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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s/Aim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cost-effectiveness of 1 year and up to 
5 years of antiviral treatment for chronic hepatitis B (CHB). Methods: Two ten-health-state Markov models 

were developed for CHB patients. The proportion of patients remaining alive in each health state, and 
healthcare costs and quality-adjusted life years (QALYs) were determined during annual cycles of these 
Markov models. The total healthcare costs, life years, and QALYs over the 40-year time horizon of the model 

were calculated. The perspectives of the cost-effectiveness analysis were the Korean healthcare system and 
the healthcare needs of the CHB patient. Results: Short-course therapy with α-interferon or 1-year treat-
ment with pegylated interferon α-2a, lamivudine (LMV), or adefovir (ADV) had limited impact on disease 
progression. In contrast, either LMV-ADV or ADV-LMV as rescue medication administered for 5 years 
resulted in a more sustained decrease in the rate of disease progression. The cost-effectiveness threshold in 
Korea was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25,000,000  South Korean won.  LMV administered for  1 year is 

cost-effective in comparison with no treatment for both HBeAg-positive and HBeAg-negative CHB patients, 
but longer duration antiviral therapies administered for up to 5 years in CHB patients were found to be highly 
cost-effective by international standards. Conclusions: Antiviral treatment of CHB with LMV or ADV for up 

to 5 years using the alternative antiviral agent as rescue medication appears to be a cost-effective strategy 
for both HBeAg-positive and HBeAg-negative CHB patients in Korea. Economic evaluation of antiviral 
therapies should be studied further and updated, particularly for newer agents. (Korean J Hepatol 2008;15: 

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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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만성 B형간염(CHB) 치료의 목표는 지속 으로 

B형간염바이러스(HBV)를 억제하거나 제거하여 간

경변이나 간암으로의 진행을 이고 생명을 연장

하는 것이다.1 우리나라에서 재 사용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인터페론, 라미부딘, 아데포비어, 

페그인터페론, 엔테카비어, 클 부딘이 있다. 인터

페론-α(interferon-alpha, IFN)는 오래 부터 CHB

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나 아시아인에서는 치료 

반응이 떨어지며 부작용이 많은 단 이 있다.
2
 최

근에는 투여 횟수가 어든 페그인터페론 α-2a 

(pegylated interferon-alpha, PEG-IFN)가 IFN에 

비하여 우수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B형간염에 한 경구용 항바이러스

제로 오래 부터 사용되어 온 라미부딘(lamivu-

dine, LMV)은 바이러스 억제력이 우수하며 부작

용이 거의 없는 약제이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내성 

발생률이 높고 이러한 내성이 다른 항바이러스제

의 작용에도 향을 미친다.
4,5
 아데포비어(adefovir 

dipivoxil, ADV)는 치료뿐만 아니라 LMV 내성 

환자에서도 효과 이나, 신독성이 있기 때문에 충

분한 양을 사용하기 어려우며, LMV 내성 환자에

서 이차 치료로 사용 시 내성이 많이 발생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6 최근에는 엔테카비어, 텔비부

딘, 클 부딘, 테노포비어와 같은 항바이러스제들

이 사용되고 있으며, 약제의 항바이러스 효과가 강

력할수록 내성 발생이 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7,8

이와 같이 다양한 치료제들이 사용되기 시작하

면서, 제한된 의료 자원을 합리 으로 사용하기 

해서는 사용 인 는 새로운 약물에 한 경제성 

평가가 요하다.9 약물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지표

로는 비용-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여

기에서 비용은 약제비이며 효과는 질병 치료에 

한 직 인 효과와 함께 삶의 질로 조정된 생존기

간(quality adjusted life year, QALY)의 증가를 측

정한다. 새로운 치료방법의 경제성 평가는 치료로 

인해서 증가된 비용과 치료에 의한 효과의 비(in-

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ICER)로 측정

한다. 따라서 치료 약제의 경제성은 그 나라의 경

제 상태나 질환의 특성, 의료비 체계에 따라서 나

라마다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성 B형간

염의 부분이 수직감염에 의한 것으로, 청장년기

에 간염이 심해지고 간경변과 간암으로 진행하는 

만성 질병의 경과를 보인다.
10
 따라서 B형간염은 

질병 치료를 한 직  비용뿐만 아니라, 이로 인

한 경제 활동의 손실과 같은 간  비용 부담이 큰 

질환이다. 우리나라에서 Yang 등이 1997년을 기

으로 HBV감염에 한 경제  부담을 추산한 연구

에 의하면, HBV 련 질병을 치료하고 방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78.2억 원 정도로 1997년 국가 

보건 지출의 3.2%에 해당한다.11 최근 우리나라에

서는 CHB에 해 다양한 항바이러스치료를 하고 

있으며 장기간 치료로 인한 비용이 차 증가하고 

있으나, 항바이러스치료에 한 비용-효과 평가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CHB 환자가 많은 아시아 지역 국가

들에서 재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 치료법의 비

용-효과를 평가하는 다국  연구의 일환으로 시행

하 다. 연구 목 은 기존에 발표된 자료들을 토

로 해서 CHB의 치료제로 사용되어 온 항바이러스

제인 IFN과 PEG-IFN 그리고 1년  5년 치료 시

의 LMV과 ADV의 비용-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비용-효과 분석은 직  의료비용만

을 포함하 다.

상과 방법

1. 항바이러스치료군의 설정 

CHB 환자에서 세 가지 다른 치료 집단을 설정

하 다. 1) 치료하지 않은 경우, 2) IFN나 PEG- 

IFN, LMV 는 ADV를 1년 이하 단기간 치료한 

경우, 3) LMV이나 ADV를 단독으로 5년까지 치료

하거나, 내성이 출 했을 때 서로 교체하여 5년까

지 치료한 경우[연속 인 단독치료로서 LMV 사용 

 LMV 내성에 한 구원치료로 ADV를 사용하

거나(LMV-ADV 치료), ADV 사용  ADV 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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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ructure of the CHB economic model. (A) HBeAg-positive CHB. (B) HBeAg-negative CHB. (adapted from ref-

erence 12)
*The “resistant” health states refer to the presence of antiviral resistance and assume no effect of antiviral monotherapy.

