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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 배경 및 목적: C형간염 간질환으로 간이식을 받은 후, C형 간염 바

이러스 (HCV)의 재감염은 흔히 발생하며,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이식간의 손실 및 간이식 환자의 생존율 저하와 연관이 있다. 2014
년 현재까지 국내 HCV의 표준 치료는 pegylated interferon
(peginterferon)과 ribavirin의 병합 요법이 추천된다. 그러나 이들 약물은
빈혈, 호중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을 비롯한 혈액학적 독성 뿐 만 아니라
전신피로, 우울증 등의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에 대한 내약성이 낮다.
HCV의 치료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HCV의 유전자형, virological
response 이외에도 여러 환자관련 특성 및 약물의 순응도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어 치료 대상 집단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국내
간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따라, 간이식 후 재감염
된 HCV를 치료받은 국내 환자의 약물 치료 현황을 토대로, 약물 이상반
응 발현과 치료 효과 및 이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여 간이식 환자의 안전
하고 효과적인 약물 치료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서울대학교병원의 전자의무기록 수집을 통한 후향적 연구이
다. 자료는 peginterferon 및 ribavirin의 투약 기록, 환자의 기본 인적사
항, 생화학적 검사 항목, HCV와 관련한 혈청학적 항목 등을 수집하였다.
안전성 평가는 빈혈, 호중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등의 이상반응 발현 여
부 및 발생 시점에 대해 분석하였고, 치료 반응과 관련하여 sustained
virological response(SVR)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 또한
시행하였다. 약물 치료와 관련된 정의는 대한간학회의 C형간염 진료 가이
드라인에 근거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간이식 환자들은 (62.5%) 표준 치료기간보다 치료를

오래 지속하였으나, 약물의 용량은 표준 치료용량보다 적었다. 치료 기간
중 약용량을 감량한 비율은 최대 78.9%였다. 약물 이상반응 발현 비율은

빈혈 68%, 호중구감소증 38.6%, 혈소판감소증 24.5%였다. 부작용 증상 치
료를 위해 erythropoietin은 45.6%, figrastim은 38.4%, 수혈은 30%의 환
자에서 시행되었다. 면역억제제로 tacrolimus와 mycophenolate의 처방 여
부는 이상반응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치료 목표인 SVR에
도달한 환자는 59.6%이며 SVR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 요인으로는 기저
HCV RNA titer가 확인되었다. 약물 관련 요인으로는 전체 투약된
ribavirin의 용량, 치료 12주까지의 누적 peginterferon 및 ribavirin이 영향
을 미쳤다. 약물 부작용 발생 여부는 SVR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
였다.

결론:

간이식 환자의 HCV 치료 시, peginterferon과 ribavirin의 투여 용
량은 SVR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임을 확인하였으나, 빈혈, 호중구
감소증 및 혈소판감소증을 비롯한 혈액학적 부작용은 대부분의 환자에서
관찰되어 용량 조절이 불가피하였다. 국내 간이식 환자의 HCV 치료 반응
은 알려진 기존의 반응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주요어: C형간염바이러스, 간이식, 페그인터페론, 리바비린, 약물이상반응,
Sustained virological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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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C형 간염 바이러스 (Hepatitis C Virus, HCV) 관련 간질환은 미국, 유
럽 등 서양에서 간이식의 주요 적응증에 해당되는 질환으로, 최근 국내에
서는 전체 간이식 환자 중 약 5 - 10% 수준의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으나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 2]. C형 간염 간질환으로 간
이식을 받은 환자들의 HCV 재감염은 흔히 발생하며 [3, 4, 5], 이들 중
약 25 - 30%는 이식간을 손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또한, C형 간
염 간질환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들은 다른 질환을 적응증으로 한 환자
들보다 생존율이 낮으며 [7], 재감염 된 HCV를 치료한 집단이 치료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생존율이 향상된다는 보고가 있다 [8, 9].
2014년 현재 국내에서 HCV에 대한 표준 치료 약물은 Pegylated
interferon(peginterferon, 페그인터페론)과 ribavirin(리바비린)의 병합 요
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병합 요법의 치료 성적
은 HCV 유전자형에 따라 차이가 다소 있으나, 유전자형 1형의 Sustained
Virological Response(SVR) 비율은 53.6 - 69.5% 수준이다 [10, 11]. 이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고된 SVR 비율인 40 - 5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은 성적이다. 간이식 후 재감염 된 HCV에 대한 치료 또한 페그인터페론
과 리바비린의 병합 요법이 표준 치료로 제시되고 있으나, 미국이나 유럽
에서 진행된 선행 연구에 따르면 SVR 비율은 30 – 40% [12, 13, 14] 수
준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HCV 치료 성공과 연관된 중요한 인자로는 HCV의 유전자형, 조직학적
섬유화 정도, 숙주의 IL28B 유전적 다형성이 알려져 있다. 이 외에 연령,
성별, 체중, 치료 전 HCV RNA titer, 치료 중의 virological response, 당
뇨의 유무 등도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알려져 있다 [15]. 또한, 치료 약제
에 대한 순응도가 80% 이상일 경우 SVR 도달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어 [10, 16, 17] 환자의 약물 순응도를 유지하는 것도 치료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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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다.
그러나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은 혈액학적 독성을 비롯한 약물 부작
용으로 인해 치료에 대한 내약성이 낮은 대표적인 약물이다. 혈액학적 독
성 발현은 약물의 작용 기전과 연관이 있는데, 페그인터페론과 수용체에
결합하여 Janus-activated kinase 1 (Jak1), tyrosine kinase 2 (Tyk2) 등
의 신호전달을 개시하고 여러 항바이러스 효과를 내는 물질을 합성하게
되는데 [18], 페그인터페론이 조혈모세포의 Tyk2에도 작용하여 이로 인한
호중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등과 같은 골수억제작용을 보이게 된다 [19].
리바비린은 구아노신 유도체로, 세포 내로 유입된 리바비린은 일인산리바
비린, 이인산리바비린, 삼인산리바비린 등으로 치환되어 RNA 및 DNA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낸다 [20]. 간세포 이외에도 적혈
구로 흡수된 리바비린 역시 리바비린 인산화물로 치환되나, 적혈구의 인
산분해효소의 결핍으로 인해 고인산화 물질이 축적된다. 이로 인해 상대
적으로 삼인산아데노신의 결핍이 발생하여 세포 독성 및 용혈을 유도하고
용혈빈혈과 같은 혈액학적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 21].
이러한 리바비린의 약물 부작용은 용량 의존적으로 나타나며 [22, 23], 약
물 투여 용량 감량의 주요 인자로 작용한다. 혈액학적 독성 뿐 만 아니라,
피로감, 근육통, 우울증 및 불면과 같은 심리적인 이상반응 또한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약물 치료에 대한 내약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18, 24, 25].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본다면, HCV 치료 전략을 세울 시 치료를 받
는 집단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접근 방법을 계획하는 것이 필
요하다. HCV의 치료 반응 예측 인자 중 한 가지인 HCV의 유전자형은
지리학적 분포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고 [26], 무엇보다 치료 반응에 긍
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IL28B 유전적 다형성을 지니는 국내 환자의 빈도
가 타 국가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는 점 [27, 28],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SVR이 다소 높다는 점 [10, 11] 등을 감안하였
을 때, 국제적으로 추천되는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의 치료 용량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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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시 약물 이상반응 발현 경향에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인자들이 치료 반
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내 간이식환자를 대상으
로 한 연구결과가 필요하겠으나, 집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연
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간이식 환자에 대한 HCV 치료 연구
를 통해 어떠한 요인들이 치료 반응에 영향을 주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약물 치료의 제한점으로 알려진 이상반응의 발현과 약물 치
료와의 상관관계를 밝힐 수 있다면 간이식 환자들로 하여금 안전하고 효
과적인 약물치료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C형 간염 간질환으로 간이식을 받은 후 재감
염 된 HCV의 국내 표준 치료 방법인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의 병합요
법으로 치료 받은 국내 환자의 치료 현황을 기초로, 안전성과 관련된 약
물 이상반응 발현 빈도 및 이와 관련된 요인, HCV 치료의 목표인 SVR
도달률과 이와 관련된 요인 분석을 통해 간이식 환자의 안전하고 효과적
인 약물 치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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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2.1.1 대상 환자
2005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HCV에
대한 약물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 C형 간염 간질환으로 간이식을 받은
후 HCV의 재감염이 확인되어 약물 치료를 받은 19세 이상의 성인 환자
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기간 중 1회 이상의 약물 치료를 받은 환자는 연
구에 모두 포함되었으며, 2주 이상 처방이 없는 경우 의무기록을 확인하
여 휴약과 치료 중단을 구분하였다. 이식 장기의 종류에 따른 면역억제요
법의 차이를 배제하기 위해 간 이외의 다른 장기를 동시에 이식 받은 환
자는 제외하였다.

