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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HIV/AIDS 관리를 위한 계통역동학 도입
배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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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over 1000 new cases of HIV/AIDS occur in Korea annually, preventive health programs against HIV/AIDS are urgently needed. Since
phylodynamic studies have been suggested as a way to understand how infectious diseases are transmitted and evolve, phylodynamic inferences can be a useful tool for HIV/AIDS research. In particular, phylodynamic models are helpful for dating the origins of an epidemic and estimating its basic reproduction number. Thus, the introduction of phylodynamics would be a highly valuable step towards controlling the HIV/AIDS epidemic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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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감염에 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발생자는 감소하고 있으나[1],
국내 HIV/AIDS 신규 감염인은 2013년 이후 매년 1천 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2]. 이러한 HIV/AIDS 감염 양성자 발견 수준은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지만, 익명성과 자발성에
의해 작성된 통계라는 점에서 실제 HIV/AIDS의 보건의료적
위험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3]. 따라서 지금까지의 질병
관리본부의 HIV/AIDS 예방관리정책에 있어 그 실효성을 재
고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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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내 감염자의 감염경로가 2006년 이후 혈액제제와 수
혈은 전무하며, 모두 다 성적 접촉이란 점에서[2], HIV/AIDS는
성매개 감염병의 관리 전략을 우선 구사해야 한다. 그러나 국
내 HIV/AIDS 신환자에게 역학조사의 일부로 시행하는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의 내용에 있어, 신환자 중 남성이 압도적으
로 많음에도 성경험에 있어 동성애보다는 이성애라는 응답이
더 많아 조사 자료의 타당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3]에서, 개
인정보 보호란 이유로 HIV/AIDS 신환자에 대한 세부 분석용
자료조차 열람을 불허하는 국내 현실을 감안하면, 국내 HIV/
AIDS 관리 사업 체계에 혁신적인 예방 전략을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새로이 HIV/AIDS 검사 양성자가 신고되었을 때 통상적인
접근법은 면담을 통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 전파 연
결망(social transmission network, STN)을 작성하고, 감염 바이
러스의 분자역학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계통분석(phylogenetic analysis)으로 초기 감염원을 확인하고 아직 진단받지 않
는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것이다[4]. 그러나 연결고리가 없
는 경우(missing links)가 생기면 STN 작성이 어렵고, HIV처럼
Copyright © 2018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Jong-Myon Bae

RNA virus는 감염된 숙주 내에서도 변이가 일어난다는 점 등
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에 Grenfell et al. [5]은 계통역동학(phylo-dynamics)을 제안하였다. 이후 계통역동학을 적용하여 기
초생산지수(basic reproductive number) 같은 각종 감염지수들
을 산출하게 되었고, 감염발생의 시공간적(spatio-temporal) 분
석이 시도되었다.
계통역동학은 특히 HIV 감염을 이해하는 주요 방법론이 되
었다[6]. Dennis et al. [4]은 HIV 감염에 있어 계통역동학을 적
용한 도출한 결과들을 정리하였는데, 이들을 다음 3가지로 요
약할 수 있다[7,8]. 첫째, HIV 집단발병의 감염경로-예를 들어
주사제와 성매개-를 구분할 수 있어, 감염원(origin)을 알아낼
수 있게 해준다. 둘째, 지역별, 연령별, 위험행위별 HIV 전파의
다양성을 파악하여, 전파과정에 대한 각종 감염지수들을 산
출할 수 있게 한다. 셋째, 항 HIV 치료제 투여로 전파속도가 얼
마나 감소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관리전략의 효과
를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
이상의 계통역동학의 장점은 감염이 일어난 집단 내 역동과
정과 개별 감염자 내 변이수준을 감안하여, 감염병 집단발병
과정을 다각도로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이다[9,10]. 따라서 국내 HIV/AIDS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계통
역동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보다 원만한 도입을 위하여
다음 다섯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국내 HIV/AIDS 신환자 모두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
해 식별불가능한 관리번호를 부여한 다음 계통역동학적 분석
을 시행토록 하며, 그 결과를 감염병 연구자들과 공유한다.
둘째, 계통역동학적 분석으로 숨은 사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능동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법적/역학적 장치를 마련토
록 한다. 조기에 치료를 제공받을 기회를 가져서 예후가 향상
되고, 감염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타인에게 감염시킬 가능
성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감염경로와 전파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
해서, 현재와 같이 동성/이성 성접촉 여부를 묻는 것을, 위험
행위별–항문성교(피삽입, 삽입), 성기성교(피삽입, 삽입), 구
강성교(피삽입, 삽입)–로 분류하도록 역학조사를 재설계해야
한다. 민감한 내용 때문에 거짓 응답할 것을 염두에 두고, 계통
역동학적 분석 결과에 바탕해서 위험행위를 역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다.
넷째, 기 등록 환자 중 위험행위에 대하여 이미 알려진 사례
들에 대한 계통역동학을 시행하여, 국내 HIV 전파의 고유 특

성들을 알아낸다.
다섯째, 약제 내성을 보이는 사례들에 대한 계통역동학 분
석을 통해, 환자관리 사업을 평가하고, 보완책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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