에 한 구원치료로 LMV를 사용한 경우(ADV- 

LMV 치료)]로 하며 만약 심한 간질환(METAVIR 

stage 3 는 4) 환자에서는 내성 발생의 경우 

LMV와 ADV 병합치료를 하 다. 

2. 환자 집단과 모델 설계

약물-경제성 모델은 Crowley등이 제시한 두 개

의 10-health state Markov 모델을 이용하 다.12 

Markov 모델은 CHB 환자의 상태를 청 환, 만

성 간염, 상성 간경변, 비 상성 간경변, 간암, 사

망 등의 건강상태로 구성하고 있으며, 비 상성 간

경변은 임상 으로 복수나 간성혼수가 발생하거나 

Child-Pugh score가 증가하는 것으로 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항바이러스제 내성 상태를 포함하 고 

내성 상태에서는 치료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다(그림 1A, B). 본 연구에서 hepatitis B e anti-

gen(HBeAg) 양성 CHB 모델은 같은 수의 남자와 

여자 환자를 상으로 하 고, 항바이러스치료를 

시작하는 환자의 평균 나이는 30세로 하 으며 

HBeAg 청 환을 치료 종료의 기 으로 하

다.12,13 HBeAg 음성 CHB 모델은 HBeAg 양성 

와 연령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임상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치료 시작 평균 나이를 40

세로 하 으며 hepatitis B surface antigen(HBs-

Ag)의 청 환을 치료 종료 기 으로 하 다.
14,15
 

CHB 치료에 한 연구 논문들에서 항바이러스치

료의 단기 평가를 1년에 시행하 으며, 재까지 

발표된 부분의 연구 논문에서 치료 기간이 5년 

이내의 것이므로, 두 모델에서 치료 기간에 따라서 

1년과 5년 치료군으로 나 어 분석하 다. 추

찰기간은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코호트 부분이 

사망하 을 시기인 40년으로 하 다. 

3. 자료의 출처

CHB의 미치료 시 질병진행률은 아시아-태평양 

 아 리카 지역을 상으로 한 systematic review 

논문을 참고로 하 고, 각 연구에 포함된 상 환

자의 수를 바탕으로 해서 산출한 가 평균값을 

용하 다.16 항바이러스치료 시의 질병진행률은 아

시아 환자를 상으로 한 논문들  국제 으로 공

인된 임상진료지침에 명시된 치료기 에 부합하는 

무작  조 연구를 주요 참고자료로 하여, 항바이

러스치료가 질병의 진행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조

사한 결과들을 토 로 해서 얻었다(표 1).17-19 를 

들면 Crowley 등13의 연구에서 HBeAg 청 환

이 일어나지 않은 환자에 있어 간경변으로의 질병

진행률이 LMV 치료군의 경우 2%, 미치료군의 경

우 14%이며 이들 수치로부터 LMV에 의해 억제

되는 질병진행률을 85.7%(12/14)로 산출한다. 한 

HBeAg 양성 환자에서 eAg 청 환율과 HBeAg 

음성 환자에서 치료반응률은 이들 발표된 논문에 

근거하여 설정하 다(표 2a, b).
5,6,13,15,20-25

 

CHB 치료에 련된 보건의료비용은 치료에 필

요한 직  의료비용과 노동력 상실과 같은 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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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sease progression rates for CHB and the effect of antiviral treatment on reducing the rates of disease 

progression

Model Input Treatment Estimate Source 

Annual rate of progression from CHB to CC (eAg+) 0.0260 [16]

Annual rate of progression from CHB to CC (eAg-) 0.0900 [17]

% decrease in progression from CHB to CC (no resistance) LMV 85.7% [13]

IFN&PEG-IFN 85.7% [13]

ADV 85.7% assumption

% decrease in progression from CHB to CC (presence of 

resistance)

LMV;ADV 0.0000 assumption

Annual rate of progression from CHB to HCC 0.0066 [16]

% decrease in progression from CHB to HCC (presence of 

resistance)

LMV;ADV 0.0000 assumption

Annual rate of progression from CC to DCC 0.0420 [16]

% decrease in progression from CC to DCC (no resistance) LMV 22.6% [18]

IFN&PEG-IFN 22.6% assumption

ADV 22.6% assumption

% decrease in progression from CC to DCC (presence of 

resistance)

LMV;ADV 0.0000 assumption

Annual rate of progression from CC to HCC 0.0430 [16]

% decrease progression from CC to HCC (no resistance) LMV 17.6% [18]

IFN&PEG-IFN 17.6% assumption

ADV 17.6% assumption

% decrease of progression from CC to HCC (presence of 

resistance)

LMV;ADV 0.0000 assumption

Annual rate of progression from DCC to HCC 0.0710 [16]

Annual rate of progression from HBV response to Death Life table values [19]

Annual rate of progression from CHB to Death 0.0060 [16]

Annual rate of progression from CC to Death 0.0540 [16]

Annual rate of progression from DCC to Death 0.1630 [16]

Annual rate of progression from HCC to Death 0.4300 [16]

CHB, chronic hepatitis B; CC, compensated cirrhosis; HCC, hepatocellular carcinoma; DC, decompensated cirr-

hosis; LMV, lamivudine; IFN, interferon; PEG-IFN, pegylated interferon; ADV, adefovir dipivoxil.

용, 삶의 질 하와 같은 무형의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간  비용은 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  의료비용만을 사용하 다. 자료는 2004년에 

발표된 Yang 등26의 연구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

서 CHB, 상성 간경변(CC), 비 상성 간경변

(DCC)과 간암(HCC)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

된 환자당 일년간 평균 직  의료비용을 사용하

다(그림 2, Appendix III). 항바이러스제의 연간 약

제비는 2008년 4월 재 기  약제 여 상한가 

는 가 평균가(다수의 품목)를 용하여 LMV 

1,244,285원(3,409원/정), ADV 2,759,400원(7,560원

/정), PEG-IFN 8,454,816원(176,142원/180 µg), IFN

이 3,477,300원(35,356원/6 MIU)으로 산출하 다.

