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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B형 비대상 간경변증 환자에서 엔테카비어의 치료 효과
배경/목적: 엔테카비어는 강력한 항 바이러스 효과와 적은 내성 발생률로 만성 B 형
간염 환자에서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엔테카비어는 비대상 간경변 환자들에게도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치료제로 추천되나, 비대상 간경변 환자에서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보고는 드물다. 이에 저자들은 B 형 간염에 의한 비대상 간경변 환자를 대상으로
엔테카비어 치료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2006 년 11 월부터 2009 년 9 월까지 아주대학교 병원에 내원한 만성
B 형 간염으로 인한 비대상 간경변 환자 중 6 개월 이상 엔테카비어(0.5mg/day) 치료를
받은 36 명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대상 환자는 12 개월 이상 HBsAg 과 B 형 간염
바이러스(HBV) DNA 양성이었고, Child-Pugh 점수가 8 점 이상 이었다.

HBeAg 은

6

13 명에서 양성이었고, HBV DNA 의 중간 값은 7.2 x 10 IU/ml 였다. 엔테카비어 투여
후 Child-Pugh 점수가 2 점 이상 감소한 경우를 임상적 호전으로 정의하였다.
HBV DNA 및 혈액검사는 3 개월 간격으로 측정하였으며, HBV DNA 는 real time
PCR 로 측정하였다.
결과: HBV DNA 는 엔터카비어 투여 6 개월째 76.5%, 12 개월째는 모든 예에서
음전화하였다. 13 명의 HBeAg 양성환자는 전 예에서 6 개월 이내에 HBeAg 이
소실되었다. AST, ALT, 프로트롬빈 시간은 치료 3 개월만 에 의미 있게 정상화
되었으며,

빌리루빈

과

알부민은

6

개월째에

의미

있는

호전을

보였다.

Child

Pugh 점수의 호전을 보인 환자는 36 명중 25 명(69%)이었으며, 2 명은 변화가 없었다.
나머지 9 명은 악화되었다. Child-Pugh 점수 13 점 미만인 환자에서는 32 명중
27 명(72.9%)에서 호전되었으며, 13 점 이상인 환자에서는 4 명 모두 호전이 없었다.
호전된 모든 환자는 치료 6 개월 내에 Child Pugh 점수가 감소하였다. 약물 투여 중에
바이러스 돌파 현상을 보인 예는 관찰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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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엔테카비어의 투여는 B 형 비대상 간경변 환자의 약 70%에서 간 기능을
호전시켰다. 약물 투여 전 Child Pugh 점수가 높은 환자에서는 호전이 없었다.

핵심어: 엔테카비어, 비대상성 간경변, HBV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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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B 형 간염 바이러스 (Hepatitis B virus, HBV)에 의한 만성 감염은
세계적으로 4 억 명 이상이 감염된 흔한 질환이며(Schiff, 2006), 우리나라
성인의 약 5%에서 B 형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상태로 추정되고 있다. 만성 B 형
간염 환자의 약 15-40% 정도가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anem 등, 2004; Hoofnagle 등, 2007).
만성 B 형 간염환자의 높은 HBV DNA 수치는 간경변증이나 간세포암종
발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Chen 등, 2006), 간경변이 발생되기 전에 HBV
DNA 의 수치를 낮춰서 심각한 합병증의 발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를
하지 않은 대사성 간경변 환자의 경우 5 년 생존율이 83%,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의 경우 5 년 생존율이 14%-35%에 불과하므로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에서
혈청 HBV DNA 가 양성이면 간 수치에 상관없이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거나
간이식을 권고하고 있다. B 형 만성 간염의 항 바이러스 치료제로 인터페론알파 및 페그인터페론 알파는 주사로 맞아야 하는 불편이 있고 적은 용량의
인터페론에서도 세균감염 및 간 기능 악화로 인한 사망을 유발 할 수 있어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에서

사용은

금지되고

있다.

최초로

개발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인 라미부딘은 HBV DNA 증식을 강력하게 억제하며 부작용이
거의 없어 간경변 환자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조직학적, 생화학적으로
호전되나 (Dienstag 등, 1999; Lai 등, 1998), 약제 내성으로 바이러스돌파
현상이

발생할

경우

간부전으로의

진행

확률이

높은

것

등이

문제가

되었다(Shaw 등, 2006; Keeffe 등, 2006; Liaw 등, 2005). 그 이후로
엔테카비어, 아데포비어, 텔비부딘 등의 경구용 항바이러스제가 만성 B 형 간염
환자 및 간경변 환자에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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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엔테카비어는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 특히 구아노신 유도체로서 HBV
DNA 중합효소의 시동(priming), 역전사 과정 및 DNA 합성 방해함으로써
바이러스의

DNA

전사

및

복제를

억제하여(Seifer

등,

1998)

