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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강좌

만성 C형간염의 약물치료
박미선
전북대학교병원 약제부

급, 만성간염 및 간경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C형

(70~80%)의 환자는 무증상이나, 일부 환자들에서는 감

간염바이러스(Hepatitis C virus, HCV)는 RNA 바이

기몸살, 전신 권태감, 메스꺼움, 구역, 식욕부진, 복부

러스로 플라비 바이러스과(Flavi viridae)에 속하며,

불쾌감 등의 증상이 비특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약

1989년에 수혈을 받은 환자들에서 발생한 간염의 원인

25%의 환자에서 황달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급성 간부

으로 그 존재가 처음 밝혀졌다.1)-4) HCV는 혈액매개감

전까지 진행되는 비율은 1% 미만으로 드물다.6) 급성 C

염으로 전파되는데, 주로 HCV에 오염된 혈액제제의

형간염 환자 중 약 15~45%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바이

수혈, 주사용 약물남용, 불안전한 주사나 의료시술,

러스가 제거되면서 저절로 회복되지만, 55~ 85%는 만

HCV 감염자와의 성접촉, HCV에 감염된 산모로부터

성 C형간염으로 이행한다. 만성간염 상태가 되면 자연

신생아로의 수직감염 등을 통해 전파된다.3),5) 세계적인

적으로 바이러스가 제거되는 경우는 드물고, 간섬유화

HCV 항체 유병률은 1.6%로 약 1억 1천명이 HCV 항체

가 진행되면서 간경변증 및 간세포암이 발생할 수 있고

양성으로 추산되며, HCV RNA 양성 유병률은 1.1%로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Fig. 1).2),11)

3),6)

약 8천만 명이 HCV RNA 양성 환자로 추산된다.

국

HCV는 바이러스 돌연변이로 인하여 유전적 다양성이

내 C형간염 유병률은 1% 미만(0.6~0.8%)으로 추산되

심하며, 감염시 숙주의 면역체계를 빠져나가 특이 중화

는데, 과거에는 수혈이 HCV 감염의 주요 원인이었으

항체가 형성되지 않아, 예방을 위한 백신 등의 개발이

나, 수혈 전 선별 검사 시행 후 점차 감소하여 2005년

쉽지 않기 때문에 HCV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

이후에는 수혈을 통한 감염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하

다.6)

지만 2015~2016년, 의료기관에서 주사기 재사용으로

만성 C형간염 치료의 목표는 HCV 박멸을 통하여 간

인한 C형간염이 집단으로 발생하면서 국가적 이슈로

경변증의 합병증, 간세포암종 및 HCV 감염으로 인한

떠올랐다.2),7)

간외 합병증의 발생을 막아 궁극적으로는 이로 인한 사

HCV는 6개의 주요 유전자형(GT1, GT2, GT3, GT4,

망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치료 성과를 단기간

GT5, GT6)이 있으며, 이에 대한 유전자이형은 70개 이

내에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 항바이러스 치료

상 밝혀져있다. HCV 유전자형 간에는 염기서열이

의 구체적 목표는 항바이러스 치료 종료 12주차(또는

31~33% 이상 차이가 나고, 유전자아형간에는 20~

24주) 검사에서 혈중 HCV RNA가 검출되지 않는 상태

6)

25% 정도 차이가 난다. 세계적으로 유전자 1, 2, 3형

인 지속바이러스반응(Sustained virologic response,

이 광범위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4, 5, 6형은 일부 지역

SVR) 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SVR에 도달

에 국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흔한 HCV 유전자형

하면 99% 이상의 환자에서 혈중 HCV가 지속적으로 검

은 1b형(45~59%)과 2a형(26~51%)이고 기타 1a형, 2b

출되지 않기 때문에, SVR은 실질적 HCV 박멸을 의미

8)-10)

형, 3형, 4형, 6형 등이 보고되었다.

HCV에 노출된

한다.12),13)

경우, 약 2주~6개월의 잠복기를 거치게 되며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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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atural history of Hepatitis C virus infection2)

Fig. 2 DAA and corresponding sites of HCV gene16)

단독요법으로 사용되었으나 SVR은 10%에 불과하였

년 빠르게 개정이 이루어졌다.4),11) 따라서 본 학술강좌에

다. 2000년대부터 페그인터페론(peg-interferon)과

서는 2017년에 발표된 만성 C형간염 진료지침에 따라

리바비린(ribavirin) 병용요법(PR)으로 SVR이 약 50%

만성 C형간염 약물치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까지 향상되었으나 용혈성 빈혈이나 신경정신성 질환
등 심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하여 치료에 제한이 있었