2.1.2 대상 약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처방 가능한 HCV 치료 약물로는 페그인터페론 2
종 (alpha-2a; Pegasys®, Hoffmann-La Roche Ltd., Basel 또는 alpha-2b;
PegIntron®, Shering Plough Corp., Kenilworth, NJ, USA)과 리바비린이
있으며, 페그인터페론 2종 중 1가지와 리바비린을 병합하여 치료받은 경
우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은 혈액학적 독성 발
현에 따라 용량을 조절하며 투약하였고, 투약 유지기간은 환자의 반응 및
HCV 유전자형에 따라 상이하였다. 표준 투약 용량 및 유지기간은 2.3 연
구의 주요 정의 및 지표에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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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자료
환자의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s)을 통하여
환자의 HCV 유전자형에 따른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 병합요법의
현황, 이상반응 발현 빈도 및 이상반응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반응 및 치료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정보를 후향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대상
치료
치료
수집

환자군의 정보는 인구정보학적 특성과 약물치료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인구정보학적 특성은 성별, 치료시작 시점의 연령, 신체질량지수,
당뇨의 유무, Cytomegalovirus (CMV) 감염 여부, 간이식 후 HCV 관찰
기간, 면역억제제의 종류 등을 기초로, 생화학적 검사 항목1)인 AST,
ALT, ALP, SCr, WBC, ANC, platelet, hemoglobin 및 serum glucose 등
과 HCV와 관련한 혈청학적 검사 항목인 HCV 유전자형, HCV RNA
titer 등을 포함하였다. 약물치료와 관련된 정보는 HCV 유전자형에 따른
페그인터페론 및 리바비린의 처방 기간, 처방 용량 및 용법, 용량 및 용법
의 변경 시점 및 변경 횟수에 대해 조사하였다. 치료 기간 중 약물 처방
이 2주 이상 중단된 경우 처방중단 여부에 대한 기록 및 사유에 대해 조
사하였다.
안전성은 이상반응 발현으로 평가하였고, 빈혈, 호중구감소증 및 혈소판
감소증과 같은 혈액학적 독성의 발생 시점 및 발생 빈도에 대해 조사하였
다. 이상반응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은 환자 관련 요인으로 기
저 혈색소 (Hemoglobin, Hb), 절대호중구수 (ANC) 및 혈소판 (Platelet,
PLT) 값, 면역억제제의 종류 및 혈중 농도가 포함되었고 약물 치료 관련
요인으로는 표준 치료 기간 대비 처방 기간 및 용량으로 평가하였다. 이
상반응에 대한 조치로써 처방기간 동안 filgrastim 및 erythropoietin 투
1)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total bilirubin, ALP: alkaline phosphatase,
SCr: serum creatinine, WBC: white blood cell, ANC: absolute neutrophil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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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시기 및

횟수, 수혈 기록 등에 대하여도 면밀히 조사하였다.

약물 치료 효과에 대한 반응은 HCV RNA의 변화량을 기반으로 한
virologic response로 평가하였으며 HCV RNA의 기저 값, 치료 시작 12
주경과 시점의 값, 치료 종료 시점의 값, 치료 종료 6개월경과 시점의 값
을 조사하였다. 치료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는 환자 관련 요
인과 약물 치료 관련 요인이 사용되었다. 환자 관련 요인으로는 HCV와
관련한 혈청학적 검사 및 간이식 후 HCV 관찰 기간, virologic response,
당뇨의 유무, 성별, 나이 면역억제제 종류 및 혈중 농도 등을 분석하였고,
약물 치료 관련 요인으로는 표준 치료 대비 약물의 처방 기간 및 용량,
12주 까지 누적 처방 용량, 이상반응 발현 유무에 대한 항목으로 평가하
였다.