간경변,

간세포암종 등의 합병증의 발생을 낮춰 만성 B 형 간염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lonno 등, 2001). 비대상 간경변증 환자에서
엔테카비어 투여는 간 기능을 호전 시킬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저자 등은 B 형 간염 바이러스와 연관된 비대상 간경변
환자에서 6 개월 이상 엔테카비어 투여한 환자를 대상으로 엔테카비어 임상
효과와 이에 연관된 인자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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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상환자 및 방법
A. 연구대상
2006 년 11 월부터 2009 년 9 월까지 아주대병원에 내원한 만성 B 형 간염에
의한 비대상 간경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는 12 개월 이상 HBsAg 과
HBV DNA 가 양성이고, C 형 간염 및 HIV 감염, 간세포암종, 알코올 간질환은
제외하였다. Child-Pugh 점수 8 점 이상으로, 이전에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 과거력이 없이 6 개월 이상 엔테카비어(0.5mg/day) 치료를 받은
환자는 40 명이었다. 40 예의 환자 중 1 명은 치료 시작 후 1 개월 만에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추적 관찰 중 중도소실은
3 명(7.5%)이 있었다. 이들 3 명은 모두 6 개월째에 연고지 관계로 지역연고
병원으로 전원 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36 명의 화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들의 추적 관찰 기간은 6-33 개월(중앙값 18 개월)이었고
임상적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Table 1).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36 patients with decompensated
cirrh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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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방법
대상 환자들에게 매일 엔테카비어 0.5mg 을 경구투여 하였다. 이들은 매
3 개월마다 HBV DNA, AST/ALT, 알부민, 총 빌리루빈, 프로트롬빈 시간,
HBeAg, Anti - HBe 를 검사하고 복수, 간성 혼수 등의 임상상태를 기록하여
Child-Pugh 점수를 계산하였다. 혈청 AST/ALT, 총 빌리루빈, 프로트롬빈
시간(INR)은 표준 실험실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HBsAg(Abbott Laboratories,
Abbott Architect, USA), HBeAg, Anti-HBe(Abbott Laboratories, Abbott
Architect, USA)는 방사면역측정법(Abbott Laboratories, Abbot Architect,
USA)으로 측정하였고, HBV DNA 는 Real time PCR 로 COBAS TaqManTM
HBV (TaqMan test; Roche Diagnostics, Branchburg, NJ)를 이용하였으며
측정 한도는 12 IU/mL 였다. 치료 효과의 판정은 엔테카비어 치료 전과 치료 중
3 개월마다 그리고 마지막 방문시기의 Child-Pugh 점수의 변화로 임상적인
호전유무를 평가하였고 2 점 이상 낮아진 경우를 호전, 투여 전 보다 1 점 이상
높아진 경우를 악화, 투여 전 과 같거나(0 점) 1 점 호전을 보인 경우에는 반응
없음으로 정의하였다. HBV DNA 가 음전 되었다가 다시 검출되는 경우를
바이러스 돌파로 정의하였다.

C. 통계
Child-Pugh 점수의 변화 및 AST/ALT, 알부민, 총 빌리루빈, 프로트롬빈
타임(INR), HBV DNA 의 약물 투여전과 치료 동안의 비교는 반복측정 분산분석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with contrast, RMANOVA, SPSS
12.0.1)을 시행 하였고 Child-Pugh 점수의 호전된 군과 악화된 군간의 연관된
예후 인자를 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기 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PSS 12.0.1)을 시행 하였으며, p < 0.05 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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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A. B 형 간염 바이러스 지표의 변화:

총 36 명의 모든 환자에서 엔테카비어 투여 전 HBV DNA 양성 소견을 보였다.
엔테카비어 투여 후 HBV DNA 값은 유의한 차이(P<0.01)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약물투여 전 HBV DNA 는 7.2 x 106 IU/mL 였으며, 약물 투여 후
3 개월째에 HBV DNA 는 3.2 x106 IU/mL 로 감소를 보이고 6 개월(27 명중
22 명, 81.4%) 이후 마지막 방문시기에는 모든 예에서 음성이었다.(Fig. 1)
임상경과가 호전되어 외래에서 지속적인 추적관찰 중인 27 명의 모든 예에서
바이러스 돌파현상은 분석시점까지 관찰되지 않았다.
HBeAg 이 양성이었던 13 예에서 모두 6 개월 내에 HBeAg 이 소실되었다.