C형간염 치료 약제 소개

다.14) 하지만 2014년 경구투여가 가능한 직접 작용 항바
이러스제(Direct acting antivirals, DAA)의 개발로

DAA는 HCV 복제 및 증식 과정에 직접 작용하여 항

큰 부작용 없이 12~24주 단축된 치료 기간으로 SVR이

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낸다. HCV는 체내 간세포 내로

90% 이상으로 향상되었다.10) 국내 C형간염 치료에 대

들어가서 세포질에서 약 3,000개의 아미노산을 가진

한 가이드라인은 2004년 대한간학회(Korean associ-

단일 다단백으로 번역된 후, 숙주 및 HCV 단백분해효

ation for the study of the liver, KASL)에서 처음 제

소에 의해 구조단백(Core, E1, E2) 및 비구조단백(p7,

정 되었으며, 2013년 개정시에는 DAA가 국내에 승인

NS2, NS3, NS4A, NS4B, NS5A 및 NS5B)으로 잘라

되지 않아 PR 요법이 여전히 1차 치료로 권고되었지만

진다. 이렇게 잘라진 비구조단백이 세포질 내 소포체

신규 DAA들이 속속 출시되면서 각각 2015년과 2017

(endoplasmic reticulum)에서 모여 HCV RNA 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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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된 역할을 한다.15) 이러한 비구조단백중 NS3/4A,

제이다. Voxilaprevir는 이전 DAA 치료에 실패한 환

NS5A 및 NS5B가 현재 개발된 DAA의 주된 약물 표적

자에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DAA에 실패한 환자들의

이며, 이러한 약제의 작용 부위에 따라 NS3/4A 단백분

재치료시에 권고되고 있다.20) 일반적으로 NS3/4A 단

해효소억제제, NS5A 억제제, NS5B 중합효소억제제로

백분해효소억제제는 내성발현 장벽이 낮아 쉽게 내성

16)

나누어진다(Fig. 2). HCV는 다양한 기전으로 숙주의

이 발현할 수 있지만 치료 중단시 내성관련 변이는 6개

면역을 회피하기 때문에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HCV

월~1년 이내 사라진다. 따라서 재치료에 다시 사용할

의 각각의 복제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제들을 병용하

수 있으나 교차 내성이 없는 다른 약제와 병용하여 사

여 투여하는 것이 단일약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내성 바

용해야 한다.17)

17)

이러스 억제와 치료 효능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DAA
선택시에는 환자별 유전자형과 내성 관련 치환(resist-

2. NS5A 억제제

ance-associated substitution, RAS) 여부 및 환자의
간기능 및 콩팥기능을 고려하여 약제 선택을 해야 하

NS5A 억제제는 HCV 증식 및 조립 과정을 억제하며

고, 동반된 질환에 따라 복용하고 있는 약물과 DAA간

다양한 유전자형에 효과적이지만 약제 내성이 생기기

에 약물 상호작용 여부(상호작용 주요 웹사이트: www.

쉽다.18),21) 약제들은 단어의 어미가 -asvir로 끝나며, 대

hep-druginteractions.org)를 치료 전에 반드시 확인

표적인 약제로 daclatasvir, elbasvir, ledipasvir,

해야 한다(Table 1).5)

ombitasvir, pibrentasvir, velpatasvir가 있다. 최근
개발된 pibrentasvir와 velpatasvir는 HCV 모든 유
전자형에 사용가능한 범유전자형 약제이다. 2019년 7

1. NS3/4A 단백분해효소억제제

월 현재 국내에서는 daclatasvir는 단독제형으로 다른
NS3/4A 단백분해효소억제제는 가장 먼저 개발된

약제와 병용요법으로 사용가능하고, elbasvir, ledi-

DAA로 HCV 증식에 필수적인 다단백 분해과정을 차

pasvir, ombitasvir, pibrentasvir는 다른 계열 약제

단한다. 이 계열 약제들은 단어의 어미가 -previr로 끝

와 고정 용량 단일정제로 사용가능하다. Velpatasvir

난다. 1세대 NS3/4A 단백분해효소억제제인 boce-

는 아직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previr와 telaprevir는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2011년 승인을 받아 유전

3. NS5B 중합효소억제제

자 1형 치료시 PR 요법에 추가하여 사용되었으며 SVR
을 68~75%까지 향상시켰으나, 번거로운 투약방법과

NS5B 중합효소억제제는 HCV 복제 과정에서 RNA-

약물상호작용 및 중증의 피부 발진, 빈혈 등 심각한 부

의존 RNA 중합효소(RNA-dependent RNA poly-

작용으로 인하여 점차 그 사용이 줄어들었다.18),19) 이후

merase)를 억제한다. 구조에 따라 뉴클레오시드 중합

효능과 부작용면에서 1세대 약제보다 훨씬 진보한 약

효소억제제(Nucleoside polymerase inhibitors,

제들이 개발되었는데, 대표적인 약제들로 simeprevir,

NPIs)와 비뉴클레오시드 중합효소억제제(Non-nucle-

asunaprevir, paritaprevir, grazoprevir, glecapre-

oside polymerase inhibitors, NNPIs)로 분류된다.

8)

vir가 있다. 2019년 7월 현재 국내에서는 asunapre-

약제들은 단어의 어미가 -buvir로 끝난다. NPIs 계열

vir가 단독제형으로 다른 약제와 병용요법으로 사용가

은 중합효소의 활성 부위와 결합하는 기질로 작용하여

능하며, paritaprevir, grazoprevir, glecaprevir는

RNA 염기사슬에 끼어들어가 사슬 종결을 일으킨다.

다른 계열 약제와 함께 고정 용량 단일정제(fixed-

NS5B 부위의 염기서열이 유전자형에 관계없이 잘 유

dose combination)로 사용가능하다. NS3/4A 단백분

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유전자형에 좋은 효과를 보

해효소억제제는 일반적으로 유전자 1형에 효과적이었

일 뿐만 아니라 높은 내성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다.

