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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C형 간염 진료 가이드라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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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 아

Comparison of Guidelines for Management of Chronic Hepatitis C 

Kyung-Ah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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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apeutic options for patients with hepatitis C virus infection have evolved substantially with the advent of highly effective di-

rect-acting antiviral agents (DAA). Guidelines for treatment of hepatitis C have changed with the evolution of hepatitis C 

treatments. However, it differs considerably among nations, as the approval and availability of new DAAs, cost-effectiveness, soci-

oeconomic status, and timing of guideline revisions vary. Guidelines for management of hepatitis C by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Liver, which was established in November 2013, recommend response-guided therapy with combination of peg-in-

terferon-α and ribavirin (PR). Recommendations for testing, managing, and treating hepatitis C by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Liver Disease, which was established in January 2014 and keeps updated, recommend the combination therapy including 

new DAAs such as sofosbuvir, ledipasvir/sofosbuvir, simeprevir and ritonavir-boosted paritaprevir/ombitasvir/dasabuvir, and dis-

courage use of PR with or without a first-generation protease inhibitor. The European Association of the Study of the Liver recom-

mendations for treatment of hepatitis C revised in April 2015 suggest combination therapy, including new DAAs, such as sofosbu-

vir, ledipasvir/sofosbuvir, simeprevir, daclatasvir, and ritonavir-boosted paritaprevir/ombitasvir/dasabuvir. Guidelines for treating 

hepatitis C will be changing soon in Korea with the approval and release of new DAAs. (Korean J Med 2015;88:62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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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새롭게 개발되는 경구 항바이러스제들이 임상 적용됨에 

따라 C형 간염 치료법은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 새

롭게 개발된 경구 항바이러스 약제들은 기존 치료에 비해 치

료 효과가 뛰어나고 부작용이 적다. 따라서 C형 간염 치료의 

대상이 확대되고 치료 금기가 거의 없어지고 있다. 새로운 

항바이러스제의 임상 도입 시기, 비용효과, 사회경제 상황, 

가이드라인 개정 시기 등이 달라서 현재 C형 간염 가이드라

인은 각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더 효과적이고 부작

용이 적은 경구 C형 간염 약제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

어 C형 간염 치료 가이드라인은 향후 수년간 꾸준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현재 국내 C형 간염 치료 가

이드라인, 미국, 유럽 치료 가이드라인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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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대한간학회 C형 간염 치료 가이드라인[1]

C형 간염 치료 가이드라인은 2005년 최초 제정되었고 2013

년에 개정되었다. 2013년 가이드라인 개정 당시에 페그인터

페론 알파(peg-interferon-α)와 리바비린(ribavirin)만이 국내에

서 승인된 C형 간염 치료제이었고 경구 항바이러스 약제는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현재 국내 가이드

라인은 페그인터페론 알파 및 리바비린 병합 요법이 치료의 

근간이다. 치료의 효과와 부작용을 저울질하여 치료 대상, 치

료 금기를 설정하였고 치료반응에 따른 치료 기간 조절을 

권고하였다. 경구항바이러스제가 국내 승인 시판되기 시작하

였고 가이드라인의 개정이 진행 중이다.

치료의 목표

만성 C형 간염 치료의 궁극적 목표는 HCV를 박멸하여 

HCV 감염으로 인한 간경변증의 합병증과 간세포암종의 발

생 및 이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는 것이다. 단기 치료 목표는 

검출 한계 50 IU/mL 이하의 예민한 검사법으로 치료 종료 24

개월째 혈중 HCV RNA가 검출되지 않는 상태인 지속바이러

스반응(sustained virological response, SVR)에 도달하는 것이다. 

치료 대상 

치료의 금기증이 없는 만성 C형 간염 환자는 치료의 대상

이 될 수 있다. 간섬유화 단계 F2 이상이면 적극적으로 치료

를 권하며, F3-4의 진행된 섬유화를 보이는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치료를 시작한다. 

