역전사효소 억제제 다제요법으로 바꾸어 치료를 받은 환
자가 11명이었다.
비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억제제와 뉴클레오시드 역
전사효소 억제제의 다제요법으로 치료 받은 군에서는
17.6 patient-year 중 4명의 환자에서 대사합병증이 22.7

26/66 (39.3)
1/66 ( 1.5)
1/66 ( 1.5)
0/62
1/66
0/61

*

Highly Active Anti-Retroviral Therapy
†
Nucleoside reverse transcriptase inhibitors
‡
Non-nucleoside reverse transcriptase inhibitors
§
Protease inhibitors

%의 빈도로 발생하였으며, 단백분해효소 억제제와 뉴클
레오시드 역전사효소억제제의 다제요법으로 치료 받은
군에서는 91.4 patient-year 중 20명에서 21.9%의 빈도로,
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억제제와 단백분해효소 억제제
다제요법으로 치료 받은 후, 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억
제제와 비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억제제의 다제요법으
로 전환하여 치료 받은 군에서는 32.7 patient-year 중 5
명의 환자에서 15.2%의 빈도로 대사합병증이 발생하였다

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Baseline Laboratory Values in 3 Treatment Groups
Group 1* (N=44)
Incidence of metabolic complication (%)
Age (mean±SD, years)
Disease duration (month)
Basal body weight (kg)
Treatment duration (month)
HAART
Zidovudine
Stavudine
Lamivudine
Didanosine
Basal Laboratory markers
HIV RNA (log10 copies/ml)
3)
CD4count (cells//mm
Chemistry values (mg/dL)
Cholesterol
Triglyceride
§
HDL-cholesterol
∥
LDL-cholesterol
Glucose

Group 2† (N=11)

Group 3‡ (N=11)

P-value

21.9
36.4±12.5
34.3±34.4
59.0±9.5

22.7
40.5±13.1
35.5±48.9
56.0±7.5

15.2
37.2±16.1
23.2±27.7
61.3±8.6

NS¶
NS
NS
NS

24.2±24.2
31.6±27.5
2.1±5.46
23.9±10.2
7.09±12.0

19.5±7.9
11.9±10.4
6.5±9.8
17.7±8.4
6.3±11.7

36.2±12.1
19.6±15.0
11.8±9.2
24.4±13.6
8.3±9.8

0.005
NS
NS
NS
NS

5.24±5.62
191.8±129.2

5.05±5.40
222.8±153.2

5.52±5.52
145.7±122.4

NS
NS

156.0±31.3
157.5±84.4
38.8±14.7
90.5±29.1
101.1±33.1

151.5±23.8
168.1±61.0
39.4±10.5
78.6±21.1
98.4±17.5

172.5±30.6
165.2±107.2
41.7±8.8
97.7±27.5
99.7±12.8

NS
NS
NS
NS
NS

*
Group1 : Patients treated with 2NRTI's＋PI, †Group 2 : Patients treated with 2 NRTI's＋NNRTI, ‡Group 3 : Patients treated with 2 NRTI's＋PI then
§
∥
changed to 2 NRTI's＋NNRTI,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calculated from LDL-cholesterol=total
¶
cholesterol - (triglyceride/5＋HDL-cholesterol), NS :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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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에서 의미있는 대사합병증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 발생

단백분해효소 억제제와 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억제

하였으며 그 빈도는 20.2%였다. 고콜레스테롤혈증의 빈도

제의 다제요법으로 치료 받다가 비뉴클레오시드 역전사

는 5.1%였으며, 고중성지방혈증의 빈도는 12.3%였다. 이

효소 억제제와 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억제제의 다제

중 8명의 환자에서는 450 mg/dL 이상의 고중성지방혈증

요법으로 바꾼 군에서 평균 단백분해효소 억제제의 사용

이 발생하였다.

기간은 11.6개월이었다. 비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억제

당뇨는 6명의 환자에서 4.3%의 빈도로 발생하였으며,

제와 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억제제의 다제요법으로

고혈당증은 2명의 환자에서 발생하였다. 합병증이 생긴

치료 받은 군에서 치료 기간은 19.8개월이었으며, 단백분

28명 중 6명은 2가지 이상의 대사이상을 동반하였다

해효소 억제제와 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억제제의 다제

(Table 3).