으나 최근 개발된 glecaprevir, voxilaprevir는 모든

2019년 7월 현재 sofosbuvir가 다른 계열 약제들과 병

유전자형에 효과적인 범유전자형(pan-genotype) 약

용요법으로 다양한 유전자형의 C형간염 치료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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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AAs used for the treatment of HCV infection in Korea
Direct acting
Brand
antivirals
name
(DAA)

PresenPosology
tation

Dose adjustment Dose adjustment
in renal
in hepatic
impairment impairment

Sofosbuvir
(SOF)

SOVALDI�

400 mg

1 tablet once
daily with or
without food

No dosage
adjustment
necessary

GFR ＜30 mL/min/1.73
Substrate of P-gp, BCRP
m2 or hemodialysis:
Not recommended

Ledipasvir/
Sofosbuvir
(LED/SOF)

HARVONI�

90/400
mg

1 tablet once
daily with or
without food

No dosage
adjustment
necessary

GFR ＜30 mL/min/1.73 Substrate of P-gp,
BCRP; Inhibits P-gp,
m2 or hemodialysis:
BCRP, OATP
Not recommended

Daclatasvir
(DCV)

DAKLINZA� 60 mg

1 tablet once
daily with or
without food

No dosage
adjustment
necessary

Substrate of CYP3A
No dosage adjustment
(major), P-gp; Inhibits
necessary
P-gp, BCRP OATP1B1/3

Metabolism/
Transport Effects

Asunaprevir
SUNVEPRA� 100 mg
(ASV)

Substrate of CYP3A
1 capsule twice CTP class B or CrCl ＜30 mL/min
(major), OATP1B1/2B1;
daily with or
C: Use is
(not receiving dialysis):
Inhibits CYP2D6 (weak),
without food
contraindicated. 100 mg once daily
OATP1B1/2B1

Ombitasvir/
paritaprevir/
VIEKIRA�
ritonavir
(OPr)

12.5/75
/50 mg

Substrate of CYP3A, P2 tablets
CTP class B or
No dosage adjustment gp, BCRP, OATP1B1/3;
once daily with C: Use is
necessary
Inhibits CYP3A(strong),
food
contraindicated
P-gp, BCRP, OATP1B1/3

Dasabuvir
(DSV)

EXVIERA�

250 mg

1 tablet
CTP class B or
Substrate of CYP3A,
No dosage adjustment
twice daily with C: Use is
CYP2C8; Inhibits BCRP,
necessary
food
contraindicated
UGT1A1

Elbasvir/
grazoprevir
(EBR/GZP)

ZEPATIER�

50/100
mg

1 tablet once
daily with or
without food

100/40
mg

CTP class B:
Use is not
3 tablets once recommended, No dosage adjustment
necessary
daily with food CTP class C:
Use is
contraindicated

400/100
mg

1 tablet once
daily with or
without food

400/100
/100 mg

SOF/VEL refer to above;
CTP class B or GFR ＜30 mL/min/1.73 VOX is substrate of
1 tablet once
CYP3A, P-gp, BCRP,
C: Use is not
m2 or hemodialysis:
daily with food
OATP1B/3; VOX inhibits
recommended Not recommended
P-gp, BCRP, OATP1B1/B3

Glecaprevir/
pibrentasvir MAVIRET�
(GLE/PIB)

Sofosbuvir/
velpatasvir
(SOF/VEL)

EPCLUSA�

Sofosbuvir/
velpatasvir/
voxilaprevir VOSEVI�
(SOF/VEL/
VOX)

CTP class B or
Substrate of CYP3A,
No dosage adjustment
C: Use is
OATP1B1/1B3; Inhibits
necessary
contraindicated
BCRP, CYP3A

No dosage
adjustment
necessary

Substrate of P-gp, BCRP,
CYP3A (minor),
OATP1B1/3, Inhibits
P-gp, BCRP, OATP 1B1/3

Substrate of P-gp; VEL is
GFR ＜30 mL/min/1.73 substrate of CYP2B6,
CYP2C8, and CYP3A4;
m2 or hemodialysis:
VEL Inhibits P-gp, BCRP,
Not recommended
OATP1B1/3, OATP2B1

GFR, glomerular filtration rate; CTP, Child-Turcotte-Pugh; P-gp, P-glycoprotein; BCRP, breast cancer resistance protein; OATP, organic anion transporting polypept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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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NNPIs는 중합효소의 활성부위 주변에 결

므로 강한 P-gp 유도제의 투여는 금기이다. 또한 LED

합하는 기질로 사용되어 단백질의 3차원적 구조변화를

는 약물 수송체인 P-gp, BCRP, 유기음이온 수송체

일으켜 효소 기능을 억제한다. NNPIs는 유전자형 1형

(organic anion transporting polypeptide, OATP)

에 특화되어 있으며, 내성 진입 장벽이 낮아 다른 계열

의 억제제이므로 P-gp의 기질이 되는 약제(digoxin,

약제와 병용요법으로 사용되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dabigatran 등) 및 rosuvastatin 투여는 금기이다. LED

dasabuvir가 ombitasvir/paritaprevir/ ritonavir

/SOF와 amiodarone 병용시 심각한 서맥이 발생할 수

(OPr)와 병용요법으로 유전자형 1형 C형간염 치료에

있어서 금기이며, LED의 용해도는 pH가 증가함에 따

사용되고 있다.22)

라 감소하기 때문에 pH를 증가시킬수 있는 약제(제산

2019년 7월 현재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DAA 약제는
아래와 같다.