치료의 금기

페그인터페론 알파와 리바비린 병합요법 시 심각한 부작

용이 예상되는 치료의 절대적 금기는 조절되지 않는 우울증

이나 정신질환; 조절되지 않는 자가면역질환; 간 이외의 고형

장기이식; 치료되지 않은 갑상선 질환; 임신 중이거나 피임

의 의지가 없는 경우;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심부전, 관상동

맥질환, 조절되지 않는 당뇨, 만성 폐색성 폐질환 등의 심각

한 내과 질환; 2세 이하; HCV 치료제에 과민성이 있는 경우 

등이다. 간섬유화나 없거나 경미한 경우, 비대상성 간경변증, 

간이식, 만성 콩팥 질환 등은 치료의 효과와 부작용을 저울질

하여 치료 여부를 결정한다.

유전자형 1, 4형의 치료

치료 경험이 없는 유전자형 1, 4형 만성 C형 간염은 페그

인터페론 알파와 리바비린 병합요법으로 48주 치료를 권장한

다. 페그인터페론 알파-2a 또는 페그인터페론 알파-2b를 주 

1회 피하 주사하고, 리바비린은 체중에 따라 용량을 조절한

다. 치료 반응에 따라 치료 기간을 조절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response-guided therapy), 치료 4주째 혈청 내 HCV RNA < 50 

IU/mL인 신속바이러스반응(rapid virological response, RVR)이 

있고 치료 전 HCV RNA 양이 400,000-800,000 IU/mL 이하이

면 24주간의 단축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단 치료실패예측인

자(진행된 간섬유화 또는 간경변증)가 있으면 48주간 치료한

다. 유전자형 4형은 RVR이 있으면 치료 전 바이러스 양에 상

관없이 24주간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치료 경험이 없는 유전자형 1형 만성 C형 간염 환자들에

서 페그인터페론 알파와 리바비린 병합요법의 국내 SVR률은 

53.6-69.5%로 보고된다. 

이전에 인터페론 알파 단독, 인터페론 알파와 리바비린 병

합요법, 또는 페그인터페론 알파 단독으로 치료한 경험이 있

는 환자에서 재발했거나 치료 무반응인 경우 페그인터페론 

알파와 리바비린 병합요법으로 재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이전에 페그인터페론 알파와 리바비린 병합요법으로 치료하

였으나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는 동일한 약제로 재치료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승인 시판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미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승인을 얻은 1세대 단백분해억제제인 

boceprevir 또는 telaprevir를 포함하며 페그인터페론 알파와 

리바비린 3제 병합 요법 또한 유전자형 1형 만성 C형 간염의 

초치료 및 재치료 요법으로 권고하였다.

유전자형 2, 3형의 치료

페그인터페론 알파와 리바비린을 24주간 투여한다. 페그인

터페론 알파2a는 180 μg을, 페그인터페론 알파2b는 1.5 μg/kg

을 주 1회 피하 주사하고 리바비린은 체중에 관계없이 800 

mg을 매일 투여한다. 치료반응에 따른 요법으로 치료 4주째 

RVR이 있고 다른 치료실패예측 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치료 

기간을 16주로 단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유전자형 2형 

만성 C형 간염 환자의 페페그인터페론 알파와 리바비린 치

료 후 국내 SVR률은 80% 이상이다. 

유전자형 1, 4형과 마찬가지로 이전에 인터페론 알파 단독, 

인터페론 알파와 리바비린 병합요법, 또는 페그인터페론 알

파 단독으로 치료했으나 재발 또는 치료 무반응인 경우 페그

인터페론 알파와 리바비린 병합요법으로 재치료할 수 있으

나, 이전에 페그인터페론 알파와 리바비린 병합요법으로 치

료하였으나 무반응이었던 경우 동일한 약제로 재치료하는 것

을 권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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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간학회 C형 간염 치료 가이드라인[2]

미국의 경우에는 새로운 항바이러스 약제의 개발과 임상 

도입에 따른 치료법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가이드

라인 형식의 문서 대신에 미국간학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Liver), 미국감염병학회(Infectious Disease Society 

of America), 국제항바이러스학회 미지부(International Antiviral 

Society USA)가 공동으로 2014년 1월 웹페이지(http://www. 

hcvguidelines.org)를 열었고 허가된 신약이나 약제 부작용 등

의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가장 최근

에는 2015년 4월 9일 업데이트되었다. 

