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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의료기관에서의 HIV 항체검사 양성률 및 위양성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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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nalysis of Anti-HIV Positive Rates and False-Positive Cases in
a Tertiary Care Hospital - Single Institute Study
Jeong Won Shin, Rojin Park, Seok Soon Aum, Tae Youn Choi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Background: The number of people infected with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continues to grow
globally. Because HIV infection can be transmitted not only by sexual contact but by transfusion, the
performance of diagnostic tests can not be overemphasized. However, sometimes false positive results
accompanied by high sensitivity of screening tests can confuse both doctors and patients. The present study
determined the positive and false positive rates from a large data set.
Methods: From May 2005 to Dec 2008, HIV screening tests were performed with samples obtained from
77,562 patients by ADVIA Centaur (Bayer Health Care LLC, Tarrytown, NY, USA). Positive samples were
referred to the Seoul Research Institute of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for Western immunoblot (WIB) assays.
Medical records were reviewed in patients with false positive screening results.
Results: The number of patients with a positive screening test was 117 of 77,562 (0.15%). Among these, 56
were positive with WIB (0.07%), producing a positive predictive value for the screening test of 47.9% (56/117).
Diagnoses of patients with false positive results were mainly inflammatory diseases such as chronic hepatitis,
renal failure, tuberculosis an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Also, 12 healthy persons referred for regular medical
checkup produced false positive results.
Conclusion: Positive rates of HIV tests and diagnoses relevant with false positive screening results could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medical personnel for diagnosis and consultation of HIV infection. (Korean J Blood
Transfus 2009;20: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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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상 및 방법

2008년 12월말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된 우
리나라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누적 감염인수는 6,120명이며,
1)
이 중 1,084명이 사망하였다.
HIV 감염 진단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이나 혈액
원, 보건소 등에서 1차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여
기서 양성 결과를 보일 경우 시, 도 보건환경연구
원에서 확진검사인 웨스턴블롯(Western immunoblot, WIB) 검사를 시행하여 감염 여부를 최종
2)
판정한다. 선별검사로는 주로 효소면역법으로
HIV-1/2 항체를 검출하는 방법이 이용되며, 최근
자동화 장비 도입 증가와 함께 화학발광면역법
(chemiluminescent immunoassay, CLIA)이나 전기
화학발광면역법(electrochemiluminescent immunoassay, ECLIA)과 같은 변형된 면역검사법이 소개
됨에 따라 검사의 민감도와 특이도가 날로 높아
지고 있다.
에이즈는 법정전염병으로서 감염 전파의 위험
이 크고 아직은 완치 방법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
문에 다른 검사에 비해 매우 높은 민감도를 가진
2)
선별검사가 요구된다. 그러나, 때로는 높은 민감
도에 따른 위양성 결과 때문에 확진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자와 담당 의료진에게 혼란을 주
는 경우도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의사 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3년간 본원의 HIV 선별 및
확진검사 양성률 및 위양성률을 살펴보고, 동시
에 위양성으로 판정된 환자들의 진단명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HIV 감염 진단 및 자문, 상담을 위
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5년 5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본원 진단검
사의학과에 HIV 항체검사가 의뢰된 77,562명의
검체를 대상으로 CLIA법을 이용하는 ADVIA
Centaur (Bayer HealthCare LLC, Tarrytown, NY,
USA) 장비를 사용하여 선별검사를 시행하였고,
양성인 경우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WIB검사를
의뢰하였다.
ADVIA Centaur HIV 1/O/2 Enhanced assay
(Bayer HealthCare LLC, Tarrytown, NY, USA)는
항원 샌드위치 면역측정법으로서 재조합 항원인
HIV-1 envelope protein (gp41/120), HIV-1 core
protein (p24), HIV-2 envelope protein (gp36)과
HIV-1 group O 항체 검출을 위한 합성 펩타이드
를 이용한다. 결과는 index 값에 따라 1.0 미만은
non-reactive로 보고하고, 1.0 이상인 경우 재검을
실시하여 재검에서도 1.0 이상으로 나오면 reactive로 판정 후 WIB 검사 등의 추가 검사를 실시
한다.
선별검사에서는 양성이었으나 WIB 검사에서
는 음성 결과를 보여 위양성으로 판단된 환자들
에 대해서는 후향적으로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진
단명을 조사하였다.