4. 치료 효과 정의와 모델 용

1) HBeAg 청 환 는 HBV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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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a. Annual HBeAg-seroconversion rates, relapse rates, and resistance rates for different treatments of 

HBeAg-positive CHB 

Model Input Treatment Estimate Source

HBeAg-seroconversion rates No treatment 0.1020 (11/108) [20]

(ALT >2×ULN, no resistance) LMV 0.3070* [20]

IFN 0.2250 (11/42) [20]

PEG-IFN 0.2660 (72/271) [14]

ADV 0.1490 (14/94) [21]

HBeAg-relapse rates LMV 0.1020
† [22]

No tx., IFN 0.1020 [13]

PEG-IFN 0.0440 assumption

ADV 0.0800 (6/75) [23]

Emergence of resistance LMV 0.2570
‡ [5].

No tx.IFN & PEG-IFN 0.0000 assumption

ADV 0.0640
§ [24]

*Calculated by (0.254-0.257x0.102)/0.743; 0.254 was a rate for 1-year seroconversion in a cohort in which 

lamivudine resistance develops in a rate of 0.257 per year.
†Transition probability calculated by 1-(1-0.276)1/3; 0.2763 was a 3-year rate.
‡Transition probability calculated by 1-(1-0.7)1/4; 0.7 was a 4-year rate.
§Transition probability calculated as 1-(1-0.18)1/3; 0.18 was a 3-year rate.

Table 2b. Annual HBV response rates and relapse rates for different treatments of HBeAg-negative CHB for 

different treatments 

Model Input Treatment Estimate Source

HBV response rates No treatment 0.0000 (0/61) [25]

(ALT >2×ULN, no resistance) LMV 0.8950* [15]

PEG-IFN 0.6330 (112/177) [15]

ADV 0.5120 (63/123) [25]

Relapse rates LMV 0.9030
† [6,15]

No treatment 0.9030 [6,15]

PEG-IFN 0.6960 (78/112) [15]

ADV 0.9030
† [6,15]

LMV, lamivudine; IFN, interferon; PEG-IFN, pegylated interferon; ADV, adefovir dipivoxil.

*Calculated by 0.735/(1-0.179); 0.735 (133/182) was a response rate within 1 year in a cohort, in which lamivu-

dine resistance developed in 17.9% of patients during the same period. 
†Mean value of relapse rates in LMV and ADV group, 91% and 89.5%, respectively.

HBeAg 양성 CHB에서 HBeAg 청 환은 치

료를 종료하는 기 으로 사용하 다. HBeAg 음성 

CHB에서 HBV 반응은 청 HBV-DNA가 검출되지 

않는 것(<300～400 copies/mL)으로 하 다. HBe-

Ag 청 환이나 HBV 반응이 있는 환자는 질병

의 진행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하 다. 항바이

러스치료 후 HBeAg 청 환율은 약제 사용 기간 

(1년/5년)에만 용이 되었고, 약제 사용 종료 후

에는 미치료 시의 청 환율을 용하 다. 청

환율은 연 단 로 용되었으며, 내성 발생 이

후에도 치료는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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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verage cost per patient for each disease state in 

Korea.

2) 청역 (seroreversion) 는 HBV 반응의 

소실

HBeAg 양성 환자에서 청역 (HBeAg 청

환의 소실과 간염의 재발)이 있을 수 있으며, HBe-

Ag 음성 환자에서 HBV 반응의 소실(HBV-DNA

가 검출되고 간염이 나타남)이 나타날 수 있다. 

3) 바이러스 내성의 용

내성의 출 은 항바이러스제 사용 에 발생할 

수 있다. 여러 항바이러스 약제에 한 내성 발

율은 HBeAg 양성 CHB과 HBeAg 음성 CHB 간

에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나 구제치료 

시에 항바이러스제 내성이 발생한 경우에도 약제 

사용은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하 다. 내

성을 보이는 항바이러스제를 계속 투여하는 경우

에는 치료를 하지 않은 군에서의 반응률을 용하

다. 내성 발생률은 연 단 로 용하 으며, 표 1

과 2에 명시되어 있는 각 치료군별 내성률  반응

률, 각 단계별 질병진행률 등을 용하여 연 단

로(총 40년간) model의 각 state별 환자 분율을 

계산하 다. 

4) 질병 진행에 한 직 인 치료 효과

항바이러스치료 효과는 바이러스 억제 이외에

도, 질병 진행에 한 직 인 치료 효과가 포함

된다.13 DCC로의 진행은 Liaw 등의 연구에서 

Child-Pugh 수치(5～15)의 증가에 의거하여 진행

률을 산출하 다.18 간염에서 HCC으로의 진행은 

약제에 의해 억제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

하 다. 치료제들의 단기간 치료 효과는 1년간 

LMV을 투약하여 얻어지는 질병진행률의 감소 효

과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 다. 장기간 치료에서

는 항바이러스제 내성이 발 되지 않는 경우에 질

병 진행에 한 직 인 효과가 치료 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하 다(표 1). HBeAg 양성과 음

성 들에서 모두 동일한 질병 억제 효과를 용

하 다. 

5) 부작용과 건강과 련된 삶의 질(Health Rel-

ated Quality of Life, HRQoL)에 한 치료 효과

HRQoL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utility(효용)는 0

(사망)～1(완 한 건강상태)로 표시하며, 설문 등

을 통해서 측정한 삶의 질 수치로 조정한 값으로 

하 다. CHB 치료에서 IFN이나 PEG-IFN은 치료

받는 동안 환자들에게 불편함을 래해서 건강과 

련된 삶의 질에 부정 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

로 추정하 다.
12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는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최소한 치료받지 않는 환자들과 동일

한 부작용을 갖는 것으로 추정하 다(표 3).13

5. 모델의 가정과 결과 

모델에 용된 상은 청 alanine aminotrans-

ferase치가 정상 상한치의 2배 이상인 CHB 환자군

으로 하 다. 환자들은 시작 시 에 치료에 합한 

기 을 만족하는 CHB이며, 모델에 사용된 값은 기

존의 문헌에서 얻었다. Markov 모델에서의 일년 

주기 동안에 생존 환자의 비율과 이와 련된 의료 

비용  삶의 질로 보정된 생존년은 각각의 치료 

시나리오에 따라 40년의 찰기간을 가정하여 산

출하 으며, 시나리오별로 각 질병 상태에서 보내

는 기간의 평균값을 구하 다(Appendix I, II).