각

수치의 기저 값은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 처방을 시작하기 직전
또는 약물 처방을 처음 받은 날의 검사 값으로 정하며, 각 기간에 해당되
는 값은 해당 일자 또는 해당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값으로 정하였다.
표1. 연구 자료 구성

구분
인구정보학적
특성
HCV 약물치료
현황
생화학적 검사
혈청학적 검사
이상반응 관련
약물 투약정보

항목
성별, 치료시작 시점의 연령, 신체질량지수,
당뇨의 유무, CMV 감염 여부
간이식 후 HCV 관찰 기간
간이식 후 투여 받은 면역억제제의 종류
페그인터페론 및 리바비린 처방기간, 용법 및 용량
용법 및 용량의 변경 시점 및 변경 횟수
약물 처방 중단 기록 및 사유
AST, ALT, ALP, SCr, WBC, ANC, platelet,
hemoglobin, serum glucose
HCV 유전자형, HCV RNA titer
erythropoietin 및 filgrastim 투여 시기 및
수혈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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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2.3 연구 주요 정의 및 지표
본 연구에서는 2013 대한간학회에서 발표한 C형 간염 진료 가이드라인
[15] 및 약물 허가 사항에 근거하여, HCV 유전자형에 따른 약물 표준 치
료 기간, 용량 및 반응을 정의하였다. 국내에서 권고되는 HCV 치료약물
의 용량 및 용법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표한 치료지침과 유사하였다
[29, 30].
첫 번째, HCV 약물 표준 치료 기간은 예후가 유전자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유전자형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제시된다. 일반적으로 치료 예
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형 1형과 4형은 48주간, 비교적 치
료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2형과 3형은 24주간 치료하도록 권고된다.
유전자형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6형은 치료 성적에 대한 결과가
다른 유전자형에 비해 충분하지는 않으나, 비교적 치료 예후가 좋은 것으
로 알려져 있어 2형 및 3형과 동일한 24주간 투약이 권장된다.
두 번째, HCV 약물 표준 치료 용량은 HCV의 유전자형과 무관하게 고
정 용량 또는 체중 당 용량을 적용하여 투약하는 페그인터페론과 달리 리
바비린의 용량은 유전자형 1형 및 4형에 대해서는 체중 별 추천되는 용량
이 세분화 되어있는 반면, 유전자형 2형과 3형에 대해서는 체중과 무관한
단일 용량으로 추천된다. 유전자형과 체중에 따른 표준 치료 방법에 차이
가 나는 것을 보정하기 위해, 각 환자별 추천되는 표준 치료 기간 및 용
량을 산정한 다음 실제 처방된 기간 및 용량에 대한 비율을 본 연구의 평
가 지표로 활용하였다.
세 번째, HCV 치료 반응은 치료 기간에 따른 HCV RNA titer의 변화
로 예측한다. Sustained Virologic Response(SVR)은 치료 종료 24주 경과
된 시점에 HCV RNA가 확인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SVR 도달은
HCV 치료의 목표로 활용되는 지표이다. SVR의 도달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는 치료 시작 4주 및 12주시점의 HCV RNA titer 변화량을
설명하는 Rapid Virologic Response (RVR)과 Early Virologic Response
(EVR)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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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HCV 유전자형에 따른 약물 표준 치료 기간 및 치료 용량

구분
유전자형 1형, 4형

항목

Peginterferon alpha-2a 체중에 관계없이 180 mcg 주 1회 투여
Peginterferon alpha-2b 1.5 mcg/kg 주 1회 투여
40 kg: 50 mcg, 40-64 kg: 80 mcg,
65-75 kg: 100 mcg, 76-85 kg: 120 mcg
Ribavirin
Peginterferon alpha-2a 투여 시
75 kg 이하: 1,000 mg, 75 kg 초과: 1,200 mg
Peginterferon alpha-2b 투여 시
65 kg 미만: 800 mg, 65-85 kg: 1,000 mg,
85-105 kg: 1,200 mg
유전자형 2형, 3형
Peginterferon alpha-2a 및 alpha-2b의 용량
기준은 유전자형 1형, 4형과 동일
Ribavirin은 체중에 관계없이 800 mg
유전자형 6형
유전자형 1형, 4형의 용량 기준과 동일
표3. 치료 반응의 정의

항목

Sustained Virologic
Response (SVR)
Early Virologic
Response (EVR)
Complelete Early
Virologic
Response (cEVR)
Rapid Virologic
Response (RVR)

설명

치료 종료 후 24주 경과된 시점에서
HCV RNA가 검출되지 않는 것을 의미
치료 시작 12주 경과된 시점에서 HCV RNA가
baseline에 비해 ≥ 2 log 감소한 것을 의미
치료 시작 12주 경과된 시점에서
HCV RNA가 검출되지 않는 것을 의미

치료 시작 4주 경과된 시점에서
HCV RNA가 검출되지 않는 것을 의미
치료 시작 12주 경과된 시점에서 HCV RNA가
Null Responder (NR)
baseline에 비해 < 2 log 감소한 것을 의미
End of Treatment 치료 종료 시점에서
Response (ETR)
HCV RNA가 검출되지 않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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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평가를 위한 약물 이상반응 발현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빈혈, 호
중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의 발생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각각에 대한 발생
기준은 약용량의 감량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표4. 이상반응 발현에 대한 지표

항목
Anemia
(빈혈)
Neutropenia
(호중구감소증)
Thrombocytopenia
(혈소판감소증)

설명
Hemogliobin (Hb) < 10 g/dL
Severe anemia: Hb <8.5 g/dL

Absolute neutrophil count (ANC) < 750 /mm3
Severe neutropenia: ANC < 500 /mm3
Platelet (PLT) < 50,000 /mm3
Severe thrombocytopenia: PLT

< 25,000 /mm3

2.4 통계 분석
모든 통계학적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1)을 사용하였
다. 결과 값은 연속형 변수의 경우 평균(± 표준편차)의 형태 또는 중앙값
(최소 - 최대)의 형태로, 범주형 변수의 경우 n(%)의 형태로 기술하였다.
또한 모든 통계학적 분석은 유의수준 95%을 적용하여 p-value 0.05미만
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유전자형에 따른 약물 치료 현황에서 유전자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와 SVR 및 이상반응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에서 발현여부에 따
른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 각각에 해당되는 두 집단으로 자료를 나누었
다. 정규성 가정 만족 여부에 따라 연속형 변수는 정규성 만족 시
Student’s t-test,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 Mann-Whitney test를 이
용하였고, 범주형 변수는 χ2-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였다.
SVR 및 이상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은 binary logistic regression
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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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3.1 대상 환자의 특성
연구 기간 중 총 60명의 환자가 간이식 후 재감염 된 HCV에 대해 페
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의 병합 요법으로 약물 치료를 받았다. 이들 중 2
명은 치료 기간 도중 타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진행하였고, 1명은 유전자
형 검사 누락으로 표준 치료 대비 약물 치료에 대한 현황을 평가할 수 없
었다. 앞에서 제시된 3 명을 제외한 총 57명의 환자가 본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3.1.1 인구정보학적 특성