미국에서 승인된 C형 간염 치료제는 페그인터페론 알파, 

리바비린, sofosbuvir, simeprevir, lesipasvir/sovosbuvir (HavorniⓇ), 

ombitasvir/paritaprevir/ritonavir (Viekira PakⓇ), dasabuvir 등이다.

기존 표준 치료였던 페그인터페론 알파와 리바비린의 2제 

병합 요법과 boceprevir 또는 telaprevir 등의 1세대 단백분해

억제제를 포함한 3제 병합 요법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면서 새롭게 개발된 경구항바이러스제를 포함한 병합 

요법을 권고한다. 

치료의 목표

만성 C형 간염 치료의 목표는 SVR로 대변되는 바이러스 

박멸을 통하여 HCV 감염으로 인한 간경변증의 합병증과 간

세포암종의 발생을 포함한 모든 원인의 사망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서 12주째 측정한 SVR이 24주와 차이가 

없어, 치료 종료 12주 이후에 혈청 HCV RNA ≤ 25 IU/mL를 

SVR로 정의한다. 

치료의 대상

모든 만성 C형 간염 환자는 치료의 대상으로 고려하며 질

환의 진행 정도와 향후 합병증 발생의 위험도에 따라 치료의 

우선 순위를 정하였다. 즉, F3 이상의 진행된 섬유화를 보이

는 환자 또는 대상성 간경변증 환자, 간이식 환자, 심각한 간

외 증상(혈관염 등을 동반한 한랭글로불린혈증, 신증후군이

나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등)이 동반된 환자는 우선적이고 즉

각적으로 치료한다. F2 이상의 섬유화가 있거나 HIV 또는 HBV 

동시감염, 2형 당뇨병, 비알콜성지방간염 등의 다른 간질환 

동반, 심각한 피로감, porphyria cutanea tarda 등 향후 합병증

이 발생할 높은 환자군도 우선 치료군으로 배정하였다. 또한 

정맥주사 남용자 등 HCV 전파의 위험이 높은 군에서도 HCV

를 치료함으로써 질병의 전파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

극적 치료를 권고하였다. 

치료 금기

페그인터페론 알파와 리바비린을 포함한 요법 시에는 이 

약제들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대한간학회 

가이드라인 참조)가 치료의 금기증이다. 경구 항바이러스 약

제 중 simeprevir, paritaprevir, ombitasvir, dasabuvir가 포함된 

요법은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서는 권고되지 않는다.

유전자형 1형의 치료

치료 경험이 없는 유전자형 1형 만성 C형 간염의 치료로 

세 종류의 경구항바이러스제를 포함한 병합 요법을 권고한

다. 유전자형 1형의 경우 아형에 따라 재발률이 다르므로 치

료 전 유전자형 아형을 확인하도록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1a형에 준해 치료한다. 3가지 병합요법의 SVR률은 90% 이

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유전자형 1a형의 경우에는 ledipasvir/sofosbuvir를 12주, par-

itaprevir/ritonavir/ombitasvir + dasabuvir + 리바비린(체중에 따

라 조절, 1,000 mg < 체중 75 kg, 1,200 mg 체중 ≥ 75 kg) 병합 

요법을 12주, 또는 sofosbuvir + simeprevir ± 리바비린을 12주 

또는 24주(간경변증 환자) 투여한다. 

