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검사의 주요 유형은 무엇인가요? - HIV 검사, 파트 4
HIV 검사의 종류는 크게 3가지입니다:
• 항체 검사
• 복합 검사, 이를 항체-항원 검사라고 합니다.
• 핵산 검사, 이를 NAT라고 합니다.
각 검사의 미검출 기간(window period)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검사에서 HIV 감염을
얼마나 빨리 검출할 수 있는지는 검사에 따라 다릅니다. 미검출 기간은 HIV에
감염된 시점과 검사에서 HIV 감염을 정확히 검출할 수 있는 시점 사이의
기간입니다.
미검출 기간 중 시행한 HIV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면, HIV에 노출되었을 수 있는
시점 후 3개월에 2차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HIV 검사를 사용하든,
이러한 반복 검사를 통해 미검출 기간 이후 HIV 감염을 정확히 검출할 수 있습니다.
항체 검사에서는 혈액 또는 구강으로부터의 체액에서
HIV 항체를 확인합니다. HIV 항체는 HIV 감염에 대한
반응으로 체내에서 생산되는 질병과 싸우는
단백질입니다. 사람의 체내에서 항체 검사를 통해 HIV
감염을 감지하는데 충분한 항체를 만들어내기까지는
3~12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복합 검사는 항체-항원 검사라고도 합니다. 이 검사에서는 혈액 중에서 HIV 항체와
HIV 항원을 모두 검출할 수 있습니다. 항원은 바이러스 자체의 일부입니다. 복합
검사로 HIV 감염을 검출할 수 있는데 충분한 항원과 항체가 만들어지려면 2~6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재 실험실에서 시행하는 HIV 검사로 복합 검사가 권장되고
있어, 이 검사가 가장 일반적인 HIV 혈액검사가 되고 있습니다.
NAT 검사 또는 핵산 검사에서는 혈액 중에서 HIV를
살펴봅니다. 이 검사를 RNA 검사 또는 바이러스
부하 검사라고도 합니다. NAT 검사에서는 HIV에
감염되고 약 7~28일 후에 HIV 감염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NAT 검사는 매우 고가이므로 HIV에 대한
노출 위험이 높은 사람이 아니면 자주 사용되지
않습니다.

가정용 HIV 검사
가정에서 사용이 승인된 HIV 검사는 두 가지로 Home Access HIV-1 검사 시스템과
OraQuick In-Home HIV 검사입니다. 두 검사 모두 항체 검사입니다.
Home Access HIV-1 검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실시됩니다:
• 손가락을 찔러 혈액검체를 얻습니다.
• 검체를 검사하기 위해 실험실로 보냅니다.
• 다음 날 바로 실험실에 전화하여 결과를 확인합니다.
HIV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실험실에서 처음 HIV 양성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혈액검체로 추적조사 검사를 시행합니다.
OraQuick In-Home HIV 검사는 검사 스틱과 검사용액이 들어 있는 시험관과 함께
제공됩니다. 검사 스틱을 사용하여 입안을 닦아내어
검체를 얻습니다. 검사 스틱을 시험관에 넣으면
결과가 20분 만에 준비됩니다. 이 가정용 HIV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항상 의료기관 실험실에서 검사를
반복해야 합니다. HIV 감염자 12명 중 1명은 이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
위음성이라고 합니다.
HIV/AIDS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꼭 답변을 듣도록
하십시오. 공중 보건국, 의료제공자 및 공공도서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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