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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The prevalence of chronic hepatitis C virus (HCV) tends to be higher in the elderly.
Pegylated interferon and ribavirin therapy (Peg-IFN/RBV) was recommended as the first-line treatment
in the past decades, but this regimen showed unsatisfactory results in terms of safety and efficacy
especially in elderly patients. Recently, it was demonstrated that dual therapy with daclatasvir and
asunaprevir was well tolerated and led to high sustained virological response (SVR) rates, irrespective of
age. We conducted a study to evaluate the efficacy and safety of daclatasvir plus asunaprevir by involving elderly patients aged above 65 years.

Methods : We retrospectively analyzed clinical data from chronic hepatitis C virus (HCV) genotype 1b
patients treated with daclatasvir plus asunaprevir from September 2015 to December 2016 at Seoul St.
Mary’
s hospital. The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s elderly patients (older than 65 years) and
non-elderly patients (younger than 65 years) and compared the efficacy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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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A total of 112 patients were treated with daclatasvir plus asunaprevir for chronic hepatitis C.
Among them, 101 patients completed the whole treatment, and in 88 patients the amount of HCV RNA
was measured after 12 weeks of treatmen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VR at 12 weeks
between both the groups (p=0.68). Typically, 91.4%(32/35) of elderly patients and 94.3%(50/53) of nonelderly patients achieved SVR12. Common adverse events included elevation in transaminase level,
headache, and gastrointestinal disorders.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symptoms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s : The combination therapy with daclatasvir plus asunaprevir exhibited similar rates of
SVR12 in HCV elderly patients without leading to further adverse events compared to non-elderly
patients. Therefore, it is proposed that daclatasvir plus asunaprevir therapy could be considered as an
effective and safe treatment, even in patients aged over 65 years.

[Key words] Chronic hepatitis C, DAA (Direct Acting Antiviral Agents), Daclatasvir, Asunaprevir

C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C virus, HCV) 감염은

었으나, 치료 성공률이 낮고, 인터페론 제제의 부작용

잠복기와 급성 감염기를 거치며 자연적으로 소실되기

및 48주간의 장기간 치료와 주사제 적용으로 인해 순

도 하나, 약 50~80%에서는 만성화된다. 만성 C형 간

응도가 낮으며, 유전자형(genotype)에 따라 치료 효과

염은 6개월 이상 감염이 지속된 상태로, 만성화된 이후

의 차이가 있어 사용이 제한적이었다.1) 특히, 고령 환

에는 자연회복이 드물고 지속적인 간손상을 유발하여

자에서 치료 반응율은 약 30~45%로, 젊은 연령층의

1),2)

C형 간염

반응율 55%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고

의 치료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바이러스의 증식 억제 또

령일수록 간질환이 진행된 경우가 더욱 흔하며, 혈구

는 박멸을 통해 간경변증 및 간세포암종으로의 진행과

감소증 등의 부작용 발생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중

관련 사망을 예방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지속 바이

도 탈락 또는 감량하거나, 다른 만성질환의 동반으로

러스반응(sustained virological response, SVR)을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9)

간경변증과 간세포암종을 초래할 수 있다.

달성하는 것이다.1) SVR은 치료 종료 후 12주 또는 24

최근, 바이러스에 직접 작용하는 경구용 C형 간염 치

주에 혈액에서 HCV RNA가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정

료제(direct-acting antiviral agents, DAA)가 출시

의하며,1) SVR을 달성한 경우 장기적으로는 환자의 생

되며, 90% 이상의 높은 치료 성공률과 낮은 부작용 발

존율이 향상되고 간암 발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생률, 짧은 치료기간 등의 장점이 입증되며 널리 사용되

있다.3),4)

고 있다. 이 중, nonstructural protein (NS) 5A repli-

만성 C형 간염은 전세계적으로 약 1억 7천만 명의 감

cation complex inhibitor인 daclatasvir (다클린자

염자가 있으며, 국내 유병률은 약 1% 내외로 추산된

정�, 이하 DCV)와 NS3/4A 단백분해효소 억제제(pro-

5),6)

특히, 국내 C형 간염 항체 양성율은 연령에 따라

tease inhibitor, PI)로 작용하는 asunaprevir (순베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며,7) 고령환자에서 간섬유화가

프라캡슐�, 이하 ASV)는 국내에 가장 먼저 도입된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간경변증의 발생 확률이 높아지

DAA로, 병용 시 유전자형 1b인 만성 C형 간염환자에

므로,8) 조기발견 및 적극적인 항바이러스 치료가 중요

서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었다.10)-12) 특히, PR 요법

다.