Fig. 1. HBV DNA level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during entecavir
treatment. P value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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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간 기능 검사의 변화:
엔테카비어 투여 후 AST(P=0.012), Bilirubin(P < 0.01), Prothrombin
time(P=0.009)은

약물

투여

후

3

개월째부터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호전되었으며, ALT(P=0.044), Albumin(P=0.002)은 약물 투여 후 6 개월부터
의미 있게 호전되었다.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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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ST/ALT, Bilirubin, Albumin were significantly improved during
initial 6 months. P value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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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hild-Pugh 점수의 변화:
엔테카비어 투여 후 3 개월째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한 Child-Pugh 점수의
감소 (P<0.01) 를 보이며, 6 개월 시점에 가장 많은 점수 차를 보이다가 9 개월
시점부터는 변화가 없었다. (Fig. 3)

Fig. 3. Child-Pugh score was significantly improved during 6 month in 36
patients.

6

개월

이상

엔테카비어를

투여한

비대상

간경변증

환자

36

명중,

25 명(69.4%)에서 Child-Pugh 점수의 호전(2 점 이상 감소)을 보였고,
2 명(5.6%)은 이전 점수(8 점)을 유지하였으며, 9 명(25%)은 악화(1 점 이상
증가)되었다. Child-Pugh 점수가 호전된 군에서 마지막 방문시기에 다시 악화된
경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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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엔테카비어 치료반응에 미치는 요인 분석:
호전과 악화에 관련된 인자를 다중 회기 분석으로 분석하였을 때 약물 투여
전 Child-Pugh 점수가 높을 수록 악화될 확률이 높았으며(OR=27.9, CI 95%,
P =0.031), 그 외에 성별, 나이, 치료 전 HBV DNA 수치, HBeAg 양성 여부,
복수의 조절 정도, 간성 혼수 및 정맥류출혈 여부, 치료 전 AST/ALT, Bilirubin,
Albumin, Prothrombin time(INR) 수치와는 관련이 없었다.(Table 2.)

Table 2.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variable factors associated with
response to entecavir. P value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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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임상경과:

Child-Pugh 점수의 호전 및 변화가 없었던 27명의 환자군은 마지막 방문시기
(최장 33개월)까지 엔테카비어를 복용하였으며, 특이 부작용 없이 외래에서 추
적관찰 하였다. Child-Pugh score의 악화를 보인 9명중 4명은 간부전 및 폐렴
에 의한 합병증으로 모두 12개월 이내 사망하였고, 5명은 임상상태가 약물 투여
에도 호전 없이 생체부분간이식을 받고 분석시점까지 엔테카비어를 투여 받고
있었다. (Fig. 4)

Fig. 4. Clinical outcome of 36 patients with decompensated liver cirrhosis
after entecavir therapy.

- 10 -

IV. 고찰

만성 B 형 간염 치료 목표는 간경변, 간세포암, 간부전으로의 진행을 억제
하는 것이다. 만성 B 형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진행하는 확률은 HBeAg
양성환자는 매년 2-6%, HBeAg 음성환자는 매년 8-10%이다. 간경변 환자는
HBV 증식이 지속되면 합병증의 발생과 사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Saldanha 등,
2001), 항바이러스제의 치료가 중요하다. 이미 복수, 간성혼수, 정맥류 출혈,
간신증후군 등의 합병증이 발생한 비대상 간경변증 환자의 경우 궁극적인
치료는 간이식이지만, 이식 후에 HBV 의 재감염이 흔히 발생하였다(Saldanha
등, 2001). 이후 강력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인 라미부딘을 비대상 간경변
환자에서 이식 전, 후에 투여함으로써 간이식후에 B 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재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이식 전 Child-Pugh 점수의 호전으로 이식대기 전
생존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이 알려졌다(Saldanha 등, 2001; Keeffe 등, 2000;
Yao 등, 2000). 또한 여러 연구에서 비대상 간경변 환자에서 라미부딘의
장기적인 투여는 간 기능 수치의 호전 과 생존율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보고

되었다(정세라

등,

2002;

Jean-Pierre

등,

2000).

하지만

라미부딘의 장기 투여 및 약제 중단 후 내성발현, 바이러스 돌파 현상, 그에
따른 병의 재발과 간부전이 발생되는 단점이 있었다(Leung 등, 2008; Liaw 등,
2003). 반면에 엔테카비어는 라미부딘에 비해 초 치료 환자에서 내성 변이가
드물고 (Tenne 등, 2009), 항 바이러스 치료효과는 차이가 없었다(Chang 등,
2006; Lai 등, 2006; Eugen 등, 2008).
현재까지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에서 라미부딘의 효과를 관찰한 연구는 보고되어
있지만, 아데포비어, 엔테카비어의 치료효과에 대한 연구보고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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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명의

환자에서

엔테카비어를

투여한

후

HBV

DNA

는

3

개월째

13 명(36.1%)에서, 6 개월째는 27 명(75%), 12 개월째에 모두 HBV DNA 는
음성이었고 바이러스 돌파 현상을 보인 경우는 없었다. HBeAg 은 36 명 중
13 명의 환자에서 양성이었으며 이중 7 명은 3 개월에, 나머지 6 명은 6 개월에
모두 HBeAg 이 소실되어 비대상 간경변 환자는 엔테카비어 치료에 대하여 좋은
반응을 보였다. (Table 3.)
Table 3. Virologic, serologic and biochemical response to entecavir.

