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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irologic response to adefovir dipivoxil monotherapy is not durable
in HBeAg-positive, lamivudine-resistant chronic hepatitis B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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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s/Aims: It has been shown that adefovir dipivoxil is an effective antiviral agent in the 
treatment of chronic hepatitis B (CHB), not only in wild-type hepatitis B virus (HBV) infection, but also in 
lamivudine- resistant (LAMV-R) cases.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the durability of the virologic response 

to adefovir in LAMV-R CHB patients. Methods: Fifteen HBV e-antigen (HBeAg)-positive, LAMV-R CHB 
patients showed a virologic response to adefovir monotherapy. These patients received additional adefovir for 
at least a further 12 months. The virologic relapse rate after discontinuation of adefovir was evaluated. In 

addition, predictive factors associated with virologic relapse were investigated. Results: The median level of 
serum HBV DNA before adefovir administration was 7,457,840 IU/mL (range 107,920-99,524,960 IU/mL). The 
median duration of adefovir treatment was 30 months (range 14-46 months). During a median follow-up period 

of 14 months after discontinuation of adefovir, the 1-, 2-, 3-, 6-, and 12-month cumulative relapse rates were 
26.7%, 53.3%, 73.3%, 80%, and 80%, respectively. High pretreatment HBV DNA levels were found to be the 
only factor that was predictive of off-therapy relapse. Conclusions: Our data suggest that the adefovir- 

monotherapy-induced virologic response is not durable in most patients with LAMV-R HBeAg-positive CHB, 

especially in those with a high pretreatment HBV DNA level. (Korean J Hepatol 2008;15: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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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B형간염바이러스(HBV)는 우리나라 성인의 약

5%가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상당수가 간경변이나 간세포암종으로 진행하게 되

어 국민건강상 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1 만

성 B형간염의 치료제로 리 사용되고 있는 라미

부딘(lamivudine)은 FDA에 의해 최 로 공인된 

경구용 B형간염 치료제로 여러 연구들을 통해 

청 alanine aminotransferase(ALT)의 감소, hepa-

titis B e antigen(HBeAg)의 청 환과 HBV 

DNA 복제 억제 효과  조직학  호  효과가 입

증되었다.2-4 하지만 라미부딘은 단기간 치료 후 

단하 을 때에는 재발률이 높고 장기간 치료하

을 때에는 내성률이 증가한다는 제한 이 있다.4 

라미부딘 치료에 바이러스반응[HBeAg 청 환

과 청 HBV DNA의 소실(1.2 pg/mL 미만)]을 보

인 환자에서 6개월 이상 연장 치료 후 약물을 지

하 을 때 HBeAg 양성 만성 간염 환자에서는 최

소 50% 이상에서 간염이 재발하며,
5,6
 HBeAg 음성 

만성 간염 환자에서는 라미부딘 치료로 정량  

hybridization capture법(Digene Hybird Cature II, 

Gaitherberg, MD, USA)을 이용한 청 HBV DNA

가 검출되지 않으면 1년 이상 추가로 투여한 후 

단하 을 때 50% 정도의 환자에서 간염이 재발하

다.
1,7,8 

아데포비어(adefovir dipivoxil)는 경구용 뉴클

오티드 유사체로 야생형 HBV뿐만 아니라 라미부

딘 내성 HBV에 해서도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11 아데포비어는 규모 

임상연구를 통해 항바이러스제의 투여 경력이 없

는 HBeAg 양성  음성 만성 B형간염 환자들에서 

생화학 , 바이러스 , 조직학  호 의 효과가 입

증되었다. 515명의 HBeAg 양성 만성 간염 환자들

을 상으로 아데포비어 10 mg을 48주간 투여하

을 때 청 ALT의 정상화율은 48%, HBeAg의 

청 환율은 12%, 조직 소견의 호 율은 53%, 

청 HBV DNA는 평균 3.5 log10 copies/mL 감소하

다.9 HBeAg 음성인 185명의 환자들을 상으로 

아데포비어 10 mg을 48주간 투여하 을 때 청 

ALT의 정상화율은 72%, 조직 소견의 호 율은 

64%, 청 HBV DNA는 평균 3.9 log10 copies/mL 

감소하 다.
10
 아데포비어로 처음 치료한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90% 이상에서 HBeAg 청 환이 치