1),3)

수년 전까지 C형 간염의 표준 치료로 peg-

과는 다르게 고령 환자에서도 젊은 연령에서와 유사하

interferon과 ribavirin 병용 요법(PR요법)이 사용되

게 높은 치료 성공률과 내약성을 나타내었으나,12)-14) 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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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는 적은 수의 고령환자만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

이러스 반응(end-of-treatment response, ETR)율

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DCV/ASV 병용

과 치료 종료 후 12주까지 추적관찰이 완료된 환자를

요법의 처방 현황을 살펴보고, 고령환자에서의 유효성

대상으로 12주 SVR (SVR12)률을 두 군간 비교하였

및 안전성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다. 또한 RAS (NS5A-L31, NS5A-Y93) 음성인 환
자에서 SVR12률을 조사하고 baseline HCV RNA

연구방법

value, 이전 PR요법에 대한 HCV 치료 경험, 신질환
유무가 각 군의 치료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

1. 연구 대상

였다.

2015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가톨릭대학교 서

3) 안전성 평가 기준

울성모병원에서 DCV/ASV 병용 요법을 시작한 유전
자형 1b형 만성 C형 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1b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DCV/ASV 복용 후 EMR상

형을 제외한 유전자형, 외국인, 19세 미만 환자는 분석

기록된 이상반응을 확인하였다. 약물 이상반응의 종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류 및 빈도를 분석하고, 일시 투여 중지 혹은 영구 중
단과 관련 있는 이상반응의 종류를 조사하였다.

2. 연구 방법
3. 통계분석
분석 대상을 65세 이상 고령 환자군과 65세 미만 환
자군으로 분류하여 치료 효과 및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연구 대상자의 기본 특성은 평균±표준편차 및 비율로

비교 및 평가하였다. DCV/ASV가 처방된 환자의 전자

나타내었고, 두 군간 비교는 연속형 항목은 독립표본

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을 후향

t-test, 범주형 항목은 Chi-square test 또는 fisher’
s

적으로 검토하여, 각 항목별로 두 환자군간 유의한 차

exact 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9.4 Version (SAS Institute Inc. Cary, NC)을 이용
하였으며, p value가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

1) 자료 수집 항목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DCV/ASV의 초회 처방 일자를 기준으로 연령, 성

4. 피험자 보호

별, HCV genotype, baseline HCV RNA value,
NS5A 약제 내성(resistance-associated substitu-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수행된

tion, RAS) 검사 결과, 이전 HCV 치료 여부, aspar-

단일기관 후향적 연구로, 본 기관의 기관윤리심의위원

tate transaminase (AST), alanine transaminase

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ALT), total bilirubin, 신질환 유무, serum crea-

진행하였다(과제번호: KC17RESI0565).

tinine (SCr) 및 blood urea nitrogen (BUN) 수치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2) 유효성 평가 기준

1. 대상 환자의 기본 특성

HCV RNA 농도가 정량 한계 25 IU/mL 미만인 경

2015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가톨릭대학교 서

우를 반응 있음으로 정의하고, 투여 24주 시점의 혈

울성모병원에서 유전자형 1b형 만성 C형 간염으로

중 HCV RNA가 검출되지 않은 상태인 치료종료 바

DCV 60 mg(1일 1회)과 ASV 100 mg(1일 2회) 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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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of study population selection

치료를 시작한 환자는 112명이었다. 이 중, 투여 초기

에서도 각 군에서 91.4%(32/35), 94.3%(50/53)로 유

에 투여가 중지된 11명을 제외한 101명을 대상으로 65

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Fig. 2B).

세 이상 고령 환자군(n=38)과 65세 미만 환자군(n=63)

치료 전 NS5A RAS가 검출되지 않은 L31(-)/Y93(-)

으로 분류하여 유효성을 평가하였고, 안전성은 전체 환

대상자에서 SVR12률은 65세 이상 환자군에서 93.9%

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Fig. 1).