간 기능 수치 및 임상상태는 엔테카비어 투여 6 개월 이내에 호전을 보여
비대상 간경변 환자를 대상으로 라미부딘을 투여한 이전 연구에서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항바이러스 약제 투여 6 개월 이내에 임상적 호전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간이식을 준비해야 함을 보여 주었다(정세라 등, 2002; 최문석 등,
2000; Eugene Schiff 등, 2008). 라미부딘을 사용한 이전 연구와는 달리 1 년
이상의 관찰기간 동안 바이러스 돌파를 보인 경우는 없었고, 관찰기관 중
호전되었다가 다시 악화된 경우도 관찰되지 않아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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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참여한 36 명에서 엔테카비어 치료 후 Child-Pugh 점수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25 명은 호전, 2 명은 악화 없이 이전 상태를 유지, 9 명은 점수가
1 점 이상 상승하여 악화되는 소견을 보였다. Child-Pugh 점수는 엔테카비어
투여 6 개월까지 감소하였으나 6 개월 이후에는 차이가 없었다.
비대상 간경변 환자에서 항바이러스 약제의 효과를 관찰한 연구에서는 대상
환자가 적어 반응에 연관된 인자의 분석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치료 전 Child-Pugh 점수가 높은 예에서 반응이 불량하였다.
Child-Pugh 점수의 호전을 보인 환자군 대부분은 약물투여 당시 ChildPugh 점수가 11 점 이내였으며(21 명, 58.3%), 12 점인 환자군 에서는 10 명중
6 명 호전을 보였고, 4 명은 악화되었으며, 투여 전 Child-Pugh 점수가 13 점
이상인 5 명에선 호전이 없었다.
라미부딘을 사용한 이전의 연구에선 Child-Pugh 점수가 13 점 이상인 환자군
에서도 호전된 경우(정세라 등, 2002)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13 점 이상인
환자군 에선 호전 없이 악화되어 사망하거나 간이식을 받아 차이를 보였다.
엔테카비어 치료반응에 연관된 요인을 찾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임상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B 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에서 빠른
엔테카비어의 치료는 임상경과를 호전 시켰으며 바이러스 돌파현상 없이 안정화
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약물 투여 후 6 개월 이내에 호전이 없거나, 약물
투여 전 Child-Pugh 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약물투여에 대한 반응이 불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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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엔테카비어의 치료는 약 70%의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서 간 기능을 호전시켰다. 약물 투여 전 Child-Pugh 점수가 높았던 환자
군에서는 호전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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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Efficacy of Entecavir in Patients with Hepatitis B Virus-Related
Decompensated Liver Cirrhosis
Chang Joon Kang

Department of Gastroenterology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Sung Won Cho)
Background and Purpose: Entecavir (ETV) has a strong antiviral efficacy and low
tolerance in patients with chronic hepatitis B. The reports on therapeutic efficacy of
ETV in patients with Hepatitis B virus (HBV) -related decompensated cirrhosis are
rar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therapeutic efficacy of ETV in
patients with HBV-related decompensated cirrhosis.

Patients and methods: Thirty-six consecutive decompensated cirrhotic patients who

received ETV (0.5mg/day) for more than six months were included. All patients (male:
female=24:12, mean age 55.2) were HBV DNA positive, and the Child-Pugh scores were
over 8 points. Thirteen patients were HBeAg-positive. Child-Pugh score, AST/ ALT,
bilirubin, albumin, prothrombin time and HBV DNA were assessed every 3months during
ETV therapy. Clinical improvement was defined as a decrease of Child-Pugh score of at
least 2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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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76.5% of patients achieved HBV DNA negative at 6th month, and all study
patients cleared serum HBV DNA at 12th month. Among thirty-six patients, twenty-five
(69%) showed improvement in Child-Pugh score. 2 patients had no change, and 9 patients
got worse. Clinical improvement occurred within six months. All 13 HBeAg positive
patients showed seroconversion to anti- HBe within six months.
The AST/ALT, prothrombin time were normalized at three months of treatment. Also, there
is an improvement of bilirubin and albumin at six months, but Platelet count was not
increased. A high Child-Pugh score (>13)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oor response to
ETV therapy. Viral breakthrough was not found during drug therapy.

Conclusion: These data suggest that entecavir can result in clinical improvement of liver
function in about 70% of patients with HBV related decompensated liver cirrhosis. The
patients with high Child- Pugh score (over 13 points) had poor response to ETV therapy.

Key words: Entecavir, Liver cirrhosis, HBV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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