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베이스라인 평가란 무엇인가요? - HIV 신규 감염 진단을 받음, 파트 2
HIV에 대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후, HIV 베이스라인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평가에는
의료제공자와의 첫 번째 방문 중 수집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귀하의 건강
및 병력에 대한 검토, 신체검사 및 실험실 검사가 포함됩니다.
HIV 베이스라인 평가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HIV 감염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HIV 약을 이용한 평생 치료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는지 평가합니다.
• 어떤 약을 시작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HIV 베이스라인 평가 중 의료제공자가 HIV 치료의 유익성 및 위해성을 설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HIV를 전염시킬 위해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HIV 베이스라인 평가에는 어떤 실험실 검사가 포함되나요?
CD4 수치
CD4 세포는 면역체계에서 감염과 싸우는 세포 중 하나입니다. CD4 수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HIV는 CD4 세포를 파괴시켜 면역체계를 손상시킵니다.
바이러스 부하
바이러스 부하 검사에서는 혈액 중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지를
측정합니다. HIV 치료의 목적은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정도로 바이러스 부하를 낮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약물 내성 검사
약물 내성 검사는 있는 경우, HIV 약이 HIV 균주에 대해 효과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매개질환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STD) 검사
다른 STD 감염이 HIV 감염의 진행을 더 빠르게 하거나 성관계 파트너에게 HIV를 전염시킬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STD 검사는 STD의 신속한 감지와 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HIV 베이스라인 평가에는 전체적인 건강을 평가하고 다른 감염을 파악하기
위한 혈액 검사 등의 다른 검사도 포함됩니다.
HIV/AIDS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꼭 답변을 듣도록 하십시오. 공중 보건국,
의료제공자 및 공공도서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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