(31/33), 65세 미만군에서 95.9%(47/49)로 두 군간 차

대상 환자의 기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65세 이상

이가 없었다(p=1.00). 또한, 치료 전 HCV RNA 농도

고령 환자군의 평균 나이는 74.11±5.69세, 65세 미만

및 PR요법 치료 경험, 신질환 유무 등은 각 군의 치료

군의 평균 나이는 51.43±10.60세였다. 성별, base-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Table 2).

line HCV RNA value, RAS 검사, PR요법 치료 경험
유무, ALT, 신질환 유무, SCr, BUN에서 두 군간의 유

3. 안전성 평가

의한 차이는 없었다. AST의 경우 65세 이상 환자군에
서 유의하게 높았다(p=0.018).

DCV/ASV를 1회 이상 복용한 전체 대상자에서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경우는 65세 이상 고령 환자군에서

2. 유효성 평가

22.2%(10/45), 65세 미만군에서 47.8%(32/67)로 65
세 미만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6)(Table 3).

24주간 DCV/ASV 치료를 완료한 환자는 65세 이상

주요 이상반응으로는 간효소 수치 상승, 두통, 위장 장

고령 환자에서 84.4%(38/45), 65세 미만에서 94.0%

애 등이었으며, 각 증상에 따른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

(63/67) 이었다. 기저질환을 우선적으로 치료하거나,

는 없었다. 이상반응으로 인해 투여가 중지된 경우는

외래 방문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투여가 중단되거나

65세 미만군에서 4명으로, 간효소 수치 상승 3명, 두드

확인이 불가한 환자가 11명이었다. ETR율은 고령 환자

러기 1명이었다. 이 중 2명 대상자는 휴약 후 재시도하

군 92.1%(35/38), 65세 미만 환자군 98.4%(62/63)로

여 투여를 완료하였다. 고령환자에서는 이상반응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Fig. 2A), SVR12률

인해 치료가 중지된 경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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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Total
N=112

Elderly
patients N=45

Non-elderly
patients N=67

Age (year)
Mean±SD
Median (range)

.0001
60.54±14.30

74.11±5.69

51.43±10.60

63 (20, 86)

73 (65, 86)

52 (20, 64)

Sex, n (%)

0.125*

Male

34 (30.36)

10 (22.22)

24 (35.82)

Female

78 (69.64)

43(64.18)

35 (77.78)

Baseline HCV-RNA
Mean±SD (log10 IU/mL)

0.408
6.24±6.52

6.28±6.48

6.26±6.53

RAS test, N (%)

0.939*

L31(-) & Y93(-)

103 (91.96)

42 (93.33)

61 (91.04)

L31(-) & Y93(+)

1 (0.89)

1 (2.22)

0

L31(+) & Y93(-)

1 (0.89)

1 (2.22)

0

Not detected

5 (4.46)

1 (2.22)

4 (5.97)

Unknown

2 (1.79)

0

2 (2.99)

History of HCV treatment, N (%)
..

p

0.993*

Naive

78 (69.64)

32 (71.11)

46 (68.66)

PegIFN/RBV-relapse

13 (11.61)

5 (11.11)

8 (11.94)

PegIFN/RBV-non responder

5 (4.46)

2 (4.44)

3 (4.48)

16 (14.29)

6 (13.33)

10 (14.93)

AST, mean±SD (U/L)

56.86±35.46

66.49±35.12

50.39±34.44

0.018

ALT, mean±SD (U/L)

57.31±49.74

56.93±49.05

57.57±50.57

0.948

0.76±0.28

0.76±0.29

0.76±0.28

0.888

Kidney disease�, N (%)

5 (4.46)

2 (4.44)

3 (4.48)

1.000*

SCr, mean±SD (mg/dL)

0.89±0.81

0.82±0.19

0.94±1.04

0.427

BUN, mean±SD (mg/dL)

