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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ide use of lamivudine in chronic hepatitis B has produced a monotonic increase in patients with lami-
vudine resistance. Therefore, treating lamivudine resistance in chronic hepatitis B is a major concern in clinical 
practice for the treatment of hepatitis B virus (HBV). There is conflicting evidence on the outcome of peg-

ylated interferon alpha (PEG-IFN α) therapy against lamivudine-resistant HBV, which is due to mutations in 
the YMDD motif. We experienced a patient with chronic hepatitis B who was successfully treated with PEG- 
IFN α-2a after the development of virologic and biochemical breakthrough during lamivudine therapy. Virol-
ogic breakthrough was associated with the emergence of YMDD mutants 48 months after starting lamivudine 
therapy. Treatment with PEG-IFN α-2a for 12 months resulted in an undetectable serum level of HBV DNA 
and the resolution of hepatitis, and the virologic response was maintained over 16 months after cessation of 

PEG-IFN α-2a. (Korean J Hepatol 2008;14:5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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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만성 B형간염 치료 시 항바이러스제 내성 돌연

변이 발생 여부는 치료성 을 결정하는 요한 요

소로 간주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인들의 경우 라

미부딘 투여 1년 후 14%, 2년 후 38% 그리고 3년 

후 57%의 환자에서 YMDD (tyrosine-methionine- 

aspartate-aspartate) 역의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2
 새로운 인터페론 제제인 peg-

ylated interferon (PEG-IFN, 페그인터페론)은 기

존 인터페론 보다  내 농도를 오래 지속시켜, 

일주일에 1회 투여하여도 기존의 인터페론을 일주

일에 3회 투여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보인다. 만

성 C형간염 치료에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만성 B

형간염 치료에 있어서도 PEG-IFN이 기존 인터페

론에 비해 치료 반응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

다.3-8 자들은 최근 만성 B형간염 치료에서 라미

부딘 사용  바이러스 돌 와 함께 YMDD 돌연

변이를 보인 환자를 PEG-IFN α-2a (PegasysⓇ, 

Roche, Basel, Switzerland)로 성공 으로 치료한 

경험을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사   례

  38세 남자가 12년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로 

진단받고 개인의원에서 경과 찰  내원 2주 

부터 지속된 우상복부 불편감과 간효소 수치 상승

을 주소로 입원하 다. 과거력에서 B형간염 외에 

다른 질환은 없었고, 가족력상 아버지가 C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다. 흡연력은 30갑년이었으며 

10년간 일주일에 소주 4병 정도 마신 음주력이 있

었고, 한약이나 기타 호르몬제 는 간염 치료 목

으로 항바이러스 제제를 복용한 은 없었다. 내

원 당시 압 120/60 mmHg, 체온 36.5℃, 맥박 65

회/분, 호흡 16회/분이었다. 반 으로 특별한 병

색은 없었으며 결막창백이나 공막황달 소견은 없었

다. 흉부진찰상 특이 소견은 없었고 복부진찰에서 

압통이나 반발통은 없었으며, 우측늑간 아래로 5 

cm 정도의 간종 는 있었지만 비장종 는 없었다. 

입원 당시 검사 소견은 말 액검사에서 백 구 

4,300/mm
3
, 색소 14.3 g/dL, 소  212,000/mm

3

이었으며, 청생화학검사에서 총 단백 6.6 g/dL, 알

부민 3.9 g/dL,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227 IU/L,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555 

IU/L, 총 빌리루빈 0.97 mg/dL, 로트롬빈 시간 12

(92%,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1.08), 알카

라인포스 타제 133 IU/L, gamma-glutamyl trans-

peptidase (γ-GTP) 89 IU/L, 총 콜 스테롤 160 

mg/dL, 공복 시 당 93 mg/dL 으며, 이 밖에 신

기능검사와 해질검사는 모두 정상이었다. 면역

청검사에서 hepatitis B surface antigen 양성, he-

patitis B e antigen (HBeAg) 음성, HBeAg에 한 

항체 양성, hepatitis B core antigen에 한 IgM  

IgG형 항체 양성, A형간염바이러스에 한 IgM형 

항체 음성, C형간염바이러스에 한 항체 음성이

었다. 청 hepatitis B virus (HBV) DNA는 3.9×

108 copies/mL 다. 상검사에서 단순흉부X선 사

진은 이상 소견이 없었고, 복부 음 검사에서 경

도의 거친 간실질 음  소견과 경도의 간종 가 

찰되었다. 