6. 비용-효과 분석

본 비용-효과 분석은 modeling의 방법을 이용하

으며, 비용  효과 지표는 연 단 로, 모델의 상

태별로 각각 분석하 고, 치료 시나리오별 총 40년

간의 축 된 비용  효과를 바탕으로 ICER을 산



Byung Kook Kim, et al. Cost-effectiveness of anti-HBV agents

- 31 -

Table 3. Disease health state utilities derived from 

the literature and the effect of antiviral resistance 

Health state utility Estimate Source

Seroconversion 0.783 [13]

CHB Untreated=0.692

LMV=0.692

ADF=0.692

IFN=0.467

PEG-IFN=0.5795

[13]

CC 0.561 [13]

DCC 0.150 [13]

HCC 0.118 [13]

Resistant CHB Untreated=0.692

LMV=0.692

ADF=0.692

IFN=0.467

PEG-IFN=0.5795

[13]

Resistant CC 0.561 [13]

Resistant DCC 0.150 [13]

Resistant HCC 0.118 [13]

CHB, chronic hepatitis B; CC, compensated cirrhosis; 

HCC, hepatocellular carcinoma; DC, decompensated 

cirrhosis; LMV, lamivudine; IFN, interferon; PEG- 

IFN, pegylated interferon; ADV, adefovir dipivoxil.

Figure 3. Proportion of the cohort in CC, DCC, or HCC states during each cycle: (A) 1-year treatment of HBeAg-positive 
CHB, (B) 1-year treatment of HBeAg-negative CHB.

출하 다. 비용은 상기 언 한 연간 약제비  치

료비용을 근간으로 각각 상태별 환자 분율을 용

하여 연 단 의 사용 비용을 산출하 다(Appendix 

III). 청 환된 상태에서의 치료 비용은 청 환 

없는 환자의 50%로 산출하 다. 투약 기간과 약제

비 산정은 치료 약제에 한 반응과 내성률  질

병진행률의 감소율을 용하여 계산하 으며, 치

료에 성공하여 약제 투여를 단하는 환자를 제외

하고는 모두 투약 기간을 1년 는 5년으로 동일하

게 용하 다 (Appendix IV). 효과는 매년 각 상

태별 utility(삶의 질 가 치)에 환자 분율을 용

하여 연 단 의 QALY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40년간의 총 비용  QALY를 최종 산출하 다. 

항바이러스치료에 의한 비용-효과는 치료하지 

않은 군과 1년, 5년 치료군 간의 증가된 비용과 

QALY 증가의 비(ICER)로 분석하 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치료 1년군과 5년군을 비교 분석하 다. 

결   과

1. 항바이러스치료와 질병의 진행

각 치료군별 내성률, 반응률, 질병진행률 등을 

용하여 modeling한 결과, 1년의 IFN이나, PEG- 

IFN, LMV 는 ADV 치료는 치료받지 않은 경우

와 비교해서 HBeAg 양성군, 음성군 모두에서 40

년의 분석 기간 동안 CC, DCC, HCC의 코호트 분

율이 치료받지 않은 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3A, B). 

5년까지 LMV-ADV 구원치료나 ADV-LMV 구

원치료를 유지하는 경우는 비 상성 간질환이나 

간암으로의 질병진행률이 감소하 다. 치료 기간 

후반에 HBeAg 양성 CHB 코호트에서 CC, DCC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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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roportion of the cohort in CC, DCC, or HCC states during each cycle: (A) 5-year treatment of HBeAg-positive 
CHB, (B) 5-year treatment of HBeAg-negative CHB. 

HCC가 발생하는 비율은 치료를 받은 코호트에서 

70% 정도 감소하 다. HBeAg 음성 CHB 코호트

에서도 질병 진행에 한 유사한 효과를 보여주었

으나, HBeAg 양성 환자에 비해서 빠른 질병 진행 

경과를 보 다(그림 4A, B).

2. 치료 방법에 따른 비용-효과의 비교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와 LMV으로 1년 치료한 

경우에 치료 방법에 따른 비용  효과, 생존년수 

당 비용 그리고 증  비용-효과율(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s, ICER)을 HBeAg 양성 

 음성군으로 나 어 표 4와 5에 표시하 다. 

증  비용-효과 비(ICER)의 임계값은 한국의 경우 

삶의 질로 조정된 생존년당 략 25,000,000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27

단기간 IFN은 치료받지 않은 HBeAg 양성 CHB 

환자들과 비교하여 증  비용-효과 비(ICER)

의 임계값을 상회하 고, 1년간 LMV을 투약한 

경우와 비교하 을 때 비용과 효과 모두에서 열

등한(Dominated) 결과를 보여 비용-효과 측면에

서 우월하지 않았다. 이와 유사하게 1년간의 PEG- 

IFN치료는 효과의 가정에 따라 HBeAg 양성 CHB 

환자들에서 증  비용-효과 비(ICER)의 임계값

보다 낮거나 약간 상회하 으나, 1년간 LMV을 투

약한 경우와 비교하 을 경우, 비용-효과 이지 않

았다(표 4a, b, 5a, b).

1년간 LMV의 투여는 HBeAg 양성  음성 

CHB 환자들에 있어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QALY당 비용이 약 180만원에서 340만

원으로 추정되어 매우 비용-효과 인 것으로 나타

났다(표 4a, b). CHB에서 LMV으로 1년간 치료는 

단기간 IFN-α나 ADV 1년 치료보다 은 비용으

로 효과가 우수하 고 삶의 질로 조정된 생존년 증

가율도 높았다(표 4a, b). 