유전자형 1b 형의 경우에는 ledipasvir/sofosbuvir를 12주, par-

itaprevir/ritonavir/ombitasvir + dasabuvir 12주(간경변증 환자에

서 리바비린 추가), 또는 sofosbuvir + simeprevir 12주 또는 24

주(간경변증) 투여한다. 

Sofosbuvir와 ribarivin 병합 요법, 페그인터페론 + 리바비린 

± sofosbuvir, simeprevir, telaprevir, 또는 boceprevir 및 단독요

법(페그인터페론 알파, 리바비린, direct-acting antiviral agents 

[DAA])은 추천되지 않는다.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 병합 용법에 실패하였던 간경

변증이 아닌 유전자형 1a, 1b형 환자의 경우에는 치료 경험

이 없는 환자와 동일한 요법으로 치료한다.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 병합 용법에 실패하였던 유전자의 1a, 1b형 간경변

증 환자의 경우에는 ledipasvir/sofosbuvir를 24주, ledipasvir/ 

sofosbuvir + 리바비린 12주, paritaprevir/ritonavir/ombitasvir + 

dasabuvir + 리바비린 병합 요법 24주(유전자형 1a형) 또는 12

주(유전자형 1b형), 또는 sofosbuvir (400 mg) + simeprevir (150 

mg) ± 리바비린을 24주 투여한다.

유전자형 2형의 치료

치료 경험이 없는 유전자형 2형의 경우에는 sofosbuvir + 

리바비린(1,000 mg < 체중 75 kg, 1,200 mg 체중 ≥ 75kg) 병합 

요법을 12주(간경변증 아닌 경우) 또는 16주(간경변증) 동안 

치료한다. 이 치료법의 SVR률은 9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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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 병합요법, 단독요법(페그인터페

론 알파, 리바비린, DAA) 및 telaprever, boceprevir, ledipasvir

가 포함된 요법은 추천되지 않는다.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 병합 요법에 실패하였던 유전

자형 2형 환자들은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와 동일하게 치료

하거나 sofosbuvir, 리바비린 및 페그인터페론을 12주간 치료

한다. 

유전자형 3형의 치료

치료 경험이 없는 유전자형 3형 만성 C형 간염 환자는 so-

fosbuvir + 리바비린(1,000 mg < 체중 75 kg, 1,200 mg 체중 ≥ 

75 kg)을 24주간 투여하거나(치료 경험이 없는 군의 SVR률 

93%, 치료 경험이 있는 군의 SVR률 77%), sofosbuvir + 리바

비린 + 페그인터페론 알파를 12주간 투여한다(치료 경험이 

없는 군의 SVR률 97%).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 병합요법, 

단독요법(페그인터페론 알파, 리바비린, DAA) 및 telaprever, 

boceprevir, simeprevir가 포함된 요법은 추천되지 않는다.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 병합 요법에 실패하였던 유전자

형 3형 만성 C형 간염 환자는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와 동일

한 요법으로 치료한다. 

유전자형 4형의 치료 

치료경험이 없는 유전자형 4형 만성 C형 간염 환자는 le-

dipasvir/sofosbuvir 12주(SVR률 95%), paritaprevir/ritonavir/ 

ombitasvir + 리바비린 (1,000 mg < 체중 75 kg, 1,200 mg 체

중 ≥ 75 kg) 병합 요법 12주(치료 경험이 없는 군의 SVR률 

100%), 또는 sofosbuvir (400 mg) + 리바비린 24주로 치료한

다(치료 경험이 없는 군의 SVR률 92%). 앞의 세 가지 병합 

요법 이외에 sofosbuvir + 리바비린 + 페그인터페론 알파 12

주(치료 경험이 없는 군의 SVR률 96%) 또는 sofosbuvir + si-

meprevir ± 리바비린 병합요법으로 12주간 치료할 수 있다

(치료 경험이 없는 군의 SVR률 83%).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리린 병합 요법에 실패하였던 유전자

형 4형 만성 C형 간염 환자는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에게 권

고하였던 4가지 요법(simeprevir 병합 요법 제외)으로 치료할 

수 있다.