요법으로 치료 받은 군의 치료 기간은 24.7개월이었다.

Table 4에서는 합병증이 발생한 군(Group 1)과 발생

항레트로바이러스 다제요법을 받는 도중 27명(39.4%)

하지 않은 군(Group 2)에서의 임상상을 정리하였다.

이 두 가지 이상의 단백분해효소 억제제로 치료 받은 경

Student's t-test를 시행하여 양 군간 교차비교분석을

험이 있었고, 12명(18.2%)이 3가지 이상의 단백분해효소

하였을 때 합병증이 생긴 군에서 진단 당시 나이가 더

억제제로 치료 받은 경험이 있었다. 66명 중 26명(39.4%)

많았으며 치료 시작 전 몸무게가 더 많았다.

의 환자가 1가지 이상의

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억제

제로 치료 받은 경험이 있었다.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와 중성지방농도는 치료 시작 후
3개월 시점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계속 유지됨을 볼 수

항레트로바이러스 다제요법을 시작하기 전 14명은

있었다. 합병증이 생긴 군에서 기저 혈중 당수치가 높았

zidovudine으로 치료 받고 있었으며, 5명은 didanosine만

으나, 다중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이것이 대사합병증의

으로, 7명은 zidovudine과 didanosine을 병용하여 치료 받

빈도를 증가시키는 위험인자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혈중

고 있었다. 2명은 연구에 포함된 시점 전에 단백분해효소

고밀도지방은 양 군에서 치료 시작시점부터 증가함을 볼

억제제로 치료 받은 경험이 있었다.

수 있다(Figure 1, Table 5).

진단 당시 평균 나이는 36.9세였으며, 치료 시작 당시

대사합병증이 발생한 군과 발생하지 않은 군에서

쓰

평균 질병 이환 기간은 32.3(±SD 30.2)개월이었다.
Table 4. Clinical Characteristics between Groups with
Metabolic Complication and without Complication

2. 대사합병증

*

Group 1
(N=28)

총 138 patient-year의 추적 관찰 기간 중 28명의 환자

Table 3. Incidence of Metabolic Complications*
Total patient follow up (patient years)
At least 1 metabolic complication (%)
Hypertriglyceridemia
>200 mg/dL
>400 mg/dL
>750 mg/dL
>1200 mg/dL
Hypercholesterolemia
>240 mg/dL
>300 mg/dL
>400 mg/dL
Hyperglycemia
DM
More than 2 complications
Hypercholesterolemia & hypertriglyceridemia
Hypertriglyceridemia& hyperglycemia
Hypertriglyceridemia & DM
Hypertriglyceridemia, DM, hypercholesterolemia
*

Number of patients per 100 patient-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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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138
28 (20.3)
17 (12.3)
9 ( 6.52)
5 ( 3.6)
2 ( 1.45)
1 ( 0.7)
8 ( 5.8)
6 ( 4.3)
1 ( 0.7)
1 ( 0.7)
2 ( 1.45)
6 ( 4.3)
6 ( 4.3)
2 ( 1.45)
1 ( 0.7)
2 ( 1.45)
1 ( 0.7)

Age (years)
41.32±13.81
Sex (%)
Male
22/28 (78.6)
Female
6/28 (21.4)
Body weight (kg)
Basal
60.54±10.26
Final
63.36±10.94
Disease duration (Month) 40.85 (39.0)
Previous therapy
‡
NRTI
10/28
§
NNRTI
0/28
ll
1/28
PI
Treatment duration (Month)
¶
HAART
25.4±11.5
NRTI
38.1±26.8
NNRTI
4.5±8.0
PI
21.1±12.7
*

Group 2†
(N=38)

P value

34.5±11.72

0.034

33/38 (86.8)
5/38 (13.2)

NS

58.26±8.36
56.85±12.79
27.07 (32.25)

NS
0.052
NS

13/38
1/38
0/38
25.4±11.5
34.9±21.5
5.5±9.2
20.5±12.9

Group 1 : Patients with metabolic complications
Goup 2 : Patients without metabolic complications
Nucleoside reverse transcriptase inhibitors
§
Non-nucleoside reverse transcriptase inhibitors
ll
Protease inhibitors
¶
Highly active anti retroviral therapy
**
NS : not significant
†
‡

**

NS
NS
NS
NS

인 약제별 종류와 총 사용 기간의 누적일수를 살펴보았
을 때 양 군간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Figure 2).
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억제제와 단백분해효소 억제

자는 21.2% (14/66)명이었다.
비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억제제는 efavirenz가 21명
에서 쓰이고 nevirapine이 1명의 환자에서 쓰였다.