LMV으로 1년간 CHB을 치료하는 것과 비교하

여 5년까지 LMV-ADV 는 ADV-LMV의 장기간 

항바이러스제 치료는 HBeAg 양성과 음성 CHB 모

두에서 비용-효과 비의 임계값보다 낮게 나타나 

비용-효과성이 매우 우수하 다. 5년간 LMV-ADV

방법으로 치료하는 경우에 QALY당 비용은 HBe-

Ag 양성의 경우 8,067,125원, HBeAg 음성인 경우 

4,777,458원으로 비용-효과 비의 임계값과 비교하

여 각각 32%  19% 수 으로 매우 낮았다(표 5a, 

b). 이와 비교하여, 5년간 ADV-LMV 방법으로 치

료하는 경우에 QALY당 비용은 HBeAg 양성의 경

우 15,965,817원이고 HBeAg 음성인 경우 8,372,415

원으로 비용-효과 비의 임계값과 비교하여 각각 

64%, 33%의 수 이었다(표 5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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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a. The discounted incremental costs, benefits and cost-effectiveness ratios (ICERs) for treatment 

alternatives in comparison with no treatment of HBeAg-positive CHB

Treatment alternatives Cost (₩) Life year gained QALY Cost per QALY gained (₩/QALY)

IFN* 3,390,307 0.114 0.024 143,928,318

IFN† 3,329,672 0.270 0.164 20,286,258

PEG-IFN (1 yr) 8,024,934 0.388 0.409 19,599,455

PEG-IFN (1 yr) 7,958,501 0.548 0.556 14,315,045

LMV (1 yr) 1,095,382 0.320 0.316 3,462,910

ADV (1 yr) 2,571,889 0.270 0.294 8,747,927

LMV (5 yr) 3,774,847 0.637 0.626 6,028,968

ADV (5 yr) 9,286,210 0.728 0.733 12,674,347

LMV+ADVas rescue (5 yr) 5,375,223 0.863 0.847 6,347,336

ADV+LMV as rescue (5 yr) 8,881,931 0.793 0.804 11,046,908

Table 4b. The discounted incremental costs, benefits and cost-effectiveness ratios (ICERs) for treatment 

alternatives in comparison with no treatment of HBeAg-negative CHB

Treatment alternatives Cost (₩) Life year gained QALY Cost per QALY gained (₩/QALY)

PEG-IFN (1 yr)* 8,282,691 0.339 0.234 35,429,480

PEG-IFN (1 yr)† 8,207,000 0.636 0.482 17,011,493

LMV (1 yr) 1,032,957 0.621 0.566 1,826,031

ADV (1 yr) 2,574,728 0.513 0.469 5,490,292

LMV (5 yr) 5,145,535 1.118 1.067 4,780,961

ADV (5 yr) 11,645,088 1.703 1.648 4,594,139

LMV+ADV as rescue (5 yr) 6,566,890 1.813 1.724 3,809,042

ADV+LMV as rescue (5 yr) 11,345,400 1.857 1.797 6,312,115

*No effect on disease progression in year 1. 
†Same magnitude of effect as lamivudine on disease progression in 

year 1.

QALY, quality adjusted life year; IFN, interferon; PEG-IFN, pegylated interferon; LMV, lamivudine; ADV, 

adefovir dipivoxil; ICERs=costs new - costs control / effectiveness new - effectiveness control.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도입되고 활용되

기 시작한 약물의 경제성 평가를 우리나라에서 의

료비용이 많이 드는 질환인 B형간염 치료 약제를 

상으로 시도하 다. 

본 연구 결과에서 CHB 환자에서 치료받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가장 비용-효과 인 단기 치료는 

1년간 LMV을 투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LMV 1년 

치료가 질병의 진행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 이었

다. 반면에 5년간의 LMV-ADV 는 ADV-LMV 

장기간 치료는 HBeAg 양성과 음성 CHB 모두에

서 질병의 진행률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질병의 진행률을 낮추므로 이와 함께 5년 항

바이러스제 치료는 약제구입 비용을 제외한 다른 

의료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치료하지 않

거나 는 1년 LMV 치료와 비교하여 5년간의 

LMV-ADV 치료나 ADV-LMV 치료 모두 매우 

비용-효과 임을 알 수 있다. 특히 LMV-ADV 치

료는 QALY당 비용이 더욱 낮았다. 

LMV-ADV 치료가 HBeAg 양성과 음성 CHB 

환자군에서 ADV-LMV 치료보다 QALY당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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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a. The incremental costs, benefits and cost-effectiveness ratios (ICERs) for treatment alternatives in 

comparison with 1-year course of lamivudine of HBeAg-positive CHB

Treatment alternatives Cost (₩) Life year gained QALY Cost per QALY gained (₩/QALY)

IFN* 2,294,925 -0.260 -0.293 Dominated

IFN† 2,234,290 -0.050 -0.152 Dominated

PEG-IFN (1 yr)* 6,929,552 0.068 0.093 74,408,568

PEG-IFN (1 yr)
† 6,863,119 0.227 0.240 28,639,856

ADV (1 yr) 1,476,507 -0.051 -0.022 Dominated

LMV (5 yr) 2,679,465 0.316 0.310 8,649,018

ADV (5 yr) 8,190,828  0.407 0.416 19,672,504

LMV+ADV as rescue (5 yr) 4,279,841 0.542 0.531 8,067,125

ADV+LMV as rescue (5 yr) 7,786,549 0.473 0.488 15,965,817

Table 5b. The incremental costs, benefits and cost-effectiveness ratios (ICERs) for treatment alternatives in 

comparison with 1-year course of lamivudine of HBeAg-negative CHB

Treatment alternatives Cost (₩) Life year gained QALY Cost per QALY gained (₩QALY)

PEG-FN (1 yr)* 7,249,734 -0.282 -0.332 Dominated

PEG-IFN (1 yr)
† 7,174,043 0.015 -0.083 Dominated

ADV (1 yr) 1,541,772 -0.108 -0.097 Dominated

LMV (5 yr) 4,112,579 0.497 0.501 8,203,732

ADV (5 yr) 10,612,131 1.083 1.082 9,806,628

LMV+ADV as rescue (5 yr) 5,533,933 1.192 1.158 4,777,458

ADV+LMV as rescue (5 yr) 10,312,443 1.236 1.232 8,372,415

*No effect on disease progression in year 1. 
†Same magnitude of effect as lamivudine on disease progression in 

year 1.