페그인터페론 알파 + 리바비린 ± simprevir, 단독요법(페그

인터페론 알파, 리바비린, DAA) 및 telaprever, boceprevir가 포

함된 요법은 추천되지 않는다. 

유전자형 5, 6형의 치료

유전자형 5, 6형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는 부족하나 즉각

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다음과 같이 치료한다. 치료경

험이 없는 유전자형 5형 만성 C형 간염 환자는 sofosbuvir + 

리바비린 + 페그인터페론 알파 12주로 치료한다. 페그인터

페론 알파와 리바비린(1,000 mg < 체중 75 kg, 1,200 mg 체중 

≥ 75 kg) 병합요법으로 48주간 치료할 수 있다.

치료경험이 없는 유전자형 6형 만성 C형 간염 환자는 le-

dipasvir/sofosbuvir로 12주간 또는 sofosbuvir + 리바비린 + 페

그인터페론 알파를 병합하여 12주간 치료할 수 있다. 

단독요법(페그인터페론 알파, 리바비린, DAA) 및 telaprevir, 

boceprevir가 포함된 요법은 추천되지 않는다. 

유럽 간학회 C형 간염 치료 가이드라인[3]

유럽간학회(Europ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Liver) 가

이드라인은 2014년 4월 개정되었으나 일년간 새로운 DAA

들이 승인되면서 2015년 4월 재개정되었다. 유럽에서 승인된 

C형간염 치료제는 페그인터페론 알파, 리바비린, sofosfovir, 

simeprevir, daclatsvir, lesipasvir/sovosbuvir (HavorniⓇ), ombitasvir/ 

paritaprevir/ritonavir (3D, Viekira PakⓇ), dasabuvir 등이다.

치료의 목표

C형 간염 치료의 목표는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박멸하여 

간경변증, 비대상성 간경변증, 간세포암, 사망을 예방하는 것

이다. 치료의 단기 목표는 치료 종료 12-24주째 검출 하한  

< 15 IU/mL인 예민한 검사법으로 혈청 HCV RNA가 검출되

지 않는 SVR에 도달하는 것이다. 

치료의 대상

C형 간염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대상성 간질환 환자는 치

료의 대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히 F3 이상의 유의한 간섬유

화를 보이는 환자는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F2의 중등도 

섬유화를 가진 환자에서도 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며 F0-1의 

가벼운 섬유화를 보이는 환자는 치료의 시기를 개별화할 수 

있다.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는 인터페론을 포함하지 않는 요

법을 고려해야 한다. 

치료 금기

페그인터페론 및 리바비린으로 치료할 경우 치료 약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동반 질환이 있을 경우(대한간학

회 가이드라인 참조) 금기이다. 경구 항바이러스제로 치료 시

에는 절대 금기는 거의 없다. 신기능 장애를 동반 환자에서

는 sofosbuvir를 포함한 요법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비대

상성 간경변증 환자에서 ombitasvir/paritaprevir/ritonavir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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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L AASLD/IDSA/IAS-USA EASL

Genotype 1 Peg-IFN + WB-RBV for 
48 wk
(response-guided therapy)