료 지 후 1년 이상 유지된다는 외국 연구 결과가 

있다.
12

한편, 라미부딘에 내성을 보인 B형간염에 의한 

비 상 간경변증 환자와 상 간경변증 환자에게 

아데포비어를 투여한 후 6～20개월간 찰한 성

을 보면 청 HBV DNA가 검출되지 않는 비율

(0.5 pg/mL 미만)은 비 상 간경변증과 상 간경

변증군에서 각각 50.9%, 83.3%, 청 ALT 정상화

율은 각각 70.8%, 56.6% 고, HBeAg 청 환율

은 각각 8.7%와 6.7% 다.13  다른 연구에서 라

미부딘 내성 HBeAg 음성 만성 간염 환자를 상

으로 시행한 아데포비어 단독요법의 치료 성 을 

보면 24개월째 청 HBV DNA가 검출되지 않는 

비율(10
4
 copies/mL 미만)은 82%, 청 ALT의 정

상화율은 53% 다.14 가장 최근의 외국 연구 보고

에 의하면 라미부딘에 내성을 보인 B형간염 환자

에서 아데포비어 단독요법의 치료 성 을 보면 바

이러스반응[정량  PCR법에 의한 청 HBV DNA 

소실(11 IU/mL 미만)]률은 55%, 청 ALT 정상

화율은 83% 다.
15
 하지만 라미부딘에 내성을 보여 

아데포비어를 투여한 후 반응을 보인 B형간염 환

자에서 약제 투여를 단했을 때의 후에 하여

는 알려져 있는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라

미부딘에 내성을 보여 아데포비어를 투여한 환자 

 바이러스반응을 보인 환자들에서 투약 지 후 

임상 경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1. 상 

2004년 6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라미부딘 내성

으로 인해 아데포비어를 투여한 HBeAg 양성 만성 

B형간염 환자  아데포비어 단독요법에 바이러스

반응을 보인 후 12개월 이상 연장 투여하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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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을 단한 15명의 환자를 상으로 이들의 의

무기록을 후향 으로 분석하 다. 

상 환자는 당시 국내 보험기 에 따라 최  라

미부딘 투여 시 B형간염 표면항원이 6개월 이상 

양성이면서, 청 ALT가 정상 상한치의 두 배 이

상이고, HBeAg 양성이면서 청 HBV DNA가 

10
5
 copies/mL(Hybrid capture assay II HBV DNA 

test, Digene Gaithersburg, MD, USA) 이상인 경

우로 하 다. 임상 으로 간경변이 진단된 경우(식

도정맥류, 복수 는 간성혼수가 있거나 상검사

에서 비장종 가 있으면서 소 이 100,000/mm3 

미만인 경우)와 조직학 으로 간경변이 진단된 경

우는 제외하 다. 라미부딘 내성은 당시 국내보험

여기 에 따라 라미부딘 치료 후 청 HBV 

DNA가 음 (105 copies/mL 미만)되었으나 지속

인 약제 복용에도 불구하고 HBV DNA가 2회 이

상 검출되거나 HBV DNA 유 자 염기서열 분석

(ABI 3100 Genetic Analyzer,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에서 라미부딘 내성 바이러스가 

검출된 경우로 하 다.