제 다제요법에 가장 많이 쓰인 약제는 zidovudine, lami-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대사합병증의 발생에 기

vudine, indinavir로 34.8% (23/66명)의 환자에서 쓰였다.

여하는 위험인자는 35세 이상의 나이(P=0.020), 기저 혈중

Zidovudine, lamivudine, nelfinavir로 다제요법을 받은 환

중성지방 농도가 140 mg/dL 이상(P=0.001)이었다. 치료

Figure 1. Laboratory changes during treatment
between in patient groups with metabolic complication
and without complication.
―
•― Group with metabolic complication
―
▴― Group without metabolic complication

우리나라 HIV감염환자에서 발생하는 대사합병증 Vol.36, August 2004

201

Table 5. Change in Laboratory Values in Patient Groups
with Metabolic Complication and without Complication

대사이상, 지방이영양증 등 대사합병증의 빈도가 증가하

Patients with Patients without
P
metabolic
metabolic
complication complication value
(N=28)
(N=38)

지질대사 이상은 고중성지방혈증, 고콜레스테롤혈증,

HIV RNA (log10 copies/ml) 5.36±5.46
5.22±5.64
3
CD4 count (/mm )
174.85±137.6 217.34±177.86
Cholesterol (mg/dL)
155.9±31.05 162.2±32.0
Triglyceride (mg/dL)
194.9±92.5 139.66±70.3
*
HDL-chol (mg/dL)
37.76±14.9
40.94±13.74
Glucose (mg/dL)
109.0±38.7
94.02±14.1
†l
LDL-chol (mg/dL)
87.4±35.0
93.3±22.7
Undetectable HIV RNA
18/28 (64.2) 26/38 (68.4)
Changes in laboratory
markers during treatment
△HIV RNA
-5.30±5.63 -5.18±5.63
(log10 copies/ml)
3
△CD4 count(/mm ) 184.78±136.0 149.21±141.61
△cholesterol
49.46±65.59
5.76±35.42
△Triglyceride
145.07±209.46 1.73±78.87
△HDL-chol
10.77±16.80
4.52±15.16
△glucose
-1.96±28.92
0.84±16.64
△Cholesterol/1 month 3.23±7.55
0.31±2.44
△Triglyceride/month
9.53±21.90
0.24±4.44
△HDL-chol/month
0.51±0.91
0.20±1.11
△Glucose/month
-4.5±1.10
0.13±0.86
*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
rol, NS : not significant

NS‡
NS
NS
0.050
NS
0.010
0.018

고 있다.
고밀도지질단백 콜레스테롤 감소, 저밀도지질단백 콜레스
테롤 증가를 특징으로 한다. 특히, 지질대사이상은 단백
분해효소 억제제를 포함하는 약제로 치료를 받은 환자에
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1, 6). 여러 단
면 연구와 장기관찰 연구에서 보고하는 지질대사이상과
당대사이상 및 지방이영양증의 발생률 및 유병률은 1년
치료시 평균적으로 50% 전후이다(1, 4, 7).
저자들의 연구에서, 항레트로바이러스 다제요법으로 1
년 치료하였을 때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대사합병증이