연구 대상의 약 70%가 남성이고, 평균 연령은 57.8세 (± 8.5), 신체 질
량 지수는 23.4 (±2.8)로 비교적 편차가 적다. 그러나 간이식 후 HCV 재
감염 치료까지의 관찰 기간은 평균 603일 (± 779), 중앙값 약 242일 (25
- 3,472)로 환자마다의 편차가 상당히 컸다. 치료를 시작할 당시의 기저
HCV RNA titer 또한 편차가 커, 평균 약 7,360,000 IU/mL (±
11,660,000), 중앙값 약 2,960,000 IU/mL (95,000 - 69,000,000) 이다.
HCV 유전자형에 따른 구성은 1형과 4형에 해당하는 환자 31명
(54.4%), 2형과 3형에 해당하는 환자 23명 (40.4%), 유전자형 6형에 해당
하는 환자 3명 (5.3%)이다. HCV 치료에 앞서 당뇨의 기왕력을 보인 환자
는 26명 (45.6%)이며, 혈중 glucose level은 약 119.2 mg/dL (± 59) 이다.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 모두 신기능에 따른 약 용량 조절이 필요한
약물이나, 대상 환자들의 serum creatinine level이 1.1mg/dL (± 0.3)로 비
교적 일정하고, 치료 기간 도중 급성 또는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된 환자
는 없어 신기능에 따른 별도의 약 용량 조절은 필요하지 않았다.
환자별로 처방된 면역억제제의 종류로 tacrolimus, cyclosphorin, mycophenolate의 투약력을 조사하였고, tarcolimus를 처방받은 환자가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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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cyclosphorin 6명 (10.5%), mycophenolate 단독 요법을 유지한
환자 1명(1.8%)이었다. 전체 50명 중 17명(29.8%)의 환자가 HCV 치료 기
간 중 mycophenolate를 처방받였다.
표 1. 대상 환자의 인구정보학적 특성

항목
총 연구 대상 환자 (명)
성별*
남자
여자
연령 (세)
신체질량지수 (kg/m2)
당뇨병 이력*

57

Cytomegalovirus 감염 이력 (명)
간이식 후 HCV 관찰 기간 (일)†
HCV 유전자형*
1형, 4형
2형, 3형
6형
HCV RNA, x 106 IU/mL†
면역억제제 (명)
Tacrolimus (+ mycophenolate)
Cyclosphorin (+ mycophenolate)
Mycophenolate
ALT (IU/L)
AST (IU/L)
T.bil (mg/dL)
ANC (/mm3)
Hb (g/dL)
PLT (x103/mm3)
Glucose (mg/dL)
SCr (mg/dL)

*명 (%), †중앙값 (최소 –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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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40 (70.2)
17 (29.8)
57.8 ± 8.5
23.4 ±2.8
26 (45.6)
0
242 (25 – 3,472)
31 (54.4)
23 (40.4)
3 (5.3)
2.9 (0.09 - 69)
50 (16)
6 (1)
1
139.3 ± 124.7
100.8 ± 89.8
1.6 ± 1.9
2605.1 ± 1111.6
12.8 ± 2.1
123.6 ± 44.2
119.2 ± 59.0
1.1 ± 0.3

3.1.2 약물치료의 특성
전체 57명의 환자 중 표준 치료기간 동안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 모
두 지속한 환자는 6명 (10.1%), 표준 치료기간 이하의 치료를 받은 환자
는 15명 (26%), 표준 치료기간 이상 치료를 유지한 환자는 35명 (62.5%)
로, 과반수의 환자들이 표준 치료기간보다 투약 기간이 길었고, 이들 중
치료기간이 표준 치료 대비 150% 이상인 환자는 13명 (23%) 이었다.
유전자형에 따른 약물 치료 현황을 살펴보면, 페그인터페론은 표준 치
료기간인 48주의 투약을 추천하는 유전자형 1, 4형의 경우 평균 48.1주 (±
19.6), 24주의 투약을 추천하는 유전자형 2, 3, 6형의 경우 평균 32.9주 (±
11.4)로, 유전자형 2, 3, 6형 환자들이 표준 치료기간 대비 오랜 기간 치료
를 받았다(p=0.002). 리바비린 또한 이와 유사한 경향으로, 유전자형 1,4형
은 평균 50.4주 (± 19.6), 2, 3, 6형의 경우 32.5주 (± 12.2) 치료를 받았다
(p=0.007). 그러나 두 약물의 전체 치료기간 동안 투약된 용량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투약된 약물의 총 누적 용량을 표준 치료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치료
기간 당 약물의 총 누적 용량은 연장된 치료기간에 비해 증가하지 않았
다. 유전자형 1, 4형의 페그인터페론 용량은 77.5% (± 44.9), 리바비린 용
량 71.3% (± 41.0)로 다소 낮았고, 유전자형 2, 3, 6형의 페그인터페론 용
량은 평균 약 100.3% (± 43.5), 리바비린 85.1% (± 52.4)로, 유전자형 2,
3, 6형이 유전자형 1, 4형에 비해 다소 많은 용량을 투여 받은 것으로 보
이나,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p=0.057, 0.271).
치료기간 12주까지의 평균 1회 투약 용량과 전체 치료기간동안의 평균
1회 투약 용량은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이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페그인터페론은 12주와 전체 치료기간의 용량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유전자형 1, 4형 각각 79.2%, 75.9%, 2, 3, 6형 각각 79.7%,
73.4%), 리바비린은 전체 투약기간이 감소한 양상을 보인다(유전자형 1, 4
형 각각 76.3%, 66.8%, 2, 3, 6형 각각 67.4%, 62.3%).
전체 환자 중 1회 이상 페그인터페론 또는 리바비린의 약용량 감량이
필요했던 환자는 각각 43명 (75%), 45명 (78.9%)이며, 전체 환자별 평균
약용량 감량 횟수는 각각 1.4회 (± 1.2), 2.6회 (±2.3)였다. 약용량을 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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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점은 페그인터페론 8.4주 (± 12.1), 리바비린 5.7주 (±6.6)로 환자별
편차가 컸다. (표 6.) (그림 1, 2)
표 6. 유전자형에 따른 약물 치료 현황

PIA* 치료기간 (weeks)
표준치료 대비 (%)
RBV* 치료기간 (weeks)
표준 치료 대비 (%)
PIA 총 누적용량 (mcg)
표준 치료 대비† (%)
RBV 총 누적용량 (mg)
표준 치료 대비† (%)
PIA 용량/week‡
표준 치료 대비 (%)
RBV 용량/day‡
표준 치료 대비 (%)
PIA 12주 용량/week
표준 치료 대비 (%)
RBV 12주 용량/day
표준 치료 대비 (%)
PIA 감량시점§ (weeks)
RBV 감량시점§ (weeks)
PIA 변경횟수§
RBV 변경횟수§

유전자형
1, 4형
48.1 ± 19.6
100.1 ± 40.9
50.4 ± 19.6
105.3 ± 40.9
-

유전자형 p-value
2, 3, 6형
32.9 ± 11.4
0.002‖
137.2 ± 47.4
0.007‖
32.5 ± 12.2
0.000‖
135.4 ± 51.0
0.032‖

77.5

± 44.9

100.3

71.3

± 41.0

74.9

-

± 43.5

0.057

85.1

± 52.4

0.271

± 24.1

73.4

± 20.7

0.711‖

66.8

± 25.3

62.3

± 28.5

0.531

79.2

± 22.1

79.7

± 22.8

0.941‖

67.4 ± 33.2
5.5 (1 - 30)
1 (1 - 17)
1.5 (0 - 5)
2 (0 - 7)