결 과
1. HIV 선별 및 확진검사 양성률
조사기간 동안 HIV 검사가 의뢰되었던 77,562
명 중 ADVIA Centaur HIV 1/O/2 검사에서 양성이
었던 사람은 117명(0.15%)이었고, 이 중 56명
(0.07%)이 WIB 검사에서도 양성 결과를 보여 선
별검사의 양성예측도는 47.9% (56/117)였다. W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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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56명 중 4명은 처음에는 미결정(indeterminate) 결과를 보였으나, 재검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였다.

2. 선별검사에서 위양성을 보인 사람들의
결과값 분포 및 진단명 분석
ADVIA Centaur HIV 1/O/2 검사에서 양성이었
으나, WIB에서는 음성 결과를 보여 선별검사 위
양성으로 판단된 사람 61명의 index 값 분포를 분
석해 본 결과 index 값이 1∼2로 약양성이었던 경
우가 33명(54.1%)이었으며, 2∼10이 24명(39.3%),
10∼20이 3명, 그리고 50 이상인 경우는 1명에 불
과하였다. 반면, WIB 양성 결과를 보여 HIV 감염
으로 최종 진단된 환자 56명 중에서는 49명
(87.5%)의 index 값이 50 이상이었고, 10 이하인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한편, 61명 중 2명은 WIB
에서 최초 검사시에는 미결정(indeterminate) 결과
를 보였으나 재검에서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였으
며, 이들의 선별검사 index 값은 각각 10.9와 50

이상이었다(Table 1).
위양성 환자들의 진단명을 보면, 만성간염 등

Table 1. Distribution of index values of 117 samples
showing positive results in HIV screening test
(CLIA)
Index value CLIA (+), WIB (−) CLIA (+), WIB (+)
1∼2
2∼10
10∼20
20∼30
30∼40
40∼50
＞50

33
24
3
0
0
0
1

(54.1)*
(39.3)
(5.0)
(0.0)
(0.0)
(0.0)
(1.6)

Total

61 (100.0)

0
0
4
1
1
1
49

(0.0)
(0.0)
(7.1)
(1.8)
(1.8)
(1.8)
(87.5)

56 (100.0)

Abbreviation: CLIA, chemiluminescent immunoassay.
*N (%)

소화기계통 질환이 있는 경우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결핵 등 호흡기질환이 4명, 만성
신장질환 4명, 매독 등 성병 2명, 갑상선질환 2명
등이었다. 그러나 12명은 일반 건강검진을 받았
던 사람으로 특별한 질환이 없는 건강인이었다
(Table 2).

고 찰
HIV 감염은 전세계적으로 퍼져있으며, 국내 감
염인 수도 지난 5년간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고
1)
있다. 또한 성적 접촉뿐 아니라 수혈에 의해서
도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검사에 비해 진단
시약의 성능이 더욱 중요시된다.

선별검사로 주로 이용되는 효소면역법은 1985
년 1세대 시약이 개발된 이래 재조합항원 및 합
성펩타이드항원을 이용하는 등 검사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어 현재 항
체와 항원의 동시 검출이 가능한 4세대 시약까지
개발되었으며, 그 밖에도 CLIA나 ECLIA 등의 방
법이 개발되면서 진단시약의 성능은 날로 높아지
3)
고 있다. 실제, 국내 임상검사실의 HIV 혈청검
2)
사 현황에 대한 김 등 의 보고에서도 자동화된
CLIA법이 현재 국내 민간기관에서 가장 널리 사
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상황에
서 선별검사의 높은 민감도에 수반될 수 있는 위
양성 결과 때문에 확진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도 있다.
우리나라 헌혈자를 대상으로 한 수혈전파성 감
염 선별검사에서의 HIV 항체 양성률은 평균
4-9)
0.09%로 보고되었으나,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4)
한 함 등 의 연구에서는 HIV 항체 선별검사 양성
률이 1.5%로 나타난 바 있다. 3차 의료기관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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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agnoses of patients showing false positive results in anti-HIV screening test
Diagnoses

No of patients

Gastrointestinal disorders (17)

Hepatitis A
Chronic hepatitis B
Hepatitis C
Chronic pancreatitis
Cholangitis
Cholecystitis
Gastric adenoma
Gastric ulcer
Liver cirrhosis
Tuberculosis, asthma
Chronic bronchitis
Chronic rhinitis
Bronchopneumonia
Degenerative arthritis
Clavicular fracture with DIC
Femur fracture
Chronic renal failure
Thin basement membrane disease
Latent syphilis
Non-gonococcal urethritis
Acute myocardial infarction
Angina pectoris
Hypothyroidism
Chronic thyroiditis