2. 방법

이들 환자의 성별, 나이, 아데포비어 투여  

HBeAg, HBeAg에 한 항체(anti-HBe antibody), 

청 HBV DNA 수치, 청 ALT, 로트롬빈시

간, 총 빌리루빈 수치를 조사하 고, 이후 매 2～3

개월 간격으로 시행한 간기능검사 결과와 바이러

스검사 결과를 분석하 다. 이들의 라미부딘 투여

기간, 아데포비어 총 투여 기간  바이러스반응 

후 연장 투여 기간, 아데포비어 투여 후 바이러스

반응을 최 로 보인 시 , 치료 후 24주째 청 

HBV DNA 수치 등을 분석하 다. HBeAg, anti- 

HBe는 electrochemiluminescence immunoassay 

(ECLLIA, Roche Diagnostics, Mannheim, Ger-

many)를 이용하여 정량 으로 측정하 으며 HBe-

Ag치가 1.0 이상인 경우에 양성으로 하 다. 청 

HBV DNA의 측정은 정량  real-time 합효소

연쇄반응(PCR)법(TaqMan; Roche Diagnostics, 

Mannheim, Germany)을 이용하 으며 검출한계는 

12 IU/mL 다. 바이러스반응은 청 HBV DNA 

소실(12 IU/ mL 미만)과 HBeAg 청 환으로 정

의하 다. 바이러스반응을 보인 모든 환자에서 이

후 추가로 아데포비어를 최소 12개월 이상 투약한 

후 약물 투여를 지하 고 정기 으로 재발 유무

를 추 찰하 다. 바이러스 재발은 청 HBV 

DNA가 120 IU/mL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로 정

의하 다. 치료 단 후 재발률과 재발에 향

을 미치는 인자에 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의 통계 방법은 두 군 간의 비교는 

Mann-Whitney test, 재발률은 Kaplan-Meier

법을 이용하 고, 유의수 은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로 하 다. 통계 로그램은 SAS Enterprise 

Guide 3.0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사용하 다.

결   과

상 환자의 연령은 21～65세( 앙값 44세) 으

며, 남녀 비는 4:1이었다. 라미부딘에서 아데포비

어로 교체할 당시 15명 모두 HBeAg 양성이었으

며, 청 HBV DNA는 107,920～99,524,960( 앙값 

7,457,840) IU/mL, ALT는 65～350( 앙값 148.5) 

U/L 다. 총 빌리루빈 수치는 0.7～8.5( 앙값 1.05) 

mg/dL, 로트롬빈시간은 0.96～1.38( 앙값 1.1) 

INR이었다. 아데포비어로 교체 투여  라미부딘

의 투약 기간은 17～74개월( 앙값 40개월)이었다. 

이들 라미부딘 내성 만성 B형간염 환자에게 아데

포비어로 교체 투여 후 최  바이러스반응은 2～34

개월( 앙값 10개월)에서 나타났고 이후 12～ 37개

월( 앙값 12개월)간 약물을 추가 투여하여 총 투

여 기간은 14～46개월( 앙값 30개월)이었다(표 

1). 

약물 단 후 4～21개월간( 앙값 14개월) 찰

한 결과, 모두 12명(80%)에서 재발하 으며, 

재발률은 1개월 26.7%, 2개월 53.3%, 3개월 73.3%, 

6개월 80%, 12개월 80% 다(그림 1). 재발 당시 

HBeAg은 모두 음성이었으며 청 ALT는 13～

28( 앙값 19) U/L, HBV DNA는 152～25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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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Variables Patients (n=15)

Age (years)* 44 (21-65)

Sex (male:female) 12:3

HBV DNA (IU/ml)* 7,457,840 (107,920-99,524,960)

Total bilirubin (mg/dL)* 1.05 (0.7-8.5)

Prothrombin time (INR)* 1.1 (0.96-1.38)

ALT (U/L)* 148.5 (65-350)

*Median (range).

Table 2. Comparison of the baseline characteristics between relapsers and non-relapsers

Variables Relapsers (n=12) Nonrelapsers (n=3) P-value†

Age (years)* 44.5 (21-58) 39 (30-65) 1.0

Sex (male:female) 10:2 2:1 0.73

HBV DNA (IU/mL)* 11,973,440 (181,760-99,524,960) 1,045,120 (107,920-6,918,240) 0.048

Total bilirubin (mg/dL)* 1.0 (0.7-2.4) 1.1 (0.7-8.5) 0.77

Prothrombin time (INR)* 1.09 (1.03-1.19) 1.18 (0.96-1.38) 0.56

ALT (U/L)* 152 (71-350) 67 (65-347) 0.37

Duration of lamivudine therapy (mo)* 45 (17-74) 20 (19-40) 0.16

Time to virologic response (mo)* 9 (2-34) 15 (4-21) 0.84

Duration of additional adefovir therapy 

(mo)*
12 (12-37) 15 (12-27) 0.54

Duration of total adefovir therapy (mo)* 27 (14-46) 31 (30-33) 0.73

Lamivudine resistance 0.55

Codon552 (YMDD)/codon528 8 2

Codon552 (YMDD) 1 0

*Median (range).
†Mann-Whitney test.

