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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형 간염 유병률

–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부분 1-2%

– 이집트 15%, 파키스탄 4.7%, 대만 4.4%, 중국 1-1.9%

▪ 한국

– HCV 항체 양성률: 2009년 0.78%

– 헌혈자에서 HCV 항체 양성률: 2005-2009년 0.16%

(2005년 헌혈 혈액 선별검사 시행 이후 수혈을 통한 감염 위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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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 C형간염진행

– HCV 감염 시 대부분 무증상, 50-80%가만성으로 이행

– 만성화되면 자연회복이 드물고 지속적 간손상 유발

–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발생

▪ 항바이러스치료시경과

–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지않은 경우가 치료를 받은 경우보다
10년 누적질병 진행률 높음 (37.4% vs. 10.7%, p＜0.05)

– 치료 후 SVR을 보이지 않은경우 SVR을보이는 경우보다
5년누적 질병 진행률 높음 (13.0% vs. 3.7%,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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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환진행에관여하는인자

– 감염 기간, 감염 시 연령

– 성별

– 음주

– 다른 바이러스(HBV, HIV) 중복 감염

– 인슐린 저항성, 비만

– 면역 억제, 장기 이식

– ALT

– 유전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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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의예방

▪ HCV 감염된 사람이 혈액, 장기, 조직, 정액 등을 공여하지

않도록 한다.

▪ 의료행위 및 문신, 피어싱, 침술을 포함한 침습적 시술을

시행할 경우 일회용 또는 적절히 소독된 재료를 사용한다.

▪ HCV 감염된 사람은 칫솔, 구강위생용품, 면도기, 손톱깍기

및 피부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도구를 개별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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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검사: Anti-HCV

▪ 2차검사: HCV RNA PCR

▪ Anti-HCV (-): non-exposure to HCV

▪ Anti-HCV (+), HCV RNA (+): 급.만성 C형간염

▪ Anti-HCV (+). HCV RNA (-): past-expose to H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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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적목표

– HCV 박멸

– 간경변증 합병증/간세포암종의 발생 및 이로인한 사망 예방

▪ 단기치료목표

– 치료 종료 12주 또는 24주에 SVR에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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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바이러스반응(sustained viral response, SVR)

– 치료 종료후 12주또는 24주 HCV PCR 검사 negative

– 99% 이상의 환자에서 혈중 HCV가 지속적으로 검출되지

않아 실질적 HCV 박멸로 간주

– 간경변증 합병증 발생률이 SVR이없는 군에 비해유의하게

감소, 간세포암종 발생 감소, 생존율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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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금기가없는모든 C형간염환자는치료의대상. 

– F3 이상의 진행된 섬유화 동반환자는 우선적으로 치료

– 간이식 전후 환자는 우선적으로 치료

– HCV 연과 간외합병증 (혼합한랭글로불린혈증, 사구체신염
등) 동반 환자는 우선적으로치료.

▪ 간질환의중증도, 간외합병증, 치료성공확률, 심각한

부작용발생가능성, 동반질환유무, 환자의치료의지등을

고려하여개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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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Very Few HCV Patients Are 

Treated

Asrani SK, et al. Curr Gastroenterol Rep. 2014;16:381.

2.7-3.9 million

infected

50% HCV

detected

32% to 38%

referred for care

7% to 11%

t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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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V Life Cycle and DAA Targets

Adapted from Manns MP, et al. Nat Rev Drug Discov. 2007;6:99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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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 Classes of Direct-Acting Antiviral 

Agents

Telaprevir

Boceprevir

Faldaprevir
Simeprevir

Asunaprevir

Paritaprevir

Grazoprevir

Sovaprevir

ACH-2684

Daclatasvir

Ledipasvir

Ombitasvir

Elbasvir

Samatasvir
GS-5816

ACH-3102

PPI-668

GSK2336805

Sofosbuvir

VX-135

IDX21437

ACH-3422

Dasabuvir

Beclabuvir

PPI-383

GS-9669

TMC647055

NS5B

NUC Inhibitors

NS3

Protease Inhibitors

NS5A
Replication 

Complex Inhibitors

NS5B

Non-NUC Inhibitors

*Representative list; may not be fully inclu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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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순요법

▪ 유전자 1b형 C형간염

– 초치료/이전치료실패자모두포함

– 대상성간경변증, 치료한간세포암환자포함.