Dominated, alternative treatments were dominated by 1-year course of lamivudine (i.e., better outcomes achieved 

at lower costs when lamivudine is used) QALY, quality adjusted life year; IFN, interferon; PEG-IFN, pegylated 

interferon; LMV, lamivudine; ADV, adefovir divoxil.

ICERs=costs new - costs control / effectiveness new - effectiveness control.

이 낮기는 하지만 두 치료 방법 모두 비용-효과 비

의 임계값 이하의 값으로 비용-효과 인 것으로 

단되었다. LMV는 장기간 치료 시에 내성 발생

률이 높으나 재 사용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들 

 가격이 낮으며, ADV는 치료에서 내성 발생

이 매우 으나 바이러스 억제력이 다른 항바이러

스제에 비해서 낮은 특성을 보인다.4-6 따라서 이러

한 장단 을 고려해서 환자의 상태에 가장 알맞은 

치료 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B형간염에서 항바이러스치료의 HBV 억제 효과

나 질병의 경과에 미치는 임상  효과에 해서는 

잘 알려져 있으나, 경제성이나 삶의 질에 한 평

가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Crowley 등13은 4년간 

LMV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를 하지 않거나 단기

간 IFN-α 치료보다 경제 으로 우수하다고 보고

한 바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HBeAg 양성 CHB 

환자들만을 상으로 평가하 고, 치료  발생하

는 항바이러스제 내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에 비하여 LMV 치료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생각하며, 실제 으로 장기 치료 시 내성 

발생률이 높은 LMV 경제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는 제한 이다. Kanwal 등은 항바이러스제의 내성

의 출 을 추가한 Markov 모델을 이용하여 여러 

CHB 치료 략들에 한 비용-효과를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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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V-ADV 치료가 가장 비용-효과 일 것이라고 

하 다.28 본 연구는 Kanwal 등의 경제성 모델링과 

비교하여 몇 가지 차이 을 보인다. 첫째, ADV와 

LMV 사이의 가격 비가 미국에 비해서 한국이나 

아시아 국가들에서 낮다는 이다. 둘째, 본 연구

는 일생 동안 치료하는 것과 비교하여 5년간 CHB

의 항바이러스제 치료 효과를 조사하 기 때문에 

임상시험들에서 측되는 수치 이상의 치료 효과

나 바이러스 내성에 한 오차를 일 수 있는 것

으로 생각한다. 

만성 B형간염에서 IFN 치료에 한 Weizman 

등의 연구에서 IFN 치료는 치료하지 않은 군에 비

해서 효과가 명확하지 않았다.
29
 본 연구의 비용-

효과 분석에서 단기간의 IFN 치료가 HBeAg 양성 

CHB에 비용-효과 이지 않았으나, 1년간 PEG- 

IFN 치료는 치료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 을 때 

HBeAg 음성 CHB에서 어느 정도 비용-효과 이

었다. PEG-IFN 치료 효과에 해서는 외국에서 

발표된 소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했기 때

문에 앞으로 국내 임상 자료를 이용한 비용-효과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의료 실정에 맞추어 시행한 

B형간염 항바이러스제들에 한 비용-효과 분석

이라는 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

을 지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 환자 선정에 

있어서 ALT가 정상 상한치의 최소 2배 이상이고, 

치료 기에 간경변이나 간암이 없는 CHB 환자로 

제한하여 시행하 다. 낮은 기 치의 ALT나 진행

성 간질환을 갖은 환자들을 포함시켰다면 일부 

들은 IFN 치료 상으로 당치 않으며, 이러한 요

인들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결과가 변수

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경제성 평가

의 다른 제한 은 실 으로 장기간 항바이러스

제로 치료하는 기간 동안 환자의 약제 순응도가 본 

연구에서의 ADV와 LMV 치료 모델보다 낮았을 

것이라는 이다. 이러한 낮은 순응도는 HBeAg 

청 환율이나 HBV 치료반응을 감소시킬 것으

로 측할 수 있으며 질병 진행에 미치는 치료 효

과 정도도 낮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에

서는 질병 치료의 직  효과와 함께 삶의 질이 반

된 효용(utility)값을 산출하 으나, 간  비용에 

한 평가가 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체 보건

의료비용을 반 하기 어려운 한계 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약물의 

경제성 평가를 시도하 다. 그러나 재 잘 디자인

된 국내 임상 자료가 충분치 않고, 비용-효과 평가

가 상 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방법론이라는 

한계를 가진 상태에서 우선 시도해 본 것이므로 객

인 자료로서의 타당성에 미흡한 면이 있다. 그

러나 본 연구는 우리나라 B형간염 환자에서 치료 

방법의 비용-효과 평가를 객 인 데이터 수치와 

모델을 이용하여 처음 시도한 데 의의가 있으며, 

추후 연구 방법론을 발 시키고 정착시키기 한 

토 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보

다 타당한 연구 결과 도출을 하여 의료비용이나 

치료 효과, 삶의 질의 평가에 한 보다 객 인 

국내 자료를 우선 구축해야 하겠다. 

이번 연구는 엔테카비어나 클 부딘이 우리나라

에 사용되기 이 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

기 때문에 새로운 약제와의 병용치료와 같은 다양

한 치료 방법이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체계나 약제비용 때문에 재 임상에서 LMV- 

ADV 순차 인 치료를 가장 일반 으로 사용하고 

있다.
30,31
 이에 따르는 LMV나 ADV 내성 발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치료로서 

내성이 은 항바이러스제를 선택하거나 바이러스 

내성 발생에 의한 간기능 악화가 우려되는 환자에

서는 LMV와 ADV를 병합 투여하는 추세이며 새

로운 항바이러스제와의 병합치료도 시도되고 있

다.
32
 앞으로 새로운 약제나 치료 방법에 한 비용

-효과 연구에 있어서 본 연구의 결과가 기  자료

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비용-효과 분석은 우리나라 실정을 

바탕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국한

된 것이며, HBeAg 유무에 상 없이 CHB에서 5년

의 항바이러스치료들이 비용-효과가 우수함을 입

증하 다. 이 같은 결과는 질병 진행으로 인한 여

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 필요한 총 보건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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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항바이러스치료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

슷한 다른 국가에도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

구에서의 비용-효과 평가는 직  의료비용만을 포

함하 다. 생산성 감소나 수입 감소와 같은 간  

비용들을 분석에 포함되게 된다면, 항바이러스제 

치료의 비용-효과를 사회  는 국가보건학  지

표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으로, 재까지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

을 때 우리나라 CHB 환자에서 장기간의 LMV 

는 ADV와 구조요법치료는 비교  비용-효과

인 치료 방법이며 질병의 진행률을 실질 으로 감

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재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항바이러스제들에 한 우리나라 임상 자

료와 의료 실정을 반 한 비용-효과 연구 결과를 

기 해 본다. 