Peg-IFN + WB-RBV + 
boceprevir or telaprevir

1a  Ledipasvir/sofosbuvir for 12 wk
Paritaprevir/ritonavir/ombitasvir + 

dasabuvir + WB-RBV for 12 wk 
or 24 wk for cirrhosis

Sofosbuvir + simeprevir for 12 wk 
or 24 wk for cirrhosis

1b  Ledipasvir/sofosbuvir for 12 wk
Paritaprevir/ritonavir/ombitasvir + 

dasabuvir (+ WB-RBV for 
cirrhosis) for 12 wk

Sofosbuvir + simeprevir for 12 wk 
or 24 wk for cirrhosis

Peg-IFN + WB-RBV + sofosbuvir for 12 wk
Peg-IFN + WB-RBV (24-36 wk) + simeprevir 

(12 wk)
Ledipasvir/sofosbuvir (+ WB-RBV for 

cirrhosis) for 12-24 wk
Paritaprevir/ritonavir/ombitasvir + dasabuvir 

(+ WB-RBV for cirrhosis) for 12-24 wk
Sofosbuvir + simeprevir for 12 wk (for 

cirrhosis 24 wk or + WB-RBV for 12 wk) 
Sofosbuvir + daclatasvir for 12 wk (for 

cirrhosis 24 wk or + WB-RBV for 12 wk)

Genotype 2 Peg-IFN –α + RBV 800 mg for 
24 wk 
(response-guided therapy)

Sofosbuvir + WB-RBV for 12 wk or 16 
wk for cirrhosis 

Peg-IFN + WB-RBV + sofosbuvir for 12 wk
Sofosbuvir + WB-RBV for 12 wk (for 

cirrhosis, 16-20 wk)
Sofosbuvir + daclatasvir for 12 wk

Genotype 3 Peg-IFN + RBV 800 mg for 
24 wk 
(response-guided therapy)

Sofosbuvir + WB-RBV for 24 wk 
Sofosbuvir + WB-RBV + peg-IFN for 

12 wk

Peg-IFN + WB-RBV + sofosbuvir for 12 wk
Sofosbuvir + WB-RBV for 24 wk 

(non-cirrhotics)
Sofosbuvir + daclatasvir for 12 wk (for 

cirrhosis, + WB-RBV for 24 wk)

Genotype 4 Peg-IFN + WB-RBV for 
48 wk
(response-guided therapy)

Ledipasvir/sofosbuvir for 12 wk
Paritaprevir/ritonavir/ombitasvir + 

WB-RBV for 12 wk
Sofosbuvir + WB-RBV for 24 wk 
Sofosbuvir + WB-RBV + peg-IFN for 

12 wk
Sofosbuvir + simeprevir ± WB-RBV for 

12 wk 

Peg-IFN + WB-RBV + sofosbuvir for 12 wk
Peg-IFN + WB-RBV + simeprevir for 12-24 wk
Ledipasvir/sofosbuvir for 12 wk (for cirrhosis

 + WB-RBV for 12-24 wk) 
Paritaprevir/ritonavir/ombitasvir + WB-RBV 

for 12 wk (for cirrhosis, 24 wk)
Sofosbuvir + simeprevir for 12 wk (for 

cirrhosis 24 wk or + WB-RBV for 12 wk) 
Sofosbuvir + daclatasvir for 12 wk (for 

cirrhosis 24 wk or + WB-RBV for 12 wk)

Genotype 5, 6 Peg-IFN + WB-RBV for 
24 wk 
(genotype 6)

Sofosbuvir + WB-RBV for 12 wk 
(genotype 5, 6)

Peg-IFN + WB-RBV + sofosbuvir for 
48 wk (genotype 5)

Peg-IFN + WB-RBV + sofosbuvir for 
12 wk (genotype 6)

Peg-IFN + WB-RBV + sofosbuvir for 12 wk
Ledipasvir/sofosbuvir for 12 wk (for cirrhosis 

+ WB-RBV for 12-24 wk)
Sofosbuvir + daclatasvir for 12 wk (for 

cirrhosis 24 wk or + WB-RBV for 12 wk)

KASL,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Liver; AASLD,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Liver Diseases; IDSA, 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IAS-USA, International Antivirals Society-USA; EASL, Europ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Liver; 
Peg-IFN, pegylated interferon-α; WB-RBV, weight-based ribavirin.

Table 1. Recommendations for the initial treatment of chronic hepatitis C

Viekira PakⓇ)와 dasabuvir를 포함한 요법은 금기이다. 비대상

성 간경변증 환자에서 simprevir의 약동학 및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현재 금기이다. 