Figure 1. Cumulative relapse rates after discontinuation of 
adefovir in adefovir-monotherapy-responsive, lamivudine- 

resistant chronic hepatitis B patients. The 1-, 2-, 3-, 6-, 

and 12-month cumulative relapse rates were 26.7%, 53.3%, 
73.3%, 80%, and 80%, respectively.

앙값 1,786) IU/mL 다. 상 환자를 재발군(12명)

과 비재발군(3명)으로 나 어 아데포비어 단 후 

조기 재발에 향을 미치는 인자를 분석하 다. 두 

군에서 연령, 성별, 로트롬빈시간, 청 ALT 수

치, 청 총 빌리루빈 수치 등은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P>0.05). 하지만 비재발군의 치

료  청 HBV DNA 수치는 1,045,120 IU/mL로 

재발군의 11,973,440 IU/mL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

았다(P=0.048)(표 2). 아데포비어 총 투여 기간과 

아데포비어 추가 투여 기간, 바이러스반응을 보인 

기간, 라미부딘 내성 돌연변이의 종류, 치료 후 24

주째 청 HBV DNA 수치도 양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15명 환자 모두에서 아데

포비어 투여 후 24주의 청 HBV DNA 수치는 12 

IU/mL 미만으로 감소되었다. 아데포비어 총 투여

기간에 따라 30개월 미만 투여군과 30개월 이상 투

여군으로 나 어 비교하 을 때 30개월 미만 투여

군(7명)의 1, 2, 3, 6, 12개월 재발률은 각각 

14.3%, 57.1%, 100%, 100%, 100%로 30개월 이상 

투여군(8명)의 37.5%, 50%, 50%, 62.5%, 62.5%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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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높은 경향을 보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는 않았다(P=0.23). 한 바이러스반응 

후 아데포비어 추가 투여 기간에 따라 14개월 미만 

추가 투여군과 14개월 이상 추가 투여군으로 나

어 비교하 을 때 14개월 미만 추가 투여군(8명)의 

1, 2, 3, 6, 12개월 재발률은 각각 28.6%, 

71.4%, 71.4%, 71.4%, 71.4%로 14개월 이상 추가 

투여군(7명)의 25%, 37.5%, 75%, 87.5%, 87.5%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61).

고   찰

본 연구는 아데포비어 단독치료에 반응을 보인 

라미부딘 내성 B형간염 환자에서 아데포비어 투약

을 단하 을 때 다수의 환자에서 바이러스

증이 조기에 재발함을 보인 최 의 연구이다. 한 

본 연구에서는 재발과 련된 측인자로 아데포

비어 치료  HBV DNA 수치가 연 된다고 추정

된다.

만성 B형간염 환자에서 라미부딘 투약 지 후 

후에 한 연구 결과는 여러 차례 보고되었다. 