NS
NS
0.001
0.000
NS
0.053
0.026
0.002
NS
NS

†

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

생기는 빈도는 약 20%였다. 이 중 중등도 이상의 고콜레
스테롤혈증(serum cholesterol >400 mg/dL) 및 고중성지
방지혈증(serum TG >750 mg/dL)이 발생한 빈도는 각각
0.7%, 2.1%로 외국에서 보고하는 빈도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2).
대사합병증의 빈도는 단백분해효소 억제제와 역전사효
소 억제제로 다제요법을 받은 군과 비뉴클레오시드 역전
사효소 억제제와 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억제제로 다
제요법을 받은 군에서 각각 21.9%와 22.7%였으며 양 군
간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뉴클레오시
드 역전사효소 억제제와 단백분해효소 억제제의 다제요
법 후 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억제제와 비뉴클레오시
드 역전사효소억제제 다제요법으로 바꾼 환자군에서 대
사합병증의 빈도는 15.2%로 단백분해효소 억제제만을 포
함한 다제요법으로 치료받은 환자군보다 낮기는 하였지
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이는 efavirenz가 대사이상에
기여하였거나, efavirenz로 바꾼 후에도 단백분해효소 억
제제로 인하여 생긴 대사이상이 교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비뉴클레오사이드 역전사효소 억제제가 대사합병증의
발생에 기여하는지에 대하여는 상반된 보고들이 나오고
있다(8).

Figure 2. Cumulative duration of anti-retroviral agents use
in patient groups with Metabolic Complication and without
Complication.

Estrada 등은 단백분해효소 억제제로 치료하다가 efavirenz로 바꾼 후 1년이 지나도 이전에 단백분해효소 억
제제에 의해 생긴 지질대사이상, 인슐린 저항성, 체지방분

3

시작 전 적은 CD4 수(<170/mm , P=0.054)와 6개월 이상
의 stavudine치료(P=0.055)는 경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포의 이상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9).
또, 최근 시행된 한 연구에서는, 한 번도 치료를 받지
않은 HIV감염 환자군을 대상으로 각각 nelfinavir와

고

찰

efavirenz를 투여하였을 때 양군에서 혈중 지질농도가 비
슷하게 상승하였으며, 혈중 중성지방농도는 통계적으로

HIV 감염증으로 치료 받는 환자에서 당대사이상,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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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지는 않지만, efavirenz를 사용한 군에서 더 상승하

였다고 보고하였다(8, 10).

양군간 차이는 없었다. 또한 다른 여러 연구들에서도 대

한편, Mauss 등과 Carr 등은 비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
소 억제제의 사용이 대사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하여 상반된 주장을 제시한 바 있다(11, 12).
항레트로바이러스 다제요법 시작 후 첫 대사 합병증이

사 이상이 바이러스 농도와 CD4 수 증가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증명된 바 있다(3, 15, 17).
저자들은 본 연구가 내포한 몇 가지 한계점을 지적하
고자 한다.

나타나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13개월이었으며, 이후에 시

첫째, 기저 중성지방농도 및 고밀도지질단백 콜레스테

간이 더 지남에 따라 합병증의 발생율이 증가하지는 않

롤 농도가 측정이 안된 환자들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치

았다. 합병증이 발생한 군에서 치료 시작 후 첫 3개월 후

료 전 이미 고중성지방혈증을 갖고 있던 환자가 포함되

시점부터 기저치보다 혈당 및 혈중지질농도가 증가하기

어 발생 빈도가 높아진 것처럼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착오를 보정하기 위하여, 저자들은 처음 측정

대사합병증이 발생한 군과 발생하지 않은 군에서 단변

된 화학검사 값과 연구 종결 시점 직전의 마지막 화학검

수 분석을 시행하여 비교하였을 때, 양군간에는 나이와

사 값의 차이를 기간으로 보정하여 양군을 비교하였다.

추적 관찰시 몸무게, 기저혈당 농도, 기저 중성지방 농도

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

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양군간 단백분해효소 억제제나

었다.

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억제제의 사용 기간, 다제요법의

둘째, 혈중 농도가 공복시에 채혈이 안된 환자들이 포

기간 및 다제요법에 포함된 약제군에는 차이가 없었다.

함된 것이다. 혈중 콜레스테롤은 식사 유무에 따라 채혈

대사합병증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를 대상으로 다중분석

당시의 농도가 크게 변하지는 않지만, 혈중 중성지방농도

을 시행하였을 때 위험인자는 나이(>35세)와 혈중 기저

는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식후에 채혈을 한 경우

중성지방농도(>14 0mg/dL), stavudine의 사용 기간(>6개

마치 고중성지방혈증을 일으킨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3

월), 치료 시작 전 적은 CD4 수(<170/mm ) 등이었다.