Other diseases (14)
Medical checkup without specific disorders (12)

5
5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4
12

Total

61

Pulmonary diseases (4)

Orthopedic diseases (3)

Kidney diseases (2)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2)
Cardiovascular diseases (2)
Thyroid diseases (2)

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선별
검사 양성률이 0.15%로 나타나 일반 헌혈군에서
의 양성률보다는 높았으나 특정 위험군을 대상으
로 한 함 등4)의 연구보다는 낮았으며, 확진검사
에서도 양성 결과를 보여 HIV 감염으로 판정된
경우는 의뢰된 사람 전체 중 0.07%였다.
HIV 선별검사에서의 위양성 결과는 환자가 자
가면역질환이나 신부전, 간질환, EBV 감염, 악성
종양 등을 앓고 있거나 면역글로불린 치료나 혈
액투석을 받고 있는 경우, 다산 산모, B형 간염이

나 독감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 나타
날 수 있으며, 그 밖에 검체의 빈번한 냉동 및 해
동, 불활화된 혈청 등도 위양성 결과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3,10-14) 본 연구에서는 선별검사에서 양
성을 보였던 환자 117명 중 61명이 WIB에서 음
성으로 판정되어, 52.1%의 위양성률을 보였으며
이들 대부분은 선별검사에서 index 값 10 미만의
약양성 결과를 보였다. 진단명은 주로 만성간염
이나 신장질환, 결핵 및 성병 등의 염증성 질환이
었고, 갑상선질환 환자 2명의 경우에는 혈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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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me 항체와 thyroglobulin 항체가 동반되어
있어 자가항체에 의한 교차반응으로 생각되었다.
15)
한편, Busch 등 은 건강인에서도 HIV-1 펩타이
드나 재조합항원의 특정 부위와 교차반응을 일으
키는 항체가 동반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일반 건강검진 수검자로 특별한 질환
이 없었던 건강인 12명이 선별검사에서 위양성
결과를 보여 이와 같은 원인으로 생각되었다.
HIV 감염은 과거와 달리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통해 생존율 및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
다. 그러나,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까
지는 부정적이어서 선별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보
이는 경우 확진검사가 나올 때까지 환자의 불안
감이 클 수 밖에 없고 의료진 역시 상담에 어려움
을 겪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와 같은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HIV 항체검사 양성률과 위양성
률, 위양성 결과를 보일 수 있는 질환 등의 자료
는 HIV 감염 진단 및 자문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배경: HIV 감염은 전세계적으로 퍼져있으며,
감염인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성적 접촉
뿐 아니라 수혈에 의해서도 전파될 수 있기 때문
에 진단시약의 성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때

로는 선별검사의 높은 민감도에 따른 위양성 결
과 때문에 환자와 담당 의료진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3년간 본원의
HIV 선별 및 확진검사 양성률 및 위양성률과 위
양성으로 판정된 환자들의 진단명을 분석함으로
써 HIV 감염 진단 및 자문, 상담을 위한 기초자료
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법: 2005년 5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HIV 항
체검사가 의뢰된 77,562명 환자의 검체를 대상으

로 ADVIA Centaur (Bayer Healthcare Ltd., Tarrytown, NY, USA) 장비로 선별검사를 시행하였고,
양성인 경우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웨스턴블롯
(Western immunoblot, WIB) 검사를 의뢰하였다.
선별검사 양성이지만 WIB 음성이었던 위양성자
들에 대한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진단명을 조사하
였다.
결과: 77,562명 중 ADVIA Centaur HIV 1/O/2 항
체검사 양성자는 117명(0.15%)이었고, 이 중 56명
(0.07%)이 WIB 양성으로 선별검사의 양성예측도
는 47.9% (56/117)였다. 선별검사 위양성으로 판
단된 61명의 진단명은 주로 만성간염이나 신장질
환, 결핵 및 성병 등의 염증성 질환이었고, 이 중
12명은 일반 건강검진 수검자로 특별한 질환이
없었던 건강인이었다.
결론: HIV 선별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보이는
경우 확진검사가 나올 때까지 환자의 불안감이
크고 의료진 역시 상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와 같은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HIV 양성률 및 위양성률와 위양성 결과를 보일
수 있는 질환 등의 자료는 HIV 감염 진단 및 자문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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