국내 보고에 의하면 98명의 만성 B형간염 환자에

서 라미부딘 투여로 청 환을 획득한 후 2～4개

월간 연장 투여 후 투약을 지하 을 때, 2년 

재발률이 49.2%로 보고하 으며, 재발의 측인

자로 치료  청 HBV DNA 수치와 청 환 후 

라미부딘의 추가 투여 기간을 제시하 다.6  다

른 국내 보고에 의하면 461명의 만성 B형간염 환

자에서 라미부딘 투여로 청 환을 획득한 후 최

소 1개월 이상 연장 투여 후 투약을 지하 을 때 

2년 재발률이 55.7%로 보고하 으며, 재발과 

연 된 측인자로 나이와 라미부딘의 추가 투여 

기간을 제시하 다.16 외국의 다기  연구 보고에 

의하면 만성 B형간염 환자에서 라미부딘 투여로 

청 환을 획득한 후 투약을 지하 을 때 2년 

재발률은 50% 이상이며, 재발 측인자로 치

료  높은 청 HBV DNA 수치, 낮은 청 ALT 

수치, 남성을 제시하 다.
8

한편, 아데포비어로 처음 치료한 만성 B형간염 

환자 76명에서 30～193개월간 약물 투여 후 투약

을 지하 을 때 HBeAg 청 환이 90% 이상에

서 1년 이상 유지된다는 보고가 있었다.12 하지만 

아데포비어 단독치료에 반응을 보인 라미부딘 내

성 환자에서 약물투여 단 후 후에 한 기존의 

연구 결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데포비어 단독치료에 반응을 

보인 라미부딘 내성 HBeAg 양성 B형간염 환자에

서 아데포비어를 12개월 이상 연장 투여 후 투약을 

지하 을 때 재발률은 1개월 26.7%, 2개월 

53.3%, 3개월 73.3%, 6개월 80%, 12개월 80% 다. 

이는 아데포비어 단독치료에 반응을 보인 환자의 

90%에서 약물 단 후 1년까지 HBeAg의 청

환이 유지되었다는 보고12에 비하면 단히 높은 재

발률이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가 치료 환자를 

상으로 하 고, 청 HBV DNA 검출한계도 1,000 

copies/mL 미만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재발의 기

을 청 HBV DNA 120 IU/mL 이상으로 설정

하여 이 의 연구보다 재발 기 이 엄격하 고, 라

미부딘 내성 HBeAg 양성 B형간염 환자를 상으

로 하 기 때문에 재발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

각된다. 과거에는 청 HBV DNA 10
5
 copies/mL

을 기 으로 바이러스반응  재발을 정의하 으

나 최근에는 각자의 기 에서 사용하고 있는 PCR 

방법에 의한 좀더 민한 기 을 용하고 있

다.12,17 2007년 미국간학회 지침에 의하면 HBeAg 

양성 간염 환자에서 바이러스반응은 PCR 방법으

로 청 HBV DNA가 검출되지 않고 HBeAg이 소

실되는 경우로 정의하 으며, 바이러스 재발은 치

료 종료 후 4주 이상 간격으로 어도 2회 이상 측

정한 청 HBV DNA가 1 log10 IU/mL 증가한 경

우로 정의하 다.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이러

스 재발의 기 을 HBV DNA 120 IU/mL 이상으

로 설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치료  청 HBV DNA 수치가 

아데포비어 단 후 재발과 연 된 인자로 추정된

다. 과거 국내 연구에서는 만성 B형간염 환자에서 

라미부딘 치료 후 재발 측인자로 치료  청 

HBV DNA 수치와 라미부딘 추가 투여 기간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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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 다.
6
 본 연구에서도  연구와 마찬가지로 