요   약

목 : 본 연구의 목 은 CHB에 한 단기간 치

료와 5년까지 장기간 항바이러스치료에 한 비용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 다. 상과 방법: 두 개의

10-health state Markov 모델을 각각 HBeAg 양성

과 HBeAg 음성 CHB 환자들에 하여 용하

다. 모델은 HBeAg 양성과 음성 CHB 환자의 코호

트를 모델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코호트의 부

분이 사망했을 시기인 4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추

하 다. 질병의 연간 진행률과 치료 효과에 한 

정보는 아시아 환자에서 얻은 자료들이나 국제

으로 알려진 치료지침에 기술된 기 에 합당한 문

헌들을 토 로 수집하 다. 다양한 항바이러스치

료 방법들에서 비용-효과를 분석하 다. 결과: 단

기간 IFN이나, 1년간의 PEG-IFN, LMV 는 

ADV 치료는 질병의 진행에 한 효과가 제한 이

었다. 이에 반하여, 5년간의 LMV-ADV 치료나, 

ADV-LMV 치료는 치료 기간 동안 질병의 진행률

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삶의 질로 보정된 생존년

에 한 증  비용-효과 비(ICER)의 임계값은 

략 25,000,000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 다. HBeAg 

양성과 HBeAg 음성 CHB 환자 모두 1년간 LMV

을 사용하는 것이 치료를 받지 않은 것에 비하여 

비용에 한 효과가 크지만, 질병진행률을 감소시

키는 데는 제한 인 효과를 보 다. LMV으로 1년

간 CHB을 치료하는 것과 비교하여 5년까지 LMV- 

ADV 는 ADV-LMV의 장기간 항바이러스제 치

료는 HBeAg 양성과 음성 CHB 모두에서 기 에 

비하여 비용-효과가 매우 우수하 다. LMV-ADV

치료에서 QLAY당 비용은 HBeAg 양성의 경우 

8,067,125원, HBeAg 음성인 경우 4,777,458원 그리

고 ADV-LMV 치료에서는 각각 15,965,817원, 

8,372,415원으로 국제 비용-효과 비의 임계값보다 

낮았다. 결론: 재까지 우리나라 CHB 환자에서 

장기간의 LMV-ADV 치료는 비교  비용-효과

인 방법이며 질병의 진행률을 감소시킴으로써 의

료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최

근에 사용되고 있는 새로운 항바이러스제들의 장

단기 효과를 반 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항바이

러스치료의 경제성 평가 연구가 필요하다.

색인단어: 만성 B형간염, 항바이러스 치료제, 치료 

효과, 비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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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I: Assumptions for model inputs

Model Input Treatment Assumption

HBeAg-seroconversion rates for patients 

with ALT levels 2×ULN

LMV Annual seroconversion rate for years 2-5 is the same as for 

year 1 in the absence of resistance.

ADV Annual seroconversion rate for years 2-5 remains constant in 

the absence of resistance. 

HBeAg-seroconversion lack of durability 

(% who relapse)

LMV % relapse rate per year is average of the annual rates occur-

ring over years 1-3 after stopping treatment [22]. The rate 

of relapse does not change with time

IFN Relapse rates are assumed to be the same for IFN and LMV 

[13]. The rate of relapse does not change with time

PEG-IFN [14], [22]

ADV Baseline ALT levels unknown. Therefore, assuming that ALT 

levels 2×ULN [23]. The rate of relapse does not change 

with time 

HBV response rates for patients with ALT 

levels >2×ULN

LMV Annual response rate for years 2-5 in the absence of resistance 

is the same as for year 1

ADV Annual response rate for ADV in the absence of resistance for 

years 2-5 is the same as for year 1

Annual lack of durability of HBV response 

(% who relapse)

All treatments The annual rate of relapse does not change with length of time 

post-treatment

Emergence of resistance during treatment LMV Resistance rates for years 1-5 is the average of the annual 

rates occurring over years 1-4.

IFN/PEG-IFN No resistance occurs during treatment

ADV Resistance rate for years 2-5 is the average of the annual rates 

occurring over years 2-4. There is no resistance in year 1 

% decrease in rate of progression from 

CHB to CC in the absence of resistance

LMV For years 2-5 it is assumed that control is maintained in those 

who do not develop resistance

IFN/PEG-IFN No direct effect of IFN / PEG-IFN on disease progression

ADV Assumes that control is as good with ADV as with lamivudine 

in those who do not develop resistance

% decrease in rate of progression from 

CHB to CC in presence of resistance

All treatments Assumption of no effect

% decrease in rate of progression from 

CHB to HCC in presence of resistance

All treatments Assumption of no effect 

% decrease in rate of progression from CC 

to DCC in absence of resistance

LMV Increase in Child-Pugh score is indicative of progression to 

DCC.

IFN/PEG-IFN Assumption of no effect

ADV Assumes that control is as good with ADV as with lamivudine 

in those who do not develop resistance

% decrease in rate of progression from CC 

to DCC in presence of resistance

All treatments Assumption of no effect

% decrease in rate of progression from CC 

to HCC in absence of resistance

LMV For years 2-5, it is assumed that control is maintained in those 

who do not develop resistance

IFN/PEG-IFN Assumption of no effect 

ADV It is assumed that control is as good with ADV as with lami-

vudine in those who do not develop resistance

(Appendix I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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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I 계속)

% decrease in rate of progression from CC 

to HCC in presence of resistance

All treatments Assumption of no effect 

Annual rate of progression from Sero-

conversion or HBV response to Death

Life table values From age-specific life tables (South Korea 2001 Life)

Annual acquisition costs of drugs All treatments IFN costs are average for a range of products and 4-6 months 

treatment durations. PEG-IFN for Pegasys and Peg-Intron 

for a duration of 12 months

Annual cost following 

HBeAg-seroconversion (S$)

No treatment Assumed that the annual costs are 50% of the cost of CHB 

[13]

Utility for CHB All treatments Lamivudine and ADV are well tolerated in CHB patients and 

have at least the same utility as untreated patients.