제, H2 수용체 길항제 및 프로톤 펌프 억제제) 투여시
투여 간격 조정이 필요하다. LED/SOF 투여시 발생한
흔한 이상반응은 피로, 두통, 구역, 설사, 불면 등이 있

1) Sofosbuvir (SOVALDI�)

다.5),24)
3) Daclatasvir (DAKLINZA�)

Sofosbuvir (SOF)는 NS5B 중합효소억제제로 NPIs
계열이며, 400 mg (1정)을 식사와 관계없이 하루에 한
번 경구 투여한다. 간에서 대사되어 주로 신장으로 배

Daclatasvir (DCV)는 NS5A 억제제로 60 mg (1정)을

설된다. 간기능 장애 환자에서는 용량 조절이 필요치

식사와 관계없이 하루에 한 번 경구 투여한다. CYP3A

않으나, 중증 콩팥기능장애(사구체 여과율 ＜30 mL/

에 의해 대사되며, 약 90%가 대변으로 배출된다. 간기

2

min/1.73 m )나 투석 환자에서는 투여를 권고하지 않

능과 신기능 장애시 용량 조절은 필요하지 않으나,

는다. SOF는 P-glycoprotein (P-gp)과 유방암저항

CYP3A 유도제나 억제제 병용시 DCV 용량 조절이 필

단백질(breast cancer resistance protein, BCRP)의

요하다. 강한 CYP3A 유도제(carbamazepine, phe-

기질이므로 강한 P-gp 유도제(carbamazepine, phe-

nobarbital, phenytoin, rifampin, St John’
s wort

nobarbital, phenytoin, rifampin, St John’
s wort

등) 투여는 병용금기이나, 중등도 CYP3A 유도제(naf-

등)는 SOF의 혈중 농도를 현저히 떨어뜨려 효과를 감

cillin, bosentan, dexamethasone, efavirenz, mo-

소시킬 수 있으므로 투여 금기이다. 또한 amiodarone

dafinil 등)를 투여시에는 DCV를 90 mg로 증량할 수

과 함께 투여할 경우 심각한 서맥이 발생할 수 있어 투

있다. 강한 CYP3A4 억제제(human immunodefi-

여 금기이다. 리바비린 병용요법시 발생한 흔한 이상반

ciency virus 항바이러스제, azole 계열 항진균제,

응은 피로와 두통, 구역, 불면, 가려움증, 빈혈 등이

diltiazeam, verapamil 등)를 병용투여할 때는 DCV

5),23)

다.

용량을 30 mg으로 감량하거나 병용투여를 권고하지
않는다. 또한 DCV는 P-gp, OATP1B1/3, BCRP의 억
�

2) Ledipasvir/sofosbuvir (HARVONI )

제제이므로 병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DCV와
SOF를 투여하는 환자들에서 amiodarone을 추가할

SOF에 NS5A 억제제인 ledipasvir (LED)가 복합되

경우 중증의 서맥이 발생할 수 있어 금기이다. DCV와

어 있는 고정 용량 단일정제(Ledipasvir 90 mg/sofos-

asunaprevir를 투여할 때 발생한 흔한 이상반응으로

buvir 400 mg, 1정)로 1정을 식사와 관계없이 하루에

는 두통, 피로, 설사, 오심, ALT 상승 등이 있다.5),25)

한 번 경구 투여한다. SOF는 주로 콩팥을 통해 배출되
4) Asunaprevir (SUNVEPRA�)

는 반면, LED는 대부분 대변을 통해 배출된다. 간기능
장애시 용량조절은 필요하지 않으나, SOF에 준하여
중증 콩팥기능장애 환자나 투석 환자에서는 투여를 권

Asunaprevir (ASV)는 NS3/4A 단백분해효소억제

고하지 않는다. LED/SOF는 P-gp와 BCRP의 기질이

제로 100 mg (1캡슐)을 식사와 관계없이 하루에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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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 투여한다. ASV는 CYP3A에 의해 간에서 대사되

우 혈청 ALT 상승이 보다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

고 대부분 담즙을 통해 제거된다. 중등증 또는 중증 간

로 병용 투여 금기이다. 흔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은 구

기능 장애(Child-Turcotte-Pugh, CTP class B or C)

역, 가려움, 불면 등이고, RBV을 추가한 경우 발생한

및 비대상성 간질환 환자에서는 투여 금기이다. 중증의

피로, 구역, 가려움, 피부반응, 불면, 무력감이 흔하게

2

콩팥기능 장애(사구체 여과율 ＜30 mL/min/1.73 m ,

발생할 수 있다. 진행된 간경변증 환자에서는 비대상성

단 혈액투석환자는 제외) 환자들은 100 mg 하루 1회

간부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간기능 모니터링이 필요

복용으로 감량한다. ASV는 CYP3A의 기질이므로 강

하다.5),27),28)

한 또는 중등도 CYP3A 유도제나 억제제는 투여 금기
6) Elbasvir/grazoprevir (ZEPATIER�)