유전자형 1형의 치료

치료 경험이 없는 유전자형 1형 만성 C형 간염의 치료로 

권고한 요법은 6가지이다(Table 1).

페그인터페론 알파 + 리바비린 + sofosbuvir 병합하여 12

주간 치료 시, 유전자형 1a형에서 92%, 1b형에서 82%에 SVR

률을 보였다. 

페그인터페론 알파 + 리바비린 + simeprevir로 12주간 치료

하고 페그인테페론 알파와 라바비린을 추가로 12주 더 치료

하였을 때 80-81%의 SVR률을 보이나 Q80K 변이를 보이는 

유전자형 1a형에 대해서는 치료 성적이 나쁘므로 simperev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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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요법은 추천하지 않는다.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 병

합 치료에 부분반응 또는 무반응자에서는 페그인터페론과 리

바비린을 36주 더 투여한다. 

Ledipasvir/sofosbuvir 12주 치료할 수 있으며 간경변이 있

는 경우에는 리바비린을 추가하거나 치료 기간을 24주로 연

장한다. 이전 치료 실패하였던 간경변 환자이고 혈소판이 

75,000/uL 이하로 치료 반응이 나쁠 것으로 예측되면 리바비

린을 병합하여 24주간 치료한다. 

Paritaprevir/ritonavir/ombitasvir + dasabuvir (+1a형인 경우 

리바비린) 병합 요법으로 12주간 치료하고 1a형 간경변인 경

우에는 리바비린을 병합하여 24주간 치료한다. Sofosbuvir와 

simeprevir를 12주간 치료할 수 있으며 이 치료법의 SVR률은 

96%였다. 이전 치료에 무반응이었거나 간경변증이 있을 경

우에는 리바비린 병합하거나 치료 기간을 24주로 연장한다. 

Sofosbuvir + daclatasvir 12주 치료할 수 있으며, 간경변증의 

경우 리바비린을 추가하거나 치료 기간을 24주로 연장한다. 

Sofosbuvir + daclatasvir 병합 요법의 SVR률은 95-100%로 보

고된다.

유전자형 2형의 치료

치료 경험이 없는 유전자형 2형 만성 C형 간염의 치료로

는 sofosbuvir + 리바비린 12주 병합 요법이 추천되며, 간경

변증이 있거나 이전 치료 실패자의 경우 16-20주로 치료 기

간을 연장한다. 이 치료법의 SVR률은 치료 경험이 없는 간

경변증이 아닌 환자의 경우 95%, 간경변증 환자에서는 83%, 

이전 치료 실패자에서는 88%로 알려져 있다.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나 간경변 환자는 페그인터페론-알

파 + 리바비린 + sofosbuvir 병합 요법 12주(SVR률 96%)이나 

sofosbuvir + daclatasvir 병합 요법 12주(SVR 92%)로 치료할 

수 있다. 

유전자형 3형의 치료

치료 경험이 없는 유전자형 3형 만성 C형 간염 환자는 페

그인터페론 알파 + 리바비린 + sofosbuvir 병합 요법으로 12

주간 치료할 수 있다. 이 병합 요법의 SVR률은 83-90%이다. 

Sofosbuvir + 리바비린으로 24주 치료할 수 있으나, 치료경험

이 있는 간경변 환자에서는 치료 성공률이 60% 정도로 낮으

므로 다른 치료법을 우선 고려한다. Sofosbuvir + daclatasvir로 

12주(치료 경험 없는 환자) 또는 24주간(치료 경험 있는 환자) 

치료할 수 있으며 간경변 환자는 리바비린을 병합하여 24주

간 치료한다. 이 치료법의 SVR률은 89%로 알려져 있다. 