이러한 일시적인 고중성지방혈증 또는 고콜레스테롤혈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위험 인자인 높은 연령과 기저

증에 의한 오류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하여 저자는 임상

혈중 중성지방 농도도 대사합병증의 위험인자로 제시된

적으로 의미있는 고중성지방혈증의 정의를 지속적인, 적

바 있다(1, 2, 4).

어도 3번 이상의 검사에서 높게 유지되는 군을 고중성지

Stavudine은 다른 연구에서도 대사합병증의 위험인자
로 제시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위험인자로서 경계
적 유의성만을 보였다(2, 10, 13-16).

방군으로 정의하였고, 이는 고콜레스테롤군에도 마찬가지
로 적용하였다.
셋째, 교란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는 체질량지수, 혈압,

저자들의 연구에서는 비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억제

영양상태, 식이 습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였다.

제와 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억제제의 다제요법으로 치

이를 보정하기 위해 체질량지수 대신에 몸무게 차이를

료 받은 군과 단백분해효소 억제제와 뉴클레오시드 역전

이용하였는데, 치료 전후의 몸무게 차이의 평균은 기저몸

사효소억제제의 다제요법으로 치료 받은 환자군을 비교

무게의 5.3%였다. 혈압과 영양상태는 설문 조사에 의거하

하였을 때 후자에서 대사합병증의 빈도가 더 증가하지

여 기록하였으며 고혈압의 병력과 약물 치료 여부는 입

않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단백분해효소 억제제 중 어

원 기록 및 외래 기록을 참고로 하였다.

느 특정한 약제가 대사합병증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넷째, 양 군간에서의 기저 혈당을 비교하였을 때, 대사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지만 in-

합병증이 발생한 군에서 기저 혈당이 더 높았다는 점이

dinavir가 고중성지방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혈당 유발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따라

었을 뿐이다.

서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의 일부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

본 연구의 결과들을 해석하는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

에 이미 내당능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는 것은, 고지질혈증, 고혈당증이 효과적인 항레트로바이

연구 기간 동안 대사 이상 소견을 나타낸 환자들 중

러스 치료로 인한 바이러스 농도의 억제, CD4 수의 증가,

임상적인 증상을 동반한 환자는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영양 상태 개선, 이로 인한 체중 증가로 인한 2차적인 결

당뇨를 진단 받은 환자들은 경구혈당 강하제를 복용하기

과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를 보기 위해 합병증이 발생

시작하였고, 중증고지혈증을 동반한 환자들은 지질 강하

한 군과 발생하지 않은 군 사이에 HIV RNA 혈중농도

제를 복용하기 시작하였다.

감소의 차이, CD4 수의 변화, 체중 변화를 비교하였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 중

우리나라 HIV감염환자에서 발생하는 대사합병증 Vol.36, August 2004

203

체형변화를 호소하는 환자가 없었다는 점이다. 대부분 백

이다. 앞으로 더 장기간 약물 치료를 하는 환자들이 늘어

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1년 이상 치료 받

남에 따라 이러한 합병증은 임상적으로 더 중요하게 될

은 환자의 약 30-50% 내외에서 체형변화를 호소한다고

것이다. 따라서 합병증이 발생하였을 때 위험 인자로 작

보고하고 있다(1).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

용하는 약물 및 위험 인자를 밝혀냄으로서 어떠한 약물

해 볼 수 있다. 한가지는 실제로 체형변화가 미미하여 환

로 대치하여야 할 것인가, 그리고 대사합병증의 위험 인

자나 의사가 인식을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자를 가진 환자에서 어떤 약물로 초치료를 시작해야 할

체지방 분포이상을 정의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단 또한 매우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체형변화에

요

대한 인식 차이도 기여했을 수 있다. 또 한가지는 관찰기

약

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체형변화가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
목 적 : 항레트로바이러스 다제요법이 도입된 이래 후

이다.
Mulligan 등은 고지질혈증과 인슐린 저항성은 단백분

천성면역결핍증 환자에서 생존율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해효소 억제제의 사용과 관계가 있으며 체형의 변화와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제를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서 고지

독립적이라는 보고를 한 바 있다(5, 18). 이러한 결과들은

혈증, 당대사이상, 체형 변화 등과 같은 약물관련 합병증

항레트로바이러스 다제요법으로 인한 대사합병증이 어느

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양에서는 다제요법을

한 가지 특정 약제 또는 약제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

12-18개월 시행하였을 때 생기는 대사합병증의 빈도가

양한 변수들에 의한 결과임을 시사한다.