0.254
-

-

76.3 ± 22.2
3 (1 - 67)
6 (1 - 39)
1 (0 - 5)
3 (0 - 9)

-

* 약어 PIA;peginterferon alpha, RBV;ribavirin,
†총 누적용량/표준 치료기간, ‡총 누적용량/실제 투약기간, § 중앙값 (최소–최대)
‖ Mann-Whitne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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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유전자형 1, 4형의 치료 기간에 따른 Pegasys® 용량 변화

그림 2. 유전자형 1, 4형의 치료 기간에 따른 Ribavirin 용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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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전자형 2, 3, 6형의 치료 기간에 따른 Pegasys® 용량 변화

그림 4. 유전자형 2, 3, 6형의 치료 기간에 따른 Ribavirin 용량 변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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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치료기간 이하의 치료를 받은 환자는 페그인터페론 13명, 리바비
린 15명이었다. 이들 중 13명은 모든 HCV 약물 치료를 중단한 환자로 대
부분이 약제에 의한 이상반응 호소로 중단 되었다. 약물 치료 중단이 불
가피한 심각한 이상반응으로는 우울증 호소 1명, 패혈증 1명, 페그인터페
론으로 인한 자가면역성 간염 1명이 해당되었다(표 7.). 패혈증 발생 시
ANC값은 3620 /mm3으로, 호중구감소증에 부합하는 값은 아니었다.
표 7. 치료 중단 시점 및 사유

중단
HCV
환자 시점 유전자형
(week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5
15
36
34
33
31
17
3
7
35
26
25
18

1b
1b
1b
1b
1a
1b
1b
2a/c
6a
1b
1b
1b
1

중단 사유
의무기록 상 Side effect로 중단
Null responder
호중구감소증으로 중단
치료 기간 중 추적관찰 소실
패혈증으로 인한 입원 치료로 중단
피로감 호소
낮은 순응도
우울증으로 인한 중단
심각한 빈혈로 인한 중단
심각한 빈혈로 인한 중단
자가면역성 간염으로 인한 중단
전신 쇠약으로 응급실 입원
심각한 혈소판감소증으로 인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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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안전성에 대한 평가
빈혈, 호중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의 각각 발생 여부 및 발생 시점은 이
상반응 발현 분석을 위해 조사하였고, 이들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혈색소
(hemoglogin, Hb), 절대호중구수 (absolute neutophil count, ANC), 혈소
판(platete, PLT)의 기저 값, 리바비린의 체중 당 용량, 사용된 면역억제제
의 종류 등을 주요 요인으로 분석해 보았다.

3.2.1 이상반응 발현 빈도

빈혈의 발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기저 Hb 10 g/dL 미만인 7명을 제
외한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Hb 10g/dL 이하의 빈혈 발생은 34
명 (68%)에서, 이들 중 Hb 8.5 g/dL 이하의 중증 빈혈로 진행한 환자는
21명 (42%)이었다. 빈혈의 발생 시점은 치료 시작 이후 평균 10.8 주 (±
8.1), 중앙값 9주 (3-48)이며 중증 빈혈은 16.4 주 (± 13.7), 중앙값 9.5주
(4-49)였다. 기저 Hb 값 12 g/dL 이상인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기저 Hb
값에 비해 2 g/dL 감소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는데, 기저 Hb 평균은
13.9 ng/dL (± 1.3)이었으며 2 g/dL 만큼 감소한 환자는 34명 (85%), 감
소 시점은 평균 6.1 주 (± 4.0)이었다. 이들 중 치료 시작 4주 이내에 감
소한 환자는 17명 (42.5%)이다.
호중구감소증 발현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연구 대상 환자 57명 모두 기
저 ANC >1000 /mm3에 해당되어, 전수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2명
(38.6%) 의 환자에서 호중구감소증이 발생하였고, 이들 중 9명(15.8%)은
ANC <750 /mm3의 중증의 호중구감소증으로 진행되었다. 호중구감소증
의 발생 시점은 치료 시작 이후 평균 6.5주 (± 5.2)였고, 중증 호중구감소
증은 10.1주 (± 9.3)였다.
혈소판감소증의 발현 여부는 기저 PLT 값이 50,000/mm3 미만인 4명을
제외한 53명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으며, PLT < 50,000/mm3 의 혈소판감
소증은 13명 (24.5%)에서, 이들 중 PLT < 25,000/mm3 의 중증 혈소판감
소증은 1명에서 확인되었다. 발생 시점은 중앙값 8주 (2 – 67)로, 개체
간 차이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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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이상반응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빈혈의 발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을 위해 빈혈 발현 유무에 따른
환자 군으로 나누어 기저 Hb, 리바비린 및 페그인터페론 치료기간, 리바
비린 4주 및 12주까지의 치료 누적 용량, 면역억제제로 tarcrolimus 혈중
농도, mycophenolate 처방 여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 페그인터페론 치료
기간을 제외한 어떠한 요인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Mycophenolate를 처방받았던 환자는 총 14명으로, 이들 중 12명에서
anemia가 발생하였으나, mycophenolate 미처방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p=0.175). (표 8.)
호중구감소증 또한 빈혈과 마찬가지로 발현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고 기저 ANC 값이 높을수록 발현 위험이 감소하는 양상임이 확
인되었다(Odds ratio 0.48, 95% CI 0.262 – 0.88). 그러나 기저 ANC 값
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에서는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혈소판감소증의 영향요인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본 연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9.)
대상 환자들 중 약물 부작용에 대한 증상 조절을 목적으로 filgrastim을
투여한 환자는 22명(38.4%), erythropoietin을 사용한 환자 26명(45.6%),
수혈을 시행 받은 환자는 17명(30%)이었다. 치료 시작 시점부터 24주 동
안 Hb, ANC, PLT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ANC는 치료 초기 3주 까지
급격한 감소 양상, Hb는 4 - 7주에 걸친 감소 양상을 보였다. PLT 또한
3주 까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나 다른 두 항목에 비하여 감소 경향이 뚜
렷하게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5. -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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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빈혈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인

Baseline Hb (g/dL)

Ribavirin 치료기간 (표준대비, %)
Peginterferon 치료기간 (표준대비, %)
Ribavirin 치료용량

4주 누적용량 (mg/kg/day)

12주 누적용량 (mg/kg/day)

빈혈 발현
(n= 34)
13.2 ± 1.4
126 ± 42.1
129 ± 42.2
± 3.1
9.8 ± 3.5

12.9

± 2.3

6.3

Mycophenolate 처방 (n, %)
Mycophenolate 미처방 (n, %)

*Mann-Whitney test

p-value
0.512*
0.035
0.755*

± 2.0

0.368

12 (85.7%)

2 (14.3%)