▪ NS5A mutation 검사음성

▪ 다클린자 60mg qd daily / 순베프라 100mg bid daily, 24주투약

▪ 치료전, 치료 4주, 12주, 치료종료, 치료후 12주 HCV RNA 정량

▪ 치료 4주째 HCV RNA 양성이면치료 6주또는치료 8주에서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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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ns M, et al. Lancet 2014;1;384(9954):1597-605

DCV + ASV in G1b: Hallmark DU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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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보니요법

▪ 유전자 1형 C형간염 (1a, 1b 포함 / 치료실패자, 간경변증포함)

▪ 하보니 (90/400mg) qd daily

– 초치료 (만성간염, 대상성간경변증): 12주

– 이전치료실패자

– 만성간염: 12주

– 대상성간경변증: 24주 연장 치료 또는 리바비린 포함 12주

– 비대상성간경변증: 24주 연장치료또는리바비린포함 12주



소발디요법

▪ 유전자 2형 C형간염 (이전치료실패자, 간경변증포함)

▪ 소발디 400mg qd daily + 체중별리바비린

– 만성간염 (초치료, 이전치료실패자): 12주

– 대상성간경변증: 16주 (이전치료실패자: 16-24주)로 연장치료

– 비대상성간경변증: 16-24주로 연장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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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wks adequate for noncirrhotic treatment-naive pts

▪ RBV provides no benefit

▪ No SOF resistance observed; most virologic failures have LDV resistance

1. Afdhal N, et al. N Engl J Med. 2014;370:1889-1898. 2. Afdhal N, et al. N Engl J Med. 2014;370:1483-1493.

3. Kowdley KV, et al. N Engl J Med. 2014;370:1879-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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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all SVR12 for GT 2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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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g Interactions (www.hep-druginteraction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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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CV 감염경로를이해하고, 감염전파예방에주의가필요하다.

▪ HCV 감염여부확인을위해서 Anti-HCV 검사및 HCV RNA 검사를

시행하고해석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 치료금기가없는모든 C형간염환자는치료의대상이며, 치료약제는

시기는종합적을상황을고려하여개별화한다.

▪ 만성 C형간염환자들은간경변증과간세포암종발생에대한지속적인

관리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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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진료

가이드라인 update



16% 
in 5 yrs

65-86% 
in 5 yrs

23% in 5 yrs, 
5.1%/yr

3% in 5 yrs
0.8%/year

20% 
in 5 yrs

Decompensation : developed ascite, varix or encephalo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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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L Serum marker ALT HBV-DNA Histology

만성B형간염 면역관용기

(Immune tolerant phase):
HBeAg (+) Persistently normal High level of viral replication

Minimal histological 

disease

만성B형간염 면역활동기

(Immune active phase, HBeAg

positive)

HBeAg (+);

may develop anti-HBe

Raised or intermittently 

raised ALT
Lower level of viral replication

Histological necroinflamma

tory activity present

Lobular hepatitis, bridging 

fibrosis and fibrosis may 

be present

만성 B형간염 면역비활동기

(Immune control phase, 

Inactive phase)

HBeAg (-)

anti-HBe (+)
Persistently normal ALT

Low or undetectable HBV DNA

(HBV DNA levels <2,000 IU/mL)

Risk of cirrhosis and HCC 

reduced

만성 B형간염 면역탈출기

(Immune escape phase, HBeAg

negative)

HBeAg (-),

with or without being an

ti-HBe positive

Raised ALT (persistent or 

intermittent exacerbations

Moderate to high levels of  HBV 

replication

(HBV DNA levels >2,000 IU/mL)

Older persons especially at 

risk for progressive disease 

(fibrosis/cirrhosis)

HBsAg 소실기

(HBsAg clearance phase)

HBsAg (-)

anti-HBc (+)

anti-HBs (+/-)

Normal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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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tsui T, et al. Hepatology 1989;10:324

HBsAg 및 anti-HBs가음성인 경우 B형간염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A1) .

HBV 보유자에서 음주는 피할 것을 권장한다 (A1).