입원 후 경과 찰을 시작하 으며 입원 18일째 

청 내 AST 445 IU/L, ALT 1,022 IU/L, 총 빌리

루빈 2.74 mg/dL, HBV DNA 1.6×108 copies/mL

다. 이후 청 AST, ALT, 총 빌리루빈은 진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나 HBV DNA는 

5.1×107 copies/mL 다. 입원 33일째 음  유도

로 간생검을 시행하 으며, 조직 소견에서 등도

의 조각 괴사  가교상 괴사와 더불어 섬유성 격

막 형성과 섬유화가 찰되어 증의 만성 활동성 

간염 소견(Knodell score: Grade=11, Stage=3)을 

보 다(그림 1A, 1B). 입원 36일째부터 라미부딘 

100 mg을 1일 1회 경구투여하기 시작하 고, 이후 

환자는 퇴원하여 외래를 통해 추 찰하 다. 라

미부딘 투여 4개월 후부터 ALT는 정상화되어 유지



Won Haing Hur, et al. A case  report of treatment with pegylated interferon alpha for lamivudine-resistant chronic hepatitis B virus infection

- 515 -

A B

Figure 1. Microscpic findings of liver biopsy. (A) Severe inflammatory activity with intense lymphocytic infiltration was 
seen in the portoperiportal area (H&E, ×200). (B) Chronic hepatitis was characterized by moderate-to-severe inflammation, 

piecemeal necrosis (hepatocellular necrosis of cells adjacent to the portal tracts), bridging necrosis (necrosis and nonsuppu-

rative inflammation), and portal and septal fibrosis (H&E, ×200).

Figure 2. Changes in serum 

ALT and HBV DNA levels 

during the clinical course. Se-
rum ALT levels were within 

normal limits at 6 months 

after the cessation of PEG- 
IFN-α 2a. 
ALT, alanine aminotransfe-

rase; HBV, hepatitis virus B. 

되었고, 29개월 후 청 HBV DNA는 2,865 copies/ 

mL로 감소되어 있었다. 그러나 라미부딘 투여 48개

월 후 청 HBV DNA가 42,930 copies/mL, ALT

가 72 IU/L로 상승하여 라미부딘의 내성에 의한 

바이러스 돌 상이 의심되었다. 라미부딘 투여 

52개월 후 검사에서는 AST 80 IU/L, ALT 138 IU/ 

L, HBV DNA 560,000 copies/mL 고, 바이러스 

내성검사상 YMDD 돌연변이(rtM204I, rtM204V)

가 확인되었다. 환자는 은 나이와 만성 간염의 조

직학  소견 등을 고려하여 주 1회 180 µg의 PEG- 

IFN α-2a 피하주사 치료를 시작하 으며, 라미부

딘 투여는 PEG-IFN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유지하

다.

  이후 PEG-IFN 치료는 48주간 시행하 고,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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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청 간효소 수치와 HBV DNA 수 은 

차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그림 2). 인터페론 

치료 기에 경도의 백 구 감소가 나타났으나, 치

료 3개월 이후부터 백 구 감소는 차 호 되어 

정상화되었다. 12개월간의 PEG-IFN 치료 종료 시

에서 청 AST 60 IU/L, ALT 105 IU/L, HBV 

DNA <28 copies/mL 다. PEG-IFN 치료기간  

한약이나 기타 호르몬제의 복용은 없었으며, 일주

일에 소주 2～3잔 정도 음주를 계속하 으나 치료 

종료 후하여 주하 다. PEG-IFN 치료 종료 

후 간기능은 지속 으로 호 되는 경향을 보 으

며, 6개월 후 간기능 수치는 정상화되었다. PEG- 

IFN 치료 종료 16개월 후 재 AST 17 IU/L, ALT 

13 IU/L, HBV DNA 75 copies/mL이며, 별다른 증

상 없이 외래 추 찰 이다(그림 2).

고   찰

  라미부딘은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로 부작용이 거

의 없으며, 비교  가라는 장 이 있어 만성 B형

간염에 한 항바이러스치료제로서 가장 리 사

용되고 있다. 그러나 라미부딘은 세포 내 covalen-

tly closed circular DNA(cccDNA)에 향을 미치

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해야 하고, 장기간 

치료하다 보면 약물에 내성을 갖는 변이종이 흔히 

출 하는 제한 을 갖고 있다.9 라미부딘 내성 변

이종은 부분 HBV-DNA polymerase 유 자 C 

domain의 YMDD locus에서 변이가 발생하여 출

한다.10 YMDD 돌연변이는 바이러스 돌 가 일

어나기 약 1～4개월 에 이미 출 하기 시작하며, 

청 HBV DNA가 다시 상승하는 돌 상과 더

불어 청 ALT치가 재상승한다.11 만성 B형간염 

환자에서 이러한 성 악화는 흔하지 않지만 치명

인 간부 을 유발할 수도 있다.
12

  재 라미부딘 내성에 한 치료로는 라미부딘

에 아데포비어 10 mg을 추가하는 병합요법이나 

아데포비어 10 mg으로 체한 단독요법 는 엔

테카비어 1 mg으로 체한 단독투여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PEG-IFN의 개발로 인터페론도 주 1