0.175

14 (38.9%)

22 (61.1%)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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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95% CI)

0.188

± 5.2
11.2 ± 3.9

11.6

면역억제제

Tacrolimus level (ng/mL)

빈혈 미발현
(n= 16)
13.8 ± 1.9
112 ± 59.4
97.8 ± 53.9

0.213

1.016 (1.001 - 1.031)

표 9. 호중구감소증 및 혈소판감소증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인
호중구감소증
기저 ANC 값 (x103/mm3)

Ribavirin 치료기간 (표준대비, %)
Peginterferon 치료기간 (표준대비, %)
면역억제제
Tacrolimus level (ng/mL)
Mycophenolate 처방 (n, %)
Mycophenolate 미처방 (n, %)

혈소판감소증

기저 platelet 값 (x10 /mm )
Ribavirin 치료기간 (표준대비, %)
Peginterferon 치료기간 (표준대비, %)
면역억제제
Tacrolimus level (ng/mL)
Mycophenolate 처방 (n, %)
Mycophenolate 미처방 (n, %)
3

3

발현 (n= 22) 미발현 (n= 35) p-value
2.1 ± 1.0
2.9 ± 1.1
0.018
114.3 ± 46.3
122.0 ± 49.1
0.557
113.1 ± 47.6
119.5 ± 47.7
0.959*
5.9 ± 2.9
7 (31.8%)
9 (25.7%)

(n= 13)
133.2 ±47.3
126.1 ± 55.8
115.4 ± 52.9
5.8 ± 3.7
5 (35.7%)
8 (20.5%)

5.6 ± 1.7
15 (68.2%)
26 (74.3%)

(n= 40)
136.3 ± 38.9
116.1 ± 46.0
117.4 ± 47.9
5.6 ± 1.6
9 (64.3%)
31 (79.5%)

*Mann-Whitney t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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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
0.763

0.844
0.349*
0.898
0.842
0.292

OR (95% CI)
0.480 (0.262 - 0.880)

그림 5. 치료 기간에 따른 ANC 값*의 변화

그림 6. 치료 기간에 따른 Hb 값*의 변화

그림 7. 치료 기간에 따른 PLT 값*의 변화

*중앙값 (하위 25%-상위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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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
3.3.1 SVR 도달 빈도
HCV 치료 종료 후 24주 경과된 시점에서 HCV RNA가 검출되지 않는

sustained virologic response (SVR)을 치료 목표로 하여, SVR에 도달한
환자와 그렇지 못한 환자 사이의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57명의 환자 중 SVR이 확인된 환자는 34명 (59.6%), SVR에 도달하지
못한 환자는 18명 (31.6%), SVR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환자는 5명
(8.8%)이었다. SVR을 확인할 수 없었던 5명은 치료 종료 6개월 이후 측
정한 HCV RNA titer 기록이 없어, SVR 도달 여부를 판정할 수 없었다.

3.3.2 SVR 도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SVR 도달 여부를 판정할 수 없는 5명을 제외한 52명의 환자를 대상으

로 SVR 도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환자 특성과 관련된 항목과 약물
치료와 관련된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환자 특성으로는 HCV 유
전자형, 당뇨 유무, 성별, 연령, 기저 HCV RNA titer, 이식을 받은 시점
부터 약물 치료가 시작된 시점까지의 관찰 기간, 치료 기간 중 early
virologic response (EVR) 도달 여부 등이 사용되었다. 약물 치료와 관련
된 항목으로는 HCV 치료에 사용된 페그인터페론 및 리바비린의 유지 기
간, 표준용량 대비 약용량, 치료시작 12주까지의 누적 처방 용량, 빈혈, 호
중구감소증 및 혈소판감소증의 혈액학적 독성 발현 유무, tacrolimus의 혈
중 농도 및 mycophenolate 처방 유무 등이 포함되었다.
SVR 도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유전자형에 따른 SVR 발현 여부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기저 HCV RNA 값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었으며 RNA 값이 3,000,000
IU/mL 이상인 경우 SVR 도달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료 12주 경과된 시점에서 HCV RNA titer가 기저 값에 비해 ≥ 2 log
감소한 EVR의 도달은 49명에서 관찰되었으며, EVR의 도달 유무는 S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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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12주시점에서 HCV RNA가 관찰되
지 않는 cEVR은 유의하게 SVR 도달과 연관이 있었다. 또한, 당뇨의 유
무, 성별 및 나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0.)
SVR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치료
기간 동안 처방된 리바비린의 용량, 12주까지의 페그인터페론 및 리바비
린 누적 용량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였다. 리바비린의 전체 투약
기간 동안 용량이 증가할수록, 12주까지의 페그인터페론 및 리바비린 누
적 용량이 많을수록 SVR 발현이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약물 이상
반응은 빈혈, 호중구감소증 및 혈소판감소증 중 1가지 이상 발현된 경우
약물 이상반응이 발현된 것으로 간주하였고 SVR 발현 및 미발현 군에서
각각 88.2%, 77.8% 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면역억제제와 관련된 항목으로는 tacrolimus의 혈중 농도 및
mycophenolate의 처방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두 집단에서 모두 유의한 차
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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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SVR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 요인

HCV 유전자형
1, 4형
2, 3, 6형

요인

기저 HCV RNA titer
3,000,000 IU/mL 이상
3,000,000 IU/mL 미만
간이식 후 HCV 관찰 기간
Virologic response
EVR positive
cEVR positive
ETR positive
당뇨병 환자
남성
나이

* Mann-Whitney test

SVR 발현
(n= 34)

SVR 미발현 p-value
(n= 18)

16 (47.1%)
18 (52.9%)

11 (61.1%)
7 (38.9%)

12 (35.3%)
22 (64.7%)
623.9 ± 795.4

13 (72.2%)
5 (27.8%)
671.8 ± 868.4

33 (97.1%)
26 (76.5%)
34 (100%)
15 (44.1%)
23 (67.6%)
57.7 ± 8.5

16 (88.9%)
0
11 (61%)
8 (44.4%)
14 (77.8%)
58.6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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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95% CI)

0.335

0.041*

0.210 (0.060 - 0.731)

0.977*
0.272
0.000
0.014
0.982
0.443
0.720

16.021 (1.773-144.763)

표 11. SVR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요인

요인
표준치료 대비 약물 치료기간

SVR 발현
(n= 34)

Peginterferon
Ribavirin

124.6
126.2

Peginterferon
Ribavirin

98.0
91.8

Peginterferon
Ribavirin

Tacrolimus 혈중 농도
Mycophenolate 처방

표준치료 대비 약물 용량
12주 누적 용량
이상반응 발현
면역억제제

± 41.8
± 41.6
± 42.9
± 47.3

SVR 미발현 p-value
(n= 18)
116.0
119.3

± 45.7
± 46.9

0.495
0.589

± 35.3
± 36.7

0.050
0.029

85.3 ± 16.9
80.8 ± 25.9
30 (88.2%)

