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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Viral hepatitis is the inflammation of liver cells caused by viruses, and still one of the major health-care prob-
lems worldwide. A number of viruses to cause hepatitis are type A, B, C, D, E or G. Among these viruses leading to hep-
atitis, B and C are more troublesome being more prone to chronic illness which can cause the potentially fatal conditions
of hepatocellular carcinoma (HCC) and/or liver failure. If immediate treatment is not initiated, liver transplant is the only
option left. Over the past few decades there has been remarkable progress in diagnose and monitor all hepatitis virus infec-
tions for treatment and prevention. Nonetheless, important challenges remain to develop more effective and safe vaccines
for prevention as well as antiviral agents to reduce viremia/viral load by inhibiting viral replication.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ntiviral agents through carefully designed clinical trials over the last 25 years has heralded a new dawn in
the treatment of patients chronically infected with the hepatitis B and C viruses, but not so for the D virus. The introduction
of Direct Acting Antivirals (DDAs) for the treatment of HBV carriers has permitted the long term use of these compounds
for the continuous suppression of viral replication. This review aims to summarize the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approaches of antiviral drugs for the treatment of viral hepatitis and future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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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성 간질환은 바이러스가 인체의 간에 침입하여 여러

가지 병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으로, 바

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A, B, C, D, E, G형으로 분류한다. 전 세

계적으로는 바이러스성 만성간질환 환자가 약 5억 명에 이르고,

특히 B와 C형의 만성 간염 환자는 1억5천 명 정도로 이들은 간

경변이나 간암으로 발전하여 매년 백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1) 국

내의 바이러스성 간질환 환자는 2010년 국민건강통계에 의하면

19세 이상 인구의 3% 정도가 바이러스성 간염환자이며 이중 B

형 간질환 환자가 50%이고 C형이 25% 정도 이다. A형 간염 급

성환자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에 많은 E형 감

염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간암에 의한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제일 높다고 한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 되면서 다국적 제약기업과 최근에 새로 설립된 생명공학 벤

처기업들을 중심으로 예방백신과 치료약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생명과학분야의 기초연구가 분자

수준으로 발전하면서 기초이론에 근거한 효과적이고 안전한 예

방백신은 물론이고 간염바이러스의 세포로의 침입경로, 번역과

복제에 관여하는 단백질 합성과 각종 효소들의 억제, 숙주세포

에서의 바이러스 증식과정 등과 관련된 새로운 표적을 가진 항

바이러스약이 개발되어 상용화 되었거나 다른 특정 표적을 겨냥

한 많은 수의 후보물질 들이 임상 중에 있다.2)

바이러스성 간질환에 대한 대책은 간염을 일으키는 각종바이

러스의 전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그

다음으로는 백신에 의한 예방이고, 감염 후에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 치료이다. 그러나 A형과 B형은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

지만 C형은 아직 백신이 없으며, E형은 중국에서만이 상용화 되

어있다. B와 C형 간염은 감염 후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사용하는

치료방법이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다. 바이러스성 간질환의 유형,

감염경로와 예방방법은 Table I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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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간염백신과 치료제

HAV는 급성간염을 일으키는 single strand, positive-sense

RNA바이러스로 직경 27 nm 크기의 작고 외피가 없으며

Picornaviridae속과 Hepatovirus과로 분류된다. HAV의 혈청형은

하나이고 유전자형은 7개가 알려져 있는데 이중 I과 III형이 사

람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며, II와 VII형은 아주 적으며, 나머지

형은 동물에서만 발견된다.

A형 간염백신은 제조방법에 따라 바이러스를 불활성화 한 백

신과 virosome 기술을 이용한 합성백신이 있다. 불활성화 백신

은 환자로 부터 분리한 바이러스종(HM175, CR326F, GBM, RG-

SB strain)을 원숭이나 인체의 신장세포나 또는 인체의 폐섬유아

세포(MRC-5; human lung fibriblast cell)에 감염시켜 배양한 후

바이러스만을 분리 정제하여 포르마린으로 불활성화 시켜서 백

신보조제(vaccine adjuvant), alum을 첨가하여 제조한다.3)

Virosome은 바이러스 단백질과 지질을 함유한 바이러스막의

인공 고분자입자로서 백신운반체와 첨가제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특히 virosome은 목표 면역세포에 특이항체를 전달하거나 DNA/

RNA가 부호화된 특이 면역단백질을 제공하여 세포면역반응과

항체를 동시에 유도하는 인체 면역계 양쪽을 활성화 시키는 새

로운 인공백신 제조기술이다. 이 기술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만성으로 되기 쉬운 바이러스성 간염 같은 백신을 개발하기 위

한 우수한 수단이다.4,5) Virosome기술을 이용한 백신은 생체분

해성이고, 투여경로가 다양하며, 순도가 높고 효과와 안전도가

우수하여 어린이나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에게도 사용 할 수 있다.

A형 간염의 불활성화 백신은 GlaxoSmithKleine이 1992년에

세계최초로 미국FDA의 허가를 받아 Harvix®를 상품화하였고,

그 후 다른 회사들이 Vaqta®와 Avaxim을 개발하여 전 세계적으

로 사용하고 있다. 합성백신은 네델란드의 Crucell이 virosome

기술을 이용하여 상품화한 Epaxal®(또는 VIROHEP-A®,

HAVpur®)이 있으며, HAV백신 4종류와 제조회사, 배양세포, 함

량, 제조특성 및 첨가하는 보조제(adjuvant)는 Table II과 같