이다. 또한 OATP1B1/2B1 억제제는 ASV의 혈장 농도
를 올릴 수 있으나, 간에서의 분포를 줄이기 때문에 효
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cyclosporin, rifampin 등

Elbasvir (EBR)는 NS5A 억제제이고 grazoprevir

의 투여는 금기이다. 반면, ASV는 CYP2D6의 중등도

(GZP)는 NS3/4A 단백분해효소억제제이다. 고정 용량

억제제이고, OATP1B1/3, P-gp의 억제제이므로 ASV

단일정제(Elbasvir 50 mg/grazoprevir 100 mg, 1정)

를 이들 수송체들의 기질 약물과 병용시 주의가 필요하

로 식사와 관계없이 1정을 하루에 한 번 경구 투여한

5),26)

다.

다. EBR/GZP은 주로 CYP3A에 의해 대사되어 담즙
을 통해 제거된다. 중등증 또는 중증 간기능 장애(CTP

5) Ombitasvir/paritaprevir/ritonavir (OPr,
VIEKIRAX�), Dasabuvir (EXVIERA�)

class B or C) 환자에서 금기이나, 콩팥기능 장애 환자
에서는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다. 중등도 내지 강한
CYP3A4 유도제나 억제제와는 병용금기이고, 또한

Ombitasvir (OBV)는 NS5A 억제제이고, pari-

GZP가 OATP1B1/3에 의해 대사되므로 OATP1B1/3 억

taprevir (PTV)는 NS3/4A 단백분해효소억제제이며,

제제와의 투여도 금기이다. 한편, GZP는 약한 CYP3A4

ritonavir는 CYP3A4 억제제로 PTV의 약동학적 증강

억제제이고, EBR는 P-gp의 약한 억제제이므로

제이다. 유전자 1형 C형간염에 NS5B 중합효소억제제

CYP3A4나 P-gp를 기질로 사용하는 약물 사용시 주

인 dasabuvir (DSV)와 병용요법으로 사용된다. OPr

의가 필요하다. EBR/GZP 투여시 피로감, 두통, 오심

은 고정 용량 단일정제(Ombitasvir 12.5 mg/pari-

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간기능에 대한 모니터링

taprevir 75 mg/ritonavir 50 mg, 1정)로 2정을 하루

이 필요하다.5),29)

에 한 번 식사와 함께 경구 투여하고, DSV는 250 mg
7) Glecaprevir/Pibrentasvir (Maviret�)

(1정)을 하루 두 번 식사와 함께 경구 투여한다. OBV는
산화에 의해 대사되며, PTV는 CYP3A에 의해, DSV는
CYP2C8에 의해 대사되어 주로 대변으로 배출된다. 두

Glecaprevir (GLE)는 NS3/4A 단백분해효소억제제

약제 모두 중등증 또는 중증 간기능 장애(CTP class B

이고, pibrentasvir (PIB)는 NS5A 억제제이다. 모든

와 C)환자에서는 투여 금기이나, 콩팥기능 장애 환자에

유형의 HCV 유전자형에 효과적이며, 고정 용량 단일

서는 용량 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중등도 내지 강한

정제(glecaprevir 100 mg/pibrentasvir 40 mg, 1정)

CYP3A 유도제나 CYP2C8 유도제는 OPr과 DSV의

로 3정을 식사와 함께 하루에 한 번 경구 투여한다.

혈중 농도를 감소시키므로 투여 금기이다. 한편 Ri-

GLE/PIB는 CYP3A에 의해 대사되어 주로 담즙을 통

tonavir는 강한 CYP3A4 억제제이고, PTV는 OATP

해 제거된다. 중증 간기능 장애(CTP class C)를 가진

1B1/3, BRCP, P-gp를 억제하고, DSV와 ritonavir는

비대상 간경변증 환자들은 투여 금기이고, 중등증 간기

P-gp와 BRCP를 억제하기 때문에 이러한 효소들의

능 장애(CTP class B)를 가진 환자들에서는 투여를 권

기질이 되는 약물들과 병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고하지 않는다. 콩팥기능 장애 환자에서 약제의 용량

경구피임제(ethinylestradiol)를 사용하는 여성의 경

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강한 또는 중등도 P-gp, C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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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 유도제 병용는 치료 효과 상실로 인하여 금기이다.

로 치료전 RAS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데 모든 약제

또한, GLE/PIB는 P-gp와 BCRP의 기질이고, GLE는

치료 전 RAS 검사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현재 유전자

OATP1B1/3의 기질이므로, P-gp, BCRP, OATP1B1/3

형 1b형에서 DCV+ASV 요법 전에 NS5A RAS (L31

억제제들과 병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GLE/PIB는

또는 Y93 변이) 검사를 시행하고, RAS가 검출될 경우

P-gp, BCRP, OATP1B1/3의 억제제이므로 이들 수송

다른 약제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1a형 치

체의 기질로 하는 약물 병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경구

료에서 ELB/GRZ 요법시에도 NS5A의 RAS (M28, Q

피임제(ethinylestradiol)를 사용하는 여성의 경우 혈

30, L31, Y93 변이) 검출시에는 치료기간을 연장하거

청 ALT 상승이 보다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병

나 리바비린 병용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Table

용 투여 금기이다. GLE/PIB 투여할 때 발생한 흔한 부

2).32)