72.2 ± 22.4
61.2 ± 25.2
14 (77.8%)

0.024*
0.011*
0.425

7.7 ± 8.4
9 (26.5%)

5.0 ± 2.9
5 (27.8%)

0.226
1.000

*Mann-Whitne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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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61.3

OR (95% CI)

1.017 (1.002

– 1.033)

1.037 (1.004
1.030 (1.005

– 1.070)
– 1.055)

Ⅳ. 고찰
간이식은 말기 간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식 후 5년
생존율은 약 80% 정도이나, C형 간염 간질환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들
은 다른 적응증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들 보다 생존율이 낮다고 알려져
있어 [7] 이들의 생존율 증가를 위한 HCV의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
요하다. HCV 치료 반응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HCV 유전자형 및 치료
중의 virological response를 비롯한 여러 환자 관련 요인들이 알려져 있
어 [15] 치료를 받는 환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국내 간
이식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드문 실정이다. 약물치료에 대한 순응도
역시 치료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10, 16], HCV 표
준 치료약제인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은 혈액학적 독성을 비롯한 여러
약물 이상반응으로 치료에 대한 내약성이 낮은 대표적인 약물이다 [4, 18,
24, 2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간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페그인터페론
과 리바비린의 안전성 및 치료효과에 대해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약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의 대표 독성으로
알려진 빈혈, 호중구감소증 및 혈소판감소증의 발현 빈도 및 이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간이식 환자들의 약물 이상반응 발생 빈도
는 연구마다 차이가 컸는데, Picciotto 등은 [9] 약 35%의 환자에서,
Narayanan 등과 [31] Dumortier 등은 [32] 각각 46%, 65%, 의 환자에서
빈혈이 발생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약 68%의 비교적 많은 환
자들에서 빈혈이 관찰되었고, 이들 중 42%의 환자들은 중증의 빈혈로 진
행하는 등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빈혈의 발현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Abenavoli 등은 [22] 성별과 리바비린의 체중 당 용량이 빈혈 발생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리바비린의 유지기간, 전체
투약기간 동안의 리바비린 용량, 4주 및 12주까지의 누적 리바비린 용량
모두에서 빈혈 발현군과 비발현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리바비린에 의한 빈혈 발생은 용량 의존적인 적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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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kg/day 이상의 용량을 투여 받은 경우 발생 빈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
하였을 때 [22], 본 연구에서는 처방된 리바비린의 체중 당 용량이 빈혈
미발현군 12.9 (± 5.2) mg/kg/day, 발현군 11.6 (± 3.1) mg/kg/day 로 부
작용 발현 가능성이 알려진 용량 보다 적은 용량을 투약하여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전반적인 빈혈의 발현 비율이 높은 점에 대해서는 장기이식 후
복용하는 면역억제제의 영향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Mycophenolate는
IMPDH2) 억제 작용을 통해 면역억제작용을 나타내는 약물로, 작용기전으
로 인한 혈액학적 독성이 알려진 대표적인 약물이다 [21]. 14명의 환자가
mycophenolate를 처방받았고 12명에서 빈혈이 관찰되었으나, 전체 환자
대비 환자수가 적어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Tacrolimus로
인한 빈혈 발현 빈도 또한 최대 65% 까지 알려져 있고 [33], 대부분의 환
자들이 tarcolimus를 복용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식환자의 빈혈 발현
빈도가 높은 원인으로 tarcolimus 역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겠
으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집단 간 tacrolimus의 혈중 농도 차이는 관찰되
지는 않았다. Tacrolimus에 의한 영향을 근본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계열의 면억억제제를 처방받은 간이식환자 집단과 비교 분석을 수행
해야 하겠으나, 본 연구의 87.7%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tacrolimus를 처방
받았고, 이와 대조될만한 다른 계열의 면역억제제 처방받은 환자들의 수
가 적어 통계적인 분석을 시행할 수 없었다.
호중구감소증과 혈소판감소증은 빈혈에 비해 낮은 비율인 38.6% 및
24.5%의 발생 빈도를 보였다. 1명의 환자는 치료 기간 중 패혈증 치료를
중단하였는데, 중단 당시 ANC 3620 /mm3 로 호중구감소 상태는 아니었
다. 또한, 호중구감소증이 발생한 환자들 중 감염관련 질환을 겪거나, 패
혈증으로 진행된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다. 호중구감소증과 관련된 인자로
기저 ANC 값이 클수록 발현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발생 시기가 4주
(2-20)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치료 전 ANC 값이 낮은 환자들을 대상으
2) Inosine-5’-monophosphate dehydrogen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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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치료 시작 후 3~4주 동안은 감염을 비롯한 임상상의 유의한 증상 변화
에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겠다.
HCV 치료 반응에 대한 평가 지표로는 SVR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인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SVR 발현이 높아, 유전자형 1형의 경우
약 53.6 - 69.5% 정도 SVR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 11]. 국
내 간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박정익 등의 연구에서는 [34] 인터페론과
리바비린의 병합요법 적용 시 약 56%의 환자에서 HCV RNA 음전을 확
인하였으나, SVR에 대한 결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치료
종료 시점 HCV RNA의 음전을 보인 환자들은 약 80.7% 이었으며, 이들
중 약 59.6%의 환자에서 SVR이 확인되었다. 이는 간이식 환자를 대상으
로 한 서구의 SVR 결과인 40-50%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이다.
SVR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HCV의 유전자형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며 유전자형 2, 3형의 치료 반응은 70-80%로 1, 4형의
40-60%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 유전자형 이외에도 여러 인자
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약물과 관련된 선행 연구
로 박상훈 등은 [10] 80% 이상의 약물 순응도를 보인 경우 SVR이 유의
하게 높다고 밝혔고, McHutchison 등은 [16] 전체 투약기간 80% 이상,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 용량이의 표준 치료용량 대비 80% 이상을 투여
받았을 때 SVR 이 유의하게 상승한다고 밝혔다. Abenavoli 등의 [22] 연
구에서는 리바비린 용량이 표준용량 대비 적어도 60% 이상 투약 되어야
SVR 도달 실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고, Howell 등은 [35] 페그
인터페론 용량이 60% 이하로 투약된 환자들에서는 SVR이 관찰되지 않
았다고 발표하였다. Picciotto 등과 [9] Sharma 등의 [36] 연구 또한 전체
기간 중 투약된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의 용량이 SVR 도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발표하는 등, 많은 선행 연구에서 약물의 치료기간과 투여
용량이 SVR의 영향 요인임을 밝혔다. 요약하자면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
린의 용량을 감량하더라도 표준용량 대비 적어도 60% 이상 투약되어야
SVR 도달 실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SVR 도달 증가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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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상의 용량이 투약되어야 할 것과, 치료 기간은 표준치료 대비
80% 이상 유지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VR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환자 요인과 약물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환자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기저 HCV RNA titer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강력한 양성 예측요인인 유전
자형 2, 3형은 1, 4형의 SVR과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Virological response와 관련하여 RVR이 강력한 예측 인자임이 알려져
있으나 [15, 29, 30], 본 연구에서는 환자별 HCV RNA titer 측정 시기의
차이로 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EVR은 음성 예측인자로 EVR 도달 실
패는 SVR 도달 실패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EVR에 따른 SVR 도달 여부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EVR의 예측
력을 설명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다만, 치료 12주시점의 HCV RNA
가 검출되지 않는 cEVR을 보인 환자는 전원 SVR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
어, 이식환자를 대상으로 한 SVR 예측에 있어서는 EVR보다는 cEVR이
좀 더 강한 예측력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약물과 관련된 요인 분석에서 약물의 치료기간은 SVR 도달 여부에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SVR 도달 및 실패 집단 모두 평균 치
료 기간이 표준 치료대비 각각 124.6%, 116%로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준인 80%를 [16] 넘는 값이기 때문에 SVR과 치료 기간에 대한 유의미
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표준
치료 대비 리바비린의 투약 용량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SVR에 도달
하지 못한 군에서의 평균 리바비린 용량이 61.3 (± 36.7)% 였고 이는
Abenavoli 등과 Howell 등의 연구와도 [22, 35] 관련성이 있는 결과이다.
12주까지의 누적 용량을 살펴보면, SVR에 도달한 군의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의 용량은 각각 85.3 (± 16.9)%, 80.8% (± 25.9)이며, 도달하지
못한 군의 리바비린 용량은 61.2 (± 25.2)%로, 박상훈 등 및
McHutchison 등의 [16] 결과와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약용량
감량의 원인인 약물 이상반응 발현은 두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다.
- 29 -