약 50%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봐야 할 것이 숙주측 위험 인자

항레트로바이러스 다제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새로이 발생하는 고혈당증, 당뇨, 지질대사이상의 빈도를

이다.
최근에는 나이와 영양상태 등 숙주 요인에 의하여 대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 합병증이 더 잘 생긴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으며(2,

재료 및 방법 : HIV 감염이 확인되고, 6개월 이상 항레

16), Mallal 등은 백인인종을 대사합병증 발생에 있어서

트로바이러스 다제요법을 받고 있으며, 1년 동안 3번 이

하나의 위험 인자로 제시한 바 있다(19). 국내에서도 장

상

과 이 등이 우리나라 HIV환자들에게서 지방이영양증이

한 환자들을 분석하였다.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연속하여 3

적은 빈도로 발생함을 보고하여, 인종적인 차이가 있을

번 이상 혈중콜레스테롤 농도가 240 mg/dL 이상, 고중성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17, 20).

지방혈증은 연속해서 혈중 중성지방농도가 200 mg/dL

혈중 콜레스테롤, 중성지방농도, 혈중 당수치를 측정

인종적인 요소의 차이에는 인종간 식이 습관의 차이,

이상, 고혈당은 추적 관찰 중 혈중 당수치가 2번 이상

생활 습관, 사고 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140 mg/dL이상, 당뇨는 한 번이라도 혈중 당수치가 200

본 연구 결과로 인종적인 요소가 대사합병증에 관여한다

mg/dL 이상으로 측정된 환자로 정의하였다.

고 논하기는 힘들 것 같다.

결 과 : 총 138 patient-year를 추적 관찰하였다. 항레

다만, 향후 다제요법을 받는 HIV 감염 환자들에게서

트로바이러스 다제요법의 구성은 단백분해효소 억제제와

실제로 지방이영양증이 적은 빈도로 일어나는지는 객관

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억제제로 복합하여 치료 받은

적인 계량을 동반한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

환자가 44명, 비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억제제와 뉴클

다.

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억제제를 복합하여 치료 받은 환자

고지혈증에 따른 심혈관계 질환의 증가는 잘 알려져

가 11명, 단백분해효소 억제제와 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

있지만, 실제적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다제요법으로 치료

소 억제제를 쓴 후 비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억제제와

받는 환자들에서의 심혈관계 합병증은 그다지 흔하지 않

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서 억제제 다제요법으로 바꾸어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들에 의하면 12개월 치료하

치료 받은 환자가 11명이었다. 각 군에서 발생한 대사합

였을 때 심근경색의 위험은 증가하지 않으며, 5년 치료시

병증의 발생 빈도는 21.9%, 22.7%, 15.2%였다. 이 중 28

심근 경색의 발병 위험은 약 3.6%로 보고하고 있다(7, 21,

명의 환자에서 평균 13개월만에 20.3%의 빈도로 대사합

22).

병증이 발생하였다. 고중성지방혈증, 고콜레스테롤혈증,

따라서 이러한 대사합병증이 실제로 심혈관계 합병증

당대사이상은 각각 12.3%, 5.8%, 5.8%의 빈도로 발생하였

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하여도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다. 대사합병증의 위험 인자는 35세 이상의 나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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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0)와 높은 기저 혈중 중성지방농도(>140 mg/dL, P=
0.001), 6개월 이상 stavudine의 사용(P=0.055), 적은 기저
3

CD4 수(<170/mm , P=0.054)였다.
결 론 : 항레트로바이러스 다제요법을 받는 우리나라
HIV 감염환자에서 생기는 대사합병증의 빈도는 20.3%
였다. 이에 기여하는 위험 인자는 나이, 적은 치료 전
CD4 수, 높은 혈중 중성지방농도, stavudine의 사용 등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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