작용은 두통, 피로감이다.5),30)
2017년 C형간염 진료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1. 유전자형 1형 만성 C형간염 및 대상성 간경변증의 치료

DAA 약제 중 sofosbuvir/velpatasvir (EPCLUSA�)
와 sofosbuvir/velpatasvir/voxilaprevir (VOSEVI�)

유전자형 1형에 권고되는 치료요법은 유전자 아형에

는 고정 용량 단일정제로 사용 가능하나 2019년 7월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유전자형 1a형이

현재 국내 승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Sofosbuvir/vel-

1b형에 비해 치료 실패율이 더 높기 때문이며, 이에 따

patasvir는 모든 유형의 HCV 유전자형에 효과적인 약

라 유전자형 1형이지만 아형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제이며, sofosbuvir/velpatasvir/voxilaprevir는

는 1a형에 준해서 치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DAA 치료에 실패한 환자의 재치료에 사용가능하다.

유전자형 1b형 만성 C형간염 및 대상성 간경변증의

두 약제 모두 SOF에 준하여 중증 콩팥기능 장애(사구

치료시 LED/SOF, EBR/GZP, OPr+D, DCV+SOF,

체 여과율 ＜30 mL/min/1.73 m2) 또는 혈액투석 환

DCV+ASV, GLE/PIB, SOF/VEL 요법을 권고하고 있

자에서는 투여 금기이다. Voxilaprevir 포함시 중등증

다. 일반적으로 12주 요법이 사용되나 DCV+ASV의

또는 중증 간기능 장애(CTP class B 또는 C)를 가진

경우 24주 요법, GLE/PIB의 경우 8주 요법(페그인터

비대상 간경변증 환자들에서는 투여 금기이다. 또한 다

페론 치료 경험이 없는 경우)을 권고하였다. LED/SOF

른 DAA와 마찬가지로 다른 약물과 다양한 상호작용이

요법의 경우 치료 경험이 없고, 간경변증 및 human

5)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immunodeficiency virus (HIV) 동시 감염이 없으며,
치료 전 HCV RNA ＜ 6,000,000 IU/ml인 경우 8주

5),8)

만성 간염 및 대상성 간경변증의 치료

치료가 12주 치료에 비하여 효과가 열등하지 않아 8주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반면 치료 경험이 있는 간경변

국내 만성 C형간염 치료가이드라인에서는 2015년 처

증 환자에서는 LED/SOF 12주 요법에 비하여 리바비

음으로 DAA가 소개되었다. 2017년에는 개정된 가이드

린을 추가하거나 치료 기간을 24주 연장한 경우 SVR

라인에서는 현재 국내 승인되지 않은 신약까지 포함되

률이 더 높아, 기존의 12주 치료에 리바비린을 병용하

었으며, 국내 HCV 환자에서 가장 흔한 유전자형인 1b

거나 또는 24주로 치료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였다.

형(53%)과 2형(45%)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HCV 내성

DCV+SOF 병용요법의 경우에도 간경변증 환자에서는

관련 치환(resistance-associated substitution,

기존 12주 치료에 리바비린을 추가하거나 치료 기간을

RAS)은 DAA 투약력이 없더라도 HCV 자연사 과정에

24주 연장하도록 권고하였다.

서 발생할 수 있다. 자연발생 RAS의 빈도는 HCV 유전

유전자형 1a형 만성 C형간염 및 대상성 간경변증의

자형 별로 차이를 보여, NS3 RAS의 경우 유전자형 1a

치료에는 유전자형 1b형 치료에 권고된 약 중 DCV

형과 1b형에서 각각 75.0%와 2.0%에서, 그리고 NS5A

+ASV 요법을 제외한 LED/SOF, EBR/GZP, OPr+D,

31)

RAS의 경우 각각 3.5%와 14.1%에서 보고되었다. 치

DCV+SOF, GLE/PIB, SOF/VEL 요법이 권고되고 있

료 전 RAS 유무에 따라 치료 반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

다. 1b형 치료와 약물요법은 비슷하나, LED/SO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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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AAs and drugs used for the treatment of HCV infection32)
Direct acting antivirals
(DAA)

Mechanism

KMFD
2017 KSAL guideline�
approved*

Ledipasvir/Sofosbuvir
(LED/SOF)

NS5A inhibitor/
NS5B RNA polymerase Inhibitor

Yes

GT1b, GT1a, GT4, GT5, GT6

Sofosbuvir (SOF)

NS5B RNA polymerase Inhibitor

Yes

Refer to below

Daclatasvir (DCV)

NS5A inhibitor

Yes

DCV+ASV in GT1b, DCV+SOF
in GT1-GT6, decompensated
LC & post-LT

Asunaprevir (ASV)

NS3/4A protease inhibitor

Yes

DCV+ASV in GT1b

Ombitasvir/Paritaprevir/
Ritonavir
(OBV/PTV/RTV, OPr)

NS5A inhibitor/NS3/4A protease
inhibitor/CYP3A4 inhibitor
(pharmacologic booster)

Yes

OPr+DSV in GT1, OPr in GT4�

Dasabuvir (DSV)