SVR에 영향을 미치는 면역억제제에 대한 연구로는 ReViS-TC study
group에서 발표한 연구가 [37] 대표적으로, tacrolimus 대비 cyclosphorin
을 복용한 집단에서 HCV 치료 후 SVR 도달이 높았다는 결과이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대다수의 환자들이 tacrolimus를 처방받았고,
cyclosphorin을 처방받은 환자는 6명에 그쳐 두 집단 간의 유의한 통계분
석을 시행할 수 없었다. Tacrolimus의 혈중 농도나 mycophenolate 복용
여부에 따른 SVR 도달의 차이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본 연구는 국내 간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 병
합요법 치료 시 발생하는 약물 이상반응, 치료효과와 관련된 약물 및 환
자 요인에 대해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 약물치료에 수반되는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정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약용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기록의 미비 또는 정보 확인 불가로 인해 치료 효과에 대한 영향 요인 분
석에서 중요한 인자로 알려진 RVR 및 간세포의 조직학적 섬유화 정도에
대한 분석을 시행할 수 없었다는 점, 둘째 약물 처방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물을 환자가 실제로 복용하였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 셋째
단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나 환자별로 복용하는 HCV 치료제
및 면역억제제를 제외한 다른 약물에 의한 영향분석을 시행하지 못한 점,
마지막으로 대상 환자수가 적어 이상반응 발현 및 치료반응에 영향을 주
는 다양한 요인분석에서 유의성을 밝혀내지 못한 점 등이다. 향후 더 많
은 수의 간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HCV 치료연구를 위해 본 연구를
토대로 체계적인 정보를 축적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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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의 병합요법으로 간이식 후 재감염 된 HCV를
치료 시, 대부분의 환자들은 약용량 감량과 함께 빈혈, 호중구감소증, 혈
소판감소증과 같은 혈액학적 독성을 보였다. HCV 치료 목표인 SVR에
도달한 환자들의 약물 관련 특성은 처방된 리바비린의 총 용량이 높았고,
치료 12주시점의 누적 처방 약용량이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 모두 80%
이상으로 높았다. 약물의 치료기간은 이상반응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체
환자에서 표준치료 보다 연장되었는데, 치료기간과 SVR간의 상관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면역억제제의 영향에 의한 약물 부작용 발현 및 치료
반응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국내
간이식 환자의 HCV 치료 반응은 알려진 기존의 반응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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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afety and Efficacy of
Pegylated interferon and
Ribavirin
in Liver Transplant Patients
Mira Moon

Clinical Pharmacy
The Graduate School of Pharmacy
Seoul National University

Background

Recurrent hepatitis C virus (HCV) after liver transplantation (LT) is
almost universal and frequently proceeds to graft failure and mortality.
In Korea, pegylated interferon and ribavirin treatment has been
recommended for post transplant HCV reinfection. However, the
treatment is poorly tolerated with a requirement of dose reduction and
drug discontinuation due to hematologic adverse events, such as
anemia, neutropenia and thrombocytopenia. Several factors, such as
HCV genotype, viral response, gender, age, type of immunosuppressant
and drug adherence have an influence on treatment outcomes.
Therefore, Clarifying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is importa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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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priate HCV treatment strategies. However, There are lack of
informations about present HCV treatment outcomes, especially Korean
liver transplantation patients who were treated by reinfected HCV after
transplantation.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resent management of HCV
reinfection after liver transplantation in Korean, evaluating safety and
efficacy of pegylated interferon and ribavirin.

Methods
Electronic Medical Record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ere
reviewed retrospectively. Prescription records of pegylated interferon
and ribavirin, patients demographics, biological laboratory tests and
serological tests related with HCV were collected. Hematologic adverse
events and treatment discontinue rates were investigated for safety.
To evaluate efficacy, multivariate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sustained virological response (SVR) was conducted.

Results
Many of

patients (62.5%) endured longer treatment duration than
guideline, but mean total drug dosages were reduced. Dose reduction
rate was 78.9%. Adverse drug reactions rates, such as anemia,
neutropenia and thrombocytopenia were 68%, 38.6% and 24.5%. To
mitigate hematologin adverse events, erytropoietin and filgratim were
prescribed to 45.6% and 38.4% of patients. Transfusion rate was 30%
of patients with anemia. Serum tacrolimus level and mycophenolate
were not related with adverse events. SVR rate was 59.6% in total
treatment group. Factors associated with SVR were baseline HCV
RNA titer, total ribavirin dosage, accumulated doses of pegylated
- 39 -

interferon and ribavirin at 12th
influential to SVR rate.

weeks.

Adverse events

were

not

Conclusion
In liver transplant patients who were treated by reinfected HCV, doses

of pegylated interferon and ribavirin influenced significantly on SVR
rate. However, due to frequently observed hematologic side effects
such as anemia, neutropenia and thrombocytopenia, dose reduction of
treatment regimen was inevitable. SVR rate was higher than previous
studies in Korean liver transplant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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