유전자형 4형의 치료

유전자형 4형 만성 C형 간염 환자의 치료는 유전자형 1형

과 거의 유사하며 6가지의 병합 요법이 권고되었다. 페그인

터페론-알파 + 리바비린 + sofosbuvir병합 요법으로 12주간 

치료할 수 있으며 96%의 SVR률을 보인다. 페그인터페론-알

파 + 리바비린 + simeprevir로 12주간 치료할 수 있으며 89%

의 SVR률을 보이는데, 치료 경험이 없거나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 치료 후 재발한 환자에서는 페그인터페론과 리바

비린을 추가로 12주 더 투여하고 부분 반응자나 무반응자에

서는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을 36주 더 투여한다.

Ledipasvir/sofosbuvir 12주 치료할 수 있으며 간경변이 있

는 경우에는 리바비린을 추가한다. 이전 치료 실패하였던 간

경변 환자이고 혈소판이 75,000/uL 이하로 치료 반응이 나쁠 

것으로 예측되면 리바비린을 병합하여 24주간 치료한다. 이 

치료법의 SVR률은 95%로 보고된다.

간경변증이 아닌 경우에는 paritaprevir/ritonavir/ombitasvir과 

리바비린을 병합하여 12주간 치료하고 간경변증인 경우에는 

치료 기간을 24주로 연장한다. 이 치료법의 SVR률은 100%

로 보고되었다. 

Sofosbuvir와 simeprevir를 12주간 치료할 수 있으며 간경변

증 환자에서는 리바비린을 추가하거나 치료 기간을 24주로 

연장한다. Sofosbuvir + daclatasvir를 병합하여 12주할 수 있

으며 간경변증 환자에서는리바비린을 추가하거나 치료 기간

을 24주로 연장한다. 

유전자형 5, 6형의 치료

페그인터페론 알파 + 리바비린 + sofosbuvir 병합 요법으로 

12주간 치료한다. 인터페론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서 ledi-

pasvir/sofosbuvir 12주(간경변증 환자에서는 리바비린을 추가

하거나 치료 기간을 24주로 연장) 또는 sofosbuvir + daclatasvir 

12주(간경변증 환자에서는 리바비린을 추가하거나 치료 기간

을 24주로 연장)로 치료할 수 있다. 

결     론

새로운 경구항바이러스제가 임상에 도입되면서 C형 간염 

치료법은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 2013년 개정된 대

한간학회 가이드리인은 당시 국내에서 C형 간염 치료에 승

인된 약제인 페그인터페론 알파와 리바비린 병합 요법을 표

준 치료로 권장하였으며 치료의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하여 

치료 반응에 따른 치료기간 조정을 권고하였다. 201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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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미국간학회-감염병

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존의 페그인터페론 리바비린 병합 

요법 및 1세대 단백분해제를 포함한 요법을 더 이상 권고하

지 않으며 sofosbuvir, ledipasvir/sofosbuvir, simeprevir, par-

itaprevir/ritonavir/ombitasvir, dasabuvir 등 미국에서 승인된 경

구 항바이러스제를 포함한 병합 요법을 권고한다. 2015년 4

월 재개정된 유럽간학회 가이드라인 또한 유럽에서 승인된 

경구 항바이러스제인 sofosbuvir, simeprevir, daclatasvir, ledi-

pasvir/sofosbuvir, paritaprevir/ritonavir/ombitasvir, dasabuvir 등

이 포함된 병합 요법을 권고한다. 

인터페론 투여 없이 부작용이 적은 경구 항바이러스제만

으로 치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비대상성 간경변증이나 이식 

환자 등 치료의 금기증도 줄어들고 치료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도 1세대 경구 항바이러스제인 boceprevir가 시

판 승인되었고 새로운 경우 항바이러스제가 승인되어 가까

운 시일 내에 이용 가능해짐에 따라 C형 간염 치료 가이드

라인 개정 작업 중이다. 

중심 단어: 가이드라인; C형 간염; 치료; 경구 항바이러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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