회 투여로 투약이 편리해지고 순응도가 향상되었

으며, 경구 항바이러스제에 비해 치료기간이 정해

져 있고, 치료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는 , 약제 내

성의 발생이 없고 HBs Ag 청소실을 기 할 수 

있다는  등을 고려할 때 환자와의 충분한 상의를 

제로 라미부딘 내성에 한 기 치료제로 고려

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라미부딘 내성 B형간염 

치료에서 PEG-IFN의 효용성에 한 자료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에 PEG-IFN을 라미부딘 내

성 환자에 사용한 결과가 일부 보고되었다. 16명의 

라미부딘 내성을 보인 HBeAg 양성 만성 B형간염 

환자를 상으로 PEG-IFN α-2b를 52주간 투여한 

결과, 2명(12.5%)이 e항원의 청 환 소견과 함께 

지속 인 바이러스 억제와 생화학  간기능 호

을 보 다.13 한 20명의 라미부딘 내성을 보인 

anti-HBe 양성 만성 B형간염 환자를 12개월간 

PEG-IFN α-2b로 치료하 을 때, 1명(5%)에서 지

속 인 바이러스 억제가 찰되었고, 2명(10%)에

서 지속 인 생화학  간기능 호 이 있었다.14 이

상의 연구 결과에서 PEG-IFN 투여는 일부 환자에

서만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 상 수가 

어 최종 결론을 내리기 해서는 많은 수를 상

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본 

사례와 같이 환자가 고 간기능을 잘 유지하는 경

우라면 핵산 유사체의 연속치료로 인한 다약제 내

성 발생을 막는다는 측면에서도 PEG-IFN 투여가 

장 이 있을 것으로 단된다.15 

  본 사례는 라미부딘의 장기 인 유지요법  YMDD 

돌연변이 출 으로 B형간염바이러스의 재활성화와 

생화학  간효소 수치 상승을 보인 시기에 PEG- 

IFN α-2a 사용으로 내성에 의한 바이러스 돌 상

을 효과 으로 치료할 수 있었다. 12개월간의 PEG- 

IFN 치료 종료 후, 재까지 16개월 동안의 찰 

기간 에도 정상 인 청생화학검사 소견과 함

께 바이러스 억제는 지속 으로 유지되고 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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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치료 종료 후에도 지속 인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환자가 은 나이

고 치료  조직검사상 높은 조직활성지표를 보

던 것과 연 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PEG-IFN 

치료기간 에도 지속 인 낮은 청 HBV DNA

를 유지한 것은 치료 종료 후의 지속 인 바이러스 

억제효과를 시사하는 소견으로 생각된다. 재 국

내에서 라미부딘 내성 만성 B형간염에 한 성공

인 PEG-IFN 치료에 한 보고는 거의 없는 실

정이며, 더욱이 항바이러스치료 후 16개월 이상의 

추 찰 기간 동안 지속 인 치료반응을 보 다

는 에서 본 사례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요   약

  라미부딘은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비교  가

라는 장 이 있어 만성 B형간염에 한 항바이러

스요법제로서 선호되지만, 장기간 투여할 경우 이 

약물에 내성을 가진 변이종이 흔히 출 하여 이에 

한 한 치료법의 개발이 실한 실정이다. 

자들은 이러한 변이종 치료의 한 방법으로 라미부

딘 내성이 발생한 만성 B형간염 환자에서 PEG- 

IFN α-2a를 주 1회 12개월간 사용하여 특별한 부

작용 없이 생화학  간기능 호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찰되고 치료 이후 24주 이상의 경과 찰

에서 지속 인 치료반응을 보인 1 를 경험하 기

에 보고한다. 라미부딘 내성을 가진 만성 B형간염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새로 개발된 경구용 nucl-

eoside/nucleotide analogue와 함께 PEG-IFN도 변

이종에 한 체치료의 한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

을 것이다.

색인단어: 페그인터페론 알 -2a, 라미부딘, YMDD 

돌연변이, 만성 B형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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