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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Editorial)>

만성 C형간염의 치료: 만성 C형간염 환자에서 

페그인터페론 알  2a와 2b의 치료 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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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C형간염의 치료는 인터페론 단독치료로부

터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의 병합요법에 이르기

까지 상당한 발 이 있었다.1 구미의 연구에 의하

면 재 표 치료인 페그 인터페론과 리바비린 병

합치료하 을 때 지속 바이러스반응(sustained vi-

rologic response, 이하 SVR)률은 약 54～56%이

고, 이  유 자1형에서는 42～52%, 유 자2/3형

에서는 76～84%로 보고되었다.
2-4

 최근의 국내 연

구에서는 SVR률이 유 자 1형은 약 69%, 유 자 

2, 3형은 89～90%의 SVR로 서구보다 향상된 치료

성 이 보고되고 있다. 이번 호에 실린 김 등
7

의 연

구에서도 유 자 1형의 SVR율은 58.7%(27/46명), 

유 자 비1형은 86.3%(44/51명)로 다른 국내 연구 

결과와 비슷하 고, 서구인들보다 C형간염에 한 

페그인터페론 알 의 효과가 더 좋은 것을 보여 주

었다.5,6 국내의 성 이 더 좋은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상 으로 은 체 , 인종 인 특징 

등이 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자의 연

구에서는 낮은 재발률도 한 가지 이유가 되었다.
6

그러면 표 치료로 사용되는 페그인터페론 알  

2a와 2b  어떤 것이 더 좋을까 하는 의문은 C형

간염을 치료할 때 모두가 가지는 궁 증이라 생각

된다. 

두 약제는 인터페론을 근간으로 하지만 약물역

동학 으로 약간 다른 형태를 나타낸다. 페그인터

페론 알  2a는 PEG(polyethylene glycol)의 분자

량이 커서 조직 내로의 침투력이 고 액  

액이 많이 존재하는 간, 신장에 주로 존재하기 때

문에  농도가 일주일 이상 상당히 높고 일정하

게 유지된다. 액량은 체 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

이지 않기 때문에 성인에서는 체 에 계없이 일

정한 양을 투여한다. 그러나 PEG의 크기가 클수록 

인터페론이 작용하는 수용체와의 결합에는 장애를 

받는다고 한다. 때문에 인터페론이 수용체와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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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능력을 100으로 하 을 때 페그인터페론 2a

와 2b는 각각 7, 28로 분자량이 큰 페그인터페론 

알  2a가 더 감소되는 단 이 있다. 그러나  

농도가 페그인터페론알  2a가 2b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수용체와 결합하는 능력까지 고려하여도 

자의  농도가 높다. 한편 페그인터페론 알  

2b는 분자량이 어 조직 내 침투력이 높고  

농도는 상 으로 낮아 체 에 따라 용량을 투여

하여야 한다.8 그리고 페그인터페론 알  2a는 체

에 계없이 일정량을 투여함으로써 편리성은 

있지만 체 에는 무 많은 용량이, 고체 에는 

무 게 투여될 가능성이 높다. 이 의 연구의 

분석에서 페그인터페론 알  2a는 체 이 증가함

에 따라 SVR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3,4 페

그인터페론 알  2b는 체 이 증가하여도 리바비

린만 체 을 근거로 한 용량을 사용한다면 SVR에

는 향이 없었다.2

이 의 연구들에서 페그인터페론 알  2a와 2b

의 직 인 비교가 아닌 간 으로 비교했을 때 

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고,2-4 최근 

직 인 비교를 한 몇몇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이  연구 디자인이 잘 되어 있고 향 으로 연

구로 진행된 3편의 연구  두 편은 이태리에서 발

표되었는데 Ascione 등의 보고에서는 페그인터페

론 알  2a와 2b의 SVR률이 체 환자에서 각각 

68.7%, 54.8% 고 유 자 1/4형의 경우는 각각 

54.8%, 39.8%, 유 자 2/3형은 각각 88.1%와 

74.6%로, 페그인터페론 알  2a가 차이는 지만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 다.9 Rumi 

등의 결과도 페그인터페론 알  2a와 2b 각각 66%, 

54%, 유 자 1/4형인 경우 48%, 32%, 유 자 2형

인 경우는 96%, 82%, 유 자 3형인 경우 65%, 

69%로, 유 자 3형을 제외하고는 통계 으로 유의

하게 페그인터페론 알  2a의 효과가 더 있다고 보

고하 다.10 그러나 유 자 1형만을 상으로 한 미

국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는 페그인터페론 알  2a

와 2b 각각 41%, 40%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하 다.11 이 연구에서는 치료종료반응률은 각각 

66.4%, 53.2%로 2a가 높았으나 재발이 더 많아 

SVR률은 두 군이 비슷하 다. 이는 이 의 간  

비교연구들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그 이

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페그인터페론 알  2a

가  농도가 높아 기 반응은 좋으나 조직의 

침투력이 낮아 간외 조직에서 C형간염이 증식할 

경우는 재발이 더 흔한 것으로 추정된다.12,13 이태

리 연구와 미국에서의 연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인종, 체  등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그 

원인을 규명하기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이번 호에 발표된 김 등의 결과는 페그인터

페론 알  2a와 2b의 SVR률이 체 환자에서 각

각 72.9%, 73.5%, 유 자 1형에서는 각각 59.3%, 

59.7%, 유 자 비1형의 경우는 90.5%, 83.3%로 두 

군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7 그러나 이 

결과는 일정 기간 여러 기 에서 치료를 한 97명을 

성 을 후향 으로 분석한 것으로 처음부터 페그

인터페론알  2a와 2b를 비교하기 해 미리 계획

된 연구의 결과는 아니다. 향  연구설계하에 미

리 표본의 크기를 정하고 무작 로 배당하여 치료

가 시행되었다면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결과

를 유도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재까지 

알려진 여러 요인  페그인터페론의 투여된 용량, 

리바비린의 용량 등에 의해 그 결과가 차이날 수 

있으나 이에 한 조사가 빠진 도 아쉬운 이

다. 따라서 이번 김 등
7

의 연구결과를 토 로 두 약

물의 효과가 비슷하다는 확정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만성 C형간염에 한 국내 치료성

이 충분히 축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기 에서 

시행한 연구의 결과라는 에서 체 인 치료 결

과는 참고할 만하다고 하겠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두 페그인터페론의 체

인 성 은 페그인터페론 알  2a가 2b보다 효과가 

비슷하거나 약간 좋았으나, 체 , 재발의 험성 

등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약제의 치료성 이 달라

질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약제가 반 인 성격

이 더 우월한가도 요하지만 두 약제의 특징을 잘 

이해하여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약제를 효과 으

로 선택하는 맞춤형 치료의 시행이 더 명한 일이

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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