NS5B RNA polymerase Inhibitor

Yes

OPrD in GT1, OPr in GT4�

Elbasvir/Grazoprevir
(EBR/GZP)

NS5A inhibitor/
NS3/4A protease inhibitor/

Yes

GT1b, GT1a, GT4�

Glecaprevir/Pibrentasvir
(GLE/PIB)

NS3/4A protease inhibitor/
NS5A inhibitor

Yes

GT1-6§

Sofosbuvir/Velpatasvir
(SOF/VEL)

NS5B RNA polymerase Inhibitor/
NS5A inhibitor

No

GT1-6§

Sofosbuvir/Velpatasvir/
NS5B RNA polymerase Inhibitor/
No
Voxilaprevir (SOF/VEL/VOX) NS5A inhibitor/ NS3/4A protease inhibitor

GT1-6 with DAA failure§§
TN & TE GT3 with LC

Peg-interferon +
Ribavirin (PR)

Yes

GT2, 3, 5, 6, for whom
DAA is not indicated

Sofosbuvir (SOF) +
ribavirin (RBV)

Yes

GT2

KMFD, Korean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GT, genotype; TN, treatment naive; TE, treatment experienced.
*Approved state in July 2019, may change during the publication;

�

Indicated in 2017 KASL HCV guideline, may differ from medicare covered drug;

�

May differ from each patient with presence or absence of treatment experience, liver cirrhosis or RAS in terms of adding ribavirin, treatment duration; § Treatment duration may differ from each genotype, presence or absence of treatment experinece or cirrhosis;

§
§

Treatment indication may differ

from each types of DAA failure.

경우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서는 간경변증 유무에 상

추가하여 16주 치료하도록 권고하였다(Table 3).

관없이 리바비린을 추가하여 12주 치료하거나 치료 기
간을 24주로 연장하도록 하였다. EBR/GZP 요법시

2. 유전자형 2형 만성 C형간염 및 대상성 간경변증의 치료

RAS가 검출된 경우 SVR률이 58%로 낮아지므로 치료
전 RAS 검사를 시행하고 RAS 검출시에는 리바비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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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reatment of HCV genotype 1 and 2 infection in chronic hepatitis or compensated cirrhosis
PR experienced

PR experienced

Chronic
hepatitis

Compensated
cirrhosis

Chronic
hepatitis

Compensated
cirrhosis

Ledipasvir/sofosbuvir

12 wk (8 wk*)

12 wk

12 wk

12 wk+R/24 wk

Elbasvir/grazoprevir

12 wk

12 wk

12 wk

12 wk

Ombitasvir/paritaprevir/ritonavir + dasabuvir

12 wk

12 wk

12 wk

12 wk

Daclatasvir + sofosbuvir

12 wk

12 wk+R/24 wk

12 wk

12 wk+R/24 wk

Daclatasvir + asunaprevir

24 wk

24 wk

24 wk

24 wk

Glecaprevir/pibrentasvir

8 wk

12 wk

8 wk

12 wk

Sofosbuvir/velpatasvir

12 wk

12 wk

12 wk

12 wk

12 wk (8 wk*)

12 wk

12 wk+R/24 wk

12 wk+R/24 wk

Genotype 1b

Genotype 1a
Ledipasvir/sofosbuvir
Elbasvir/grazoprevir

12 wk(16 wk+R�) 12 wk(16 wk+R�)

Ombitasvir/paritaprevir/ritonavir + dasabuvir

12 wk(16 wk+R�) 12 wk(16 wk+R�)

12 wk + R

24 wk +R

12 wk + R

24 wk + R

Daclatasvir + sofosbuvir

12 wk

12 wk+R/24 wk

12 wk+R/24 wk

12 wk+R/24 wk

Glecaprevir/pibrentasvir

8 wk

12 wk

8 wk

12 wk

Sofosbuvir/velpatasvir

12 wk

12 wk

12 wk

12 wk

Sofosbuvir+R

12 wk

16 wk

12 wk

16-24 wk

Daclatasvir+sofosbuvir

12 wk

12 wk

12 wk

12 wk

Glecaprevir/pibrentasvir

8 wk

12 wk

8 wk

12 wk

Sofosbuvir/velpatasvir

12 wk

12 wk

12 wk

12 wk

PR

24 wk

24 wk

Genotype 2

HCV, hepatitis C virus; wk, weeks; R, weight-based ribavirin.
*Without liver cirrhosis, without HIV co-infection, and HCV RNA ＜6×106 IU/mL; �Presence of NS5A resistance-associated substitution

료에는 SOF+RBV, DCV+SOF, GLE/PIB, SOF/VEL

3. 비대상성 간경변증의 치료

및 PR 요법을 권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형과 마찬
가지로 12주 요법이 권고되고 있으나 GLE/PIB의 경우

비대상성 간경변증이란 복수, 부종, 황달, 정신신경

8주 요법을, 간경변이 동반된 환자의 SOF+RBV 요법

증상 등의 간부전을 동반한 경우를 말한다. 비대상성

시에는 16주 요법(치료 경험이 있는 경우 16주~24주)

간경변증이더라도 최근에는 DAA 요법을 통해 바이러

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치료 경험이

스 제거뿐만 아니라 약 50~80%의 환자에서는 간기능

있는 환자에게는 PR 요법은 제외되었다.