치료  청 HBV DNA 수치가 재발과 연 된 

측인자로 나타났지만 약물의 추가 투여 기간은 통

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

구에 포함된 환자를 아데포비어 총 투여 일수에 따

라 30개월 미만 투여군과 30개월 이상 투여군으로 

나 어 비교하 을 때 30개월 미만 투여군은 모두 

재발하 고 30개월 이상 투여군  37.5%에서는 

간염이 재발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차이에 통계학

인 유의성은 없었다. 이는 아마도 상 환자 수

가 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재발한 12   6 는 항바이러스 

치료 없이 찰 이며 6 에서는 아데포비어를 

단독 재투여하여 바이러스반응을 보 다. 물론 본 

연구가 상 환자의 수가 은 소규모 단일기  연

구이고, 비재발군의 수가 워낙 어 재발군과의 특

성 비교가 어려웠던 제한 이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고 제시된 

단변량 분석 결과는 실제 상을 제 로 반 하지 

못한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 한 최근에 라미부딘

으로 만성 B형간염 환자 치료  내성이 발생하

을 때 라미부딘과 아데포비어 병행요법이 효과

이라는 보고들이 있다.15,19 하지만 국내 보험 여인

정기  등의 이유로 아데포비어 단독 구조요법을 

시행 인 환자가 지 않은 실에서 본 연구는 

아데포비어 단독요법에 반응을 보인 환자에서 약

물 단 후 경과에 한 결과를 처음 제시한 매우 

가치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결론 으로 아데포비어 단독치료에 반응을 보인 

라미부딘 내성 HBeAg 양성 B형간염 환자에서 아

데포비어를 단하 을 때 다수의 환자에서 바

이러스 증이 조기에 재발하며 아데포비어 치료 

 청 HBV DNA 수치가 재발과 련된 측인

자라고 추정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소규모 환자를 

상으로 한 단일기  연구로서 향후 더 많은 수의 

환자를 상으로 다기  연구를 통하여 이를 추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요   약

목 : 라미부딘에 내성을 보여 아데포비어를 투

여한 후 반응을 보인 HBeAg 양성 B형간염 환자에

서 약제 투여를 단했을 때의 임상경과와 재발과 

연 된 측인자를 알아보고자 하 다. 방법: 2004

년 6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라미부딘 내성으로 인

해 아데포비어를 투여한 HBeAg 양성 만성 B형간

염 환자  아데포비어 단독요법에 바이러스반응

을 보인 후 12개월 이상 연장 투여하고 나서 투약

을 단한 15명의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후향 으

로 조사하 다. 라미부딘 투여 기간, 아데포비어 

총 투여 기간  바이러스반응 후 연장 투여 기간, 

아데포비어 투여 후 바이러스반응을 최 로 보인 

시 , 치료 후 24주째 청 HBV DNA 수치, 재발 

유무 등을 조사하 으며 치료 단 후 재발률

과 재발에 향을 미치는 인자에 하여 분석하

다. 결과: 상 환자의 연령은 21～65세( 앙값 44

세) 으며 남녀 비는 4:1이었다. 치료  청 HBV 

DNA는 107,920～99,524,960( 앙값 7,457,840) IU/ 

mL, ALT는 65～350( 앙값 148.5) U/L, 총 빌리

루빈 수치는 0.7～8.5( 앙값 1.05) mg/dL, 로트

롬빈시간은 0.96～1.38( 앙값 1.1) INR이었다. 아

데포비어 투여  라미부딘의 투약 기간은 17～74

개월( 앙값 40개월)이었으며, 아데포비어로 교체 

후 최  바이러스반응은 2～34개월( 앙값 10개

월)에서 나타났고 이후 12～37개월( 앙값 12개월)

간 약물을 추가 투여하여 총 투여 기간은 14～46

개월( 앙값 30개월)이었다. 약물 단 후 4～21개

월간( 앙값 14개월) 찰한 결과 모두 12명(80%)

에서 재발하 으며 재발률은 1개월 26.7%, 2

개월 53.3%, 3개월 73.3%, 6개월 80%, 12개월 80%

다. 상 환자를 재발군(12명)과 비재발군(3명)

으로 나 어 아데포비어 단 후 조기 재발에 향

을 미치는 인자를 분석하 을 때 두 군 간에 연령, 

성별, 로트롬빈시간, 청 ALT  총 빌리루빈 

수치 등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P>0.05), 다만 치료  HBV DNA 수치가 비재발

군 1,045,120 IU/mL, 재발군 11,973,440 IU/m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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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발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P=0.048). 아데포

비어 총 투여 기간과 아데포비어 추가 투여 기간, 

바이러스반응을 보일 때까지의 기간, 라미부딘 돌

연변이의 종류, 치료 후 24주째 HBV DNA 수치도 

양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결론: 

라미부딘에 내성을 보여 아데포비어를 투여한 후 

반응을 보인 HBeAg 양성 만성 B형간염 환자에

서 약제 투여를 단했을 때 재발률은 1개월 

26.7%, 2개월 53.3%, 3개월 53.3%, 6개월 80%, 12

개월 80% 으며 아데포비어 치료  청HBV 

DNA치가 재발과 유의한 련을 보 다. 

색인단어: 만성 B형간염, 라미부딘, 내성, 아데포비

어, 임상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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