PEG-IFN is better tolerated than IFN but less well tolerated 

than lamivudine or ADV, resulting in a utility mid-way 

between that for IFN and LMV / ADV

Utility for resistant CHB All treatments No effect of resistance per se on the health state utility

For other assumptions refer to those for utility for CHB

Utility for resistant CC Irrespective of 

tx. 

No effect of resistance per se on the health state utility

Utility for resistant DCC Irrespective of 

tx. 

No effect of resistance per se on the health state utility

Utility for resistant HCC Irrespective of 

tx. 

No effect of resistance per se on the health state utility

CHB, chronic hepatitis B; CC, compensated cirrhosis; HCC, hepatocellular carcinoma; DC, decompensated cirrhosis; LMV, lami-

vudine; IFN, interferon; PEG-IFN, pegylated interferon; ADV, adefovir dipivoxil.

Appendix II: Average life time for each health state

Life time for health state (yrs.) in HBeAg pos. patients (HBeAg neg. patients)

State

Treatment

Seroconversion

(HBV response)
CHB CC DCC HCC Death

No treatment 10.4436 (0.0000) 13.5994 (9.6183) 2.9280 (6.0382) 0.4813 (1.0510) 0.5582 (0.9129) 11.9895 (22.3797)

IFN 11.1607 13.2251 2.9034 0.4762 0.5488 11.6857

IFN 11.3889 13.5243 2.8076 0.4581 0.5403 11.2806

PEG-IFN (1 yr) 15.6044 (0.8941) 10.0857 (9.5005) 2.6652 (6.0086) 0.4375 (1.0429) 0.4739 (0.9057) 10.7333 (21.6482)

PEG-IFN (1 yr) 15.9143 (0.8941) 10.3248 (10.2413) 2.5648 (5.9188) 0.4186 (1.0244) 0.4640 (0.9041) 10.3134 (21.0172)

LMV (1 yr) 11.4500 (0.7268) 11.7483 (7.8589) 2.4773 (4.3966) 0.3999 (0.7608) 0.4668 (0.6714) 11.1703 (21.0719)

ADV (1 yr) 12.1990 (0.5596) 12.8589 (10.2860) 2.7539 (5.9306) 0.4501 (1.0276) 0.5247 (0.9069) 11.2134 (21.2892)

LMV (5 yr) 12.5169 (2.0847) 9.7312 (2.9957) 1.9490 (1.3293) 0.3025 (0.2220) 0.3560 (0.2015) 10.3180 (19.9220)

ADV (5 yr) 13.4739 (3.4168) 12.0856 (8.3653) 2.2689 (4.4025) 0.3593 (0.7453) 0.4421 (0.6719) 9.9369 (18.4931)

LMV-ADV (5 yr) 13.1740 (3.2584) 10.1491 (6.8227) 2.0568 (3.7465) 0.3199 (0.6324) 0.3750 (0.5609) 9.6752 (18.2580)

ADV-LMV (5 yr) 13.8166 (3.7480) 12.2659 (9.8070) 2.3214 (5.3076) 0.3680 (0.8991) 0.4512 (0.8066) 9.7440 (18.1170)

CHB, chronic hepatitis B CC, compensated cirrhosis; HCC, hepatocellular carcinoma; DC, decompensated cirrhosis; LMV, 

lamivudine; IFN, interferon; PEG-IFN, pegylated interferon; ADV, adefovir dipivox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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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III: Costs for each health state

State No. cases
Cost/patient Outpatient Inpatient Medication Visit Total cost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CHB 252,968 297,392 43,450,670 10,425,383 21,354,476 0 75,230,529

CC 22,384 815,161 12,715,189 2,535,876 2,995,499 0 18,246,566

DCC 36,130 1,703,247 8,505,258 49,301,046 3,401,993 330,004 61,538,303

HCC 21,461 751,259 14,252,092 62,797,444 1,352,108 0 78,401,645

CHB, chronic hepatitis B; CC, compensated cirrhosis; HCC, hepatocellular carcinoma; DC, decompensated cirrho-

sis. Adapted from the data of Yang et al.
26

Appendix IV: Costs for each antiviral treatment

Patient and Treatment 
HBeAg-positive HBeAg-negative

LMV 5 years ADV 5 years LMV 5 years ADV 5 years

Cohort ratio of seroconversion 

and HBV response state

1 yr. 0.0000 0.0000 0.0000 0.0000

2 yr. 0.2281 0.1490 0.6650 0.5120

3 yr. 0.3433 0.2542 0.5255 0.6948

4 yr. 0.4032 0.3307 0.3864 0.7379

5 yr. 0.4353 0.3859 0.2825 0.7232

Mean duration of treatment / patient (years) 3.5333 3.8078 3.0812 2.2659

Cost for medication (₩)* 4,396,422 10,507,320 3,833,855 6,252,576

*Without discount rate.

Patient and Treatment
HBeAg-positive HBeAg-negative

LMV 5 years ADV 5 years LMV 5 years ADV 5 years

Cohort ratio of resistance state 1 yr. 0.0000 0.0000 0.0000 0.0000

2 yr. 0.2570 0.0000 0.2570 0.0000

3 yr. 0.3476 0.0541 0.3137 0.0636

4 yr. 0.3656 0.0806 0.3281 0.0663

5 yr. 0.3548 0.0910 0.3331 0.0681

Mean duration of treatment / 

patient (years)

LMV 2.1281 0.2193 1.1290 0.1859

ADV 1.2974 3.5463 1.1807 1.9053

LAM/ADV 

combination
†

0.0276 0.0063 0.0511 0.0121

Cost for medication (₩)* 6,338,376 10,083,923 4,867,469 5,537,088

*Without discount rate.
†Combination treatment was applied for severe liver diseases in antiviral resistan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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