16.51±6.60

17.89±6.94

15.58±6.24

0.069

PegIFN/RBV-intolerant

Total bilirubin, mean±SD (mg/dL)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SD) or median(range) or n(%)
*Chi-square test
�
Includes chronic kidney disease, acute renal injury, peritoneal dialysis, hemodialysis, renal carcinoma, renal cyst
HCV, hepatitis C virus; RNA, ribonucleic acid; IFN, interferon; RBV, ribavirin; AST, aspartate transaminase; ALT, alanine transaminase; SCr, serum
creatinine; BUN, blood urea nit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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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 end of treatment response

SVR12, sustained virological response at 12 week after treatment

Fig. 2A Virologic outcome (ETR)

Fig. 2B Virologic outcome (SVR12)

Table 2 Comparison of factors between age groups in patients achieved SVR12
Elderly
patients N=32

Non-elderly
patients N=50

Sex, N (%)

p
0.061*

Male

7 (21.9)

21 (42)

Baseline HCV-RNA

0.911

Mean±SD (log10 IU/mL)

6.28±6.48

6.26±6.53

History of HCV treatment, N (%)

0.884*

..

Naive

22 (68.75)

31 (62)

PegIFN/RBV-relapse

4 (12.5)

6 (12)

PegIFN/RBV-non responder

2 (6.25)

3 (6)

PegIFN/RBV-intolerant

4 (12.5)

10 (20)

1 (3.1)

2 (4)

�

Kidney disease , N (%)

1.00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SD) or n(%)
* Chi-square test
�Includes chronic kidney disease, renal cyst
SVR12, sustained virological response at 12 weeks after treatment; IFN, interferon; RBV, ribavirin

고찰

의 고령환자에서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진행
되었다. 연구결과 SVR12률은 각각 91.4%, 94.3%으로

본 연구는 DAA 중 국내에 가장 먼저 도입된 DCV/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이전 연구들

ASV 병용 요법에 대해 유전자형 1b형 만성 C형 간염

과 유사한 결과였다.12)-14) 일본에서 진행된 한 후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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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dverse events (AE) in patients treated with DCV plus ASV
Total
N=112

Elderly
patients N=45

Non-elderly
patients N=67

p*

AST/ALT elevation

13 (11.61)

3 (6.67)

10 (14.93)

0.236

Headache

10 (8.93)

2 (4.44)

8 (11.94)

0.311

Dizziness

3 (2.68)

1 (2.22)

2 (2.99)

1

GI trouble

6 (5.36)

0

6 (8.96)

0.079

Nausea

5 (4.46)

1 (2.22)

4 (5.97)

0.647

Diarrhea

1 (0.89)

0

1 (1.49)

1

Constipation

2 (1.79)

1 (2.22)

1 (1.49)

1

1 (0.89)

0

1 (1.49)

1

Skin problem

4 (3.57)

1 (2.22)

3 (4.48)

0.648

Fatigue

4 (3.57)

2 (4.44)

2 (2.99)

1

Weakness

3 (2.68)

2 (4.44)

1 (1.49)

0.564

Myalgia

2 (1.79)

0

2 (2.99)

0.515

Cold symptoms

3 (2.68)

1 (2.22)

2 (2.99)

1

Nasal congestion

1 (0.89)

0

1 (1.49)

1

Anorexia
�

Values are presented as n (%).
*Chi-square test or Fisher’
s exact test
�Includes rash, urticaria
DCV, daclatasvir; ASV, asunaprevir; AST, aspartate transaminase; ALT, alanine transaminase; GI, gastrointestinal

연구에서도 75세 이상 고령 환자군에서 DCV/ASV 병

을 보였고,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을 확인하

용요법의 24주 SVR률이 91.1%로, 75세 미만군의

였다. 이는 RAS가 치료 효과에 영향을 미치며, 연령군

90.1%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3)

간 차이는 없었다는 이전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12),14)

한편, DCV/ASV 병용요법에서 치료 전 NS5A RAS

DCV/ASV 병용요법에서 해당 위치에 RAS가 존재하

는 SVR률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면 SVR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므로, 투여 전에 NS5A의

있다. 염기서열상에서 NS5A단백질의 L31번, Y93번

RAS 검사를 시행하고, 양성이면 해당 병용요법을 사

부위의 돌연변이는 daclatasvir의 약제 내성과 관련이

용하지 않아야 한다.14),18),19)

14),15)

안전성 조사는 DCV/ASV 복용기간 혹은 24주 투여

RAS는 DAA 투여 경험 없이 HCV 자연사 과정에서도

완료와 관계없이, 1회 이상 처방된 환자 전체를 대상으

발생할 수 있으며,16) 유전자 1b형 C형 간염환자에서

로 이상반응을 경험한 환자수를 조사하였다. 각 군별

L31/Y93 유전자 돌연변이 검출률은 11.8~18.0%로 보

이상반응 발생률은 고령 환자군에서 22.2%(10/45), 65

있어,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주된 인자이다.