HBV 보유자에서 금연을 권장한다 (A1)

*경피적 노출인 경우 1주일 이내, HBIG 0.06 ml/kg와 예방접종 (A2).

HBV 보유자에서 A형간염 항체가 없는 경우 A형간염 예방접종 (A1).

HBV 보유자에게 전파 예방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을 권장한다 (B1).

1

2

3

4

5

6



HBsAg anti-HBs
anti-
HBc

HBeAg anti-HBe Interpretation

+ - IgM + - • Acute hepatits B

- - IgM +/- +/-
• Acute hepatits B
• Window period

- - IgG - +/-
• Past infection
• Occult HBV: check HBV DNA 

- + IgG - +/- • Recovery from hepatitis B

- + - - - • After vaccination

대한간학회 만성B형간염 진료 가이드 라인 2011



▪ 1차검사: HBsAg, Ant-HBs, Anti-HBc

– HBsAg: 현재감염. Anti-HBs: 면역력, Anti-HBc: 노출력

– HBsAg (+) 인경우 2차 검사

– HBsAg(-), Anti-HBs(-)

– HBsAg(-), Anti-HBs(+), Anti-HBc(+)

– HBsAg(-), Anti-HBs(+), Anti-HBc(-)

▪ 2차검사: HBeAg, Anti-HBe, HBV DNA PCR



History taking:
alcohol, drug
family history:
liver disease, HCC
Physical examination

HBV markers:
HBsAg, anti-HBs 
IgM anti-HBc

Other viral coinfection:

anti-HAV IgG (< 50 years)
anti-HCV
anti-HIV (high risk group)
anti-HDV (drug abuser)  

Laboratoy test: 
CBC, AST/ALT, ALP, r-GTP 
Bilirubin, Albumin, Creatinine 
Prothrombin time

HBeAg, anti-HBe
HBV DNA (real time PCR)

To grade and stage:
inflammation, fibrosis

Ultrasound, serum AFP 

초기 평가
Initial 

Evaluation

대한간학회 만성 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 2015



HBeAg(+)CHB

HBeAg(-)CHB

Compensated LC

Decompensated* LC

HBV DNA >20,000 IU/mL & ALT >2x ULN

2x ULN> ALT >1x ULN: consider liver Bx. (B2)
(moderate necroinflammation or periportal fibrosis)

치료 (A1)

HBV DNA >2,000 IU/mL & ALT >2x ULN

2x ULN> ALT >1x ULN: consider liver Bx. (B2)
(moderate necroinflammation or periportal fibrosis)

HBV DNA >2,000 IU/mL & Any ALT

HBV DNA + & Any ALT

Consider Liver Transplantation

치료 (A1)

치료 (A1)

치료 (B1)

치료 (A1)

치료 (A1)

HBV DNA <2,000 IU/mL but (+) & Any ALT 치료 (C1)

대한간학회 만성 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 2015



Efficacy Safety
Resistance

profile

Cost
Preference
of doctors

and/or
patients

Pregnancy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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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lying severity
of liver disease

Compliance (30%)

Cross resistance
Potency

Cost
Switch timing

Safety

Viral load
HBV mutation pattern



1. 면역억제/항암화학요법 시작 전 HBsAg 및 anti-HBc IgG 검사한다(A1).

2. HBsAg이 양성인 경우 면역억제/항암화학요법 시작과 함께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행하며(A1), 초기 혈청 HBV DNA가 높거나 장기간의 치료가 예상

될 경우 엔테카비어나 테노포비어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C1).

치료는 면역억제/항암화학요법 종료 후 최소 6개월간 지속한다(C1).

KASL guideline, 2011



▪ 만성 B형간염의진단을위해 HBsAg 검사를시행하고양성인경우

B형간염에대한자연경과및치료시작여부에대한평가가필요하다.

▪ 만성 B형간염에대한항바이러스제를투약하는경우투약순응도

유지가중요하다.

▪ 만성 B형간염환자의경우항암치료또는면역억제제치료와관련하여

적절한평가후항바이러스제투약의고려가필요하다.

▪ 만성 B형간염환자들은간경변증과간세포암종발생에대한지속적인

관리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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