까지 호전을 보였다. 하지만 CTP 분류 C (또는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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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reatment of decompensated cirrhosis
Genotype 1,4,5,6

Genotype 2,3

Ledipasvir/sofosbuvir

12 wk+R*/24wk

Daclatasvir+sofosbuvir

12 wk+R*/24wk

12 wk+R*/ 24wk

Sofosbuvir/velpatasvir

12 wk+R/24wk

12 wk+R/24wk

Wk, weeks; R*, ribavirin started from 600mg/d; R, weight-based ribavirin

for Endrstage Liver Disease, MELD 점수 16점 이

에서 효과와 안전성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권고

상) 환자에서는 SVR이 낮았으며, 특히 CTP 점수 13점

되지 않는다. ASV는 투석을 받지 않는 사구체 여과율

이상인 환자에서는 DAA 치료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이

＜30 mL/min/1.73 m2인 환자에서 100 mg으로 감량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신중히 치료하도록 권고하고 있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은 콩

다. 또한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에서는 DAA 치료시 합

팥기능 장애가 있으면 약제 배설 장애가 발생하므로 사

병증 발생에 대한 대처나 간이식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구체 여과율 15~59 mL/min/1.73 m2인 환자에서는

전문 기관에서 치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을 소량에서 점차 증량해 가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게 NS3/4A 단백분해효소

는 방법을 권고하고 있다. 투석을 받는 환자에서는 페

억제제와 DSV는 약제의 혈중농도 증가로 인하여 독성을

그인터페론 알파를 투여할 수 있으며, 리바비린 병용은

일으킬 수 있으므로 금기이다. 일반적으로 SOF와 NS5A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억제제(ledipasvir, daclatasvir, velpatasvir 등)의 병
용요법을 권고하고 있으며, 항바이러스 치료시 비대상

결론

성 간경변증 환자들은 만성 간염이나 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들보다 치료 성적이 나쁘므로 리바비린을 추가하

새로운 C형간염 치료제인 DAA는 우수한 내약성으로

거나 치료기간을 늘리도록 권고하고 있다. 유전자형 1,

90% 이상에 달하는 SVR을 보여 대부분의 만성 C형간

4, 5, 6형 비대상성 간경변증의 치료시에는 LED/SOF,

염 환자들에게 완치는 현실이 되었다. 또한 최근 개발

DCV+SOF 또는 SOF/VEL 요법에 리바비린을 추가하

된 범유전자형 DAA는 치료 기간도 8주로 단축시킴으

여 12주 치료하거나 리바비린 없이 24주 치료할 것을

로써 최근 그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고

권고하고 있으며, 유전자형 2, 3형 치료에 있어서는

가의 약제 비용과 약물간 상호작용, 약제 내성 변이의

DCV+SOF, SOF/VEL에 리바비린을 추가하여 12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7) 또한 DAA의 경우 심각한 부

치료하거나 리바비린 없이 24주 치료할 것을 권고하고

작용 없이 우수한 내약성을 보였으나, B형 간염 재활성

있다. 리바비린의 경우 LED/SOF, DCV+ SOF 요법과

화(reactivation)와 간암 재발 위험 등과 관련한 안전성

병용시에는 초기 용량 600 mg/일로 시작하여 단계적

이 아직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꾸준한

증량을 실시하며 SOF/VEL 요법시에는 체중이 75 kg

모니터링이 필요하다.33),34) 따라서 약사는 C형간염의 약

이상이면 1,200 mg/일, 75 kg 이하이면 1,000 mg/일

물치료에 있어서 유전자형에 따른 적절한 약물의 선택

로 사용한다(Table 4).

과 용량 조절, 약물 상호작용 검토, 부작용 모니터링과
복약순응도 향상을 통하여 HCV 완치에 기여해야 한다.

4. 만성 콩팥병 환자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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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다음 DAA 중 NS5B 억제제이며 다양한 유전자형 치료에 사용 가능한 약제는?
A) Asunaprevir
B) Daclatasvir
C) Dasabuvir
D) Sofosbuvir
2. 중증도 간기능 장애(CTP class C)가 있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는?
A) Asunaprevir
B) Dasabuvir
C) Glecaprevir/pibrentasvir
D) Sofosbuvir/velpatasvir
3. 중증 콩팥기능 장애(사구체 여과율 < 30 ml/min/1.73 m2)가 있는 환자에게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 약제는?
A) Elbasvir/grazoprevir
B) Glecaprevir/pibrentasvir
C) Ombitasvir/paritaprevir/ritonavir
D) Sofosbuvir
4. 유전자형 1형 C형간염 치료시 치료 경험이 없는 만성 간염환자에게 8주 요법 치료가 가능한 약제는?
A) Elbasvir/grazoprevir
B) Daclatasvir/sofosbuvir
C) Daclatasvir+Asunaprevir
D) Glecaprevir/pibrentasvir
5. 다음 약제 중 pH가 증가함에 따라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제산제 투여시 제산제와의 투여 간격 조정이 필요한 약제는?
A) Asunaprevir
B) Daclatasvir
C) Elbasvir/grazoprevir
D) Ledipasvir/sofosbuvir

【제 36권 2호 정답】
1. C)

2. E)

3. A)

4. D)

5.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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