17)

고되었다.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 중 L31번, Y93번

세 미만군에서 47.8%(32/67)이었다(p=0.006). 이는

변이가 검출되지 않은 환자는 91.96%(103/112)이었고,

치료 초기에 투여를 중단한 비율이 고령 환자군에서 유

이들의 SVR을 분석한 결과 각 군의 SVR12률은 각각

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이(15.5% vs. 3.0%, p=0.02) 요

93.9%, 95.9%에 달해 전체 대상자 대비 높은 치료율

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각 증상 별 발생 빈도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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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흔한 이상반응은 간효소

결과가 많고, 최근 한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신장애 환

수치 상승, 두통, 위장장애 등으로 국내에서 진행된 한

자와 고령자 등에서 높은 SVR률을 보였다고 보고하였

20)

후향적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이상반응으로 인해

으며, 특수 상황 등 추가 분석 데이터가 확보되고 있

투여를 중지한 대상자는 4명(3.6%)으로, 간효소 수치

다.24) 본 연구도 DCV/ASV 요법에서 실제 환자의 현황

상승 3명, 피부발진 1명이었다. 이 중, DCV/ASV 투여

을 파악하고, 유효성 및 안전성을 직접 비교한 연구로,

로 인해 정상 상한치의 5배를 초과한 3/4등급의 AST

해당 요법을 고령환자에 적용시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상승은 1명(0.9%), ALT 상승은 3명(2.7%)에서 발생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였으나, 2명에서는 회복 이후 투여가 재개되어 SVR을
달성하였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3/4등

결론

급의 AST 상승은 5.4%, ALT 상승은 7.2%로 보고된
바 있다.21) DCV/ASV 투여시에는 ASV에 의한 잠재적

DCV/ASV가 투여된 유전자형 1b형 만성 C형 간염

인 간독성의 가능성으로 인해 AST 또는 ALT 상승이

환자를 65세 이상 고령 환자군과 65세 미만군으로 나

특징적으로 나타나므로 간기능 검사와 모니터링이 권

누어 치료 효과 및 안전성을 비교 평가한 결과, SVR12

장된다.18),22) 이는 투여 중지의 주된 사유이나,10),11) 투약

및 이상반응의 종류와 발현율에서 두 군간 유의한 차이

중단 시 간효소 수치가 개선되는 가역적 반응으로 알려

를 보이지 않았다. Baseline HCV RNA value, 이전

져 있다.21),23)

PR 치료 경험, 신질환 유무 등은 효과에 영향을 미치

본 연구는 단일 기관 환자의 EMR 기록을 후향적으

지 않았으나, 치료 전 NS5A RAS 음성인 경우 SVR12

로 검토하여 분석한 연구로서, 대상자수 부족, 기록 미

률이 높았다. 따라서, DCV/ASV는 RAS 음성인 환자

비, 치료종료 후 환자 방문 누락 등으로 분석에 제한이

에서 연령에 관계없이 고령환자에서도 높은 반응율과

있었다. 또한, DAA는 다양한 약제와 약물상호작용을

내약성을 기대할 수 있겠다.

유발할 수 있으므로 치료 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약제
에 대해 상호작용 확인이 필요하나,17) 본 연구에서는 약

감사의 말씀

물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았다. 추가로 연구 진행 도중
국내 시장에 도입된 다른 DAA와의 처방 현황 및 직접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한국

적인 효과 비교, 경제성 평가 등은 이루어지지 않아 한

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에

계점으로 남아있다.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과제고유번호: HI14C1062).

최근 개정된 만성 C형 간염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
면, 유전자형 1b인 만성 C형 간염 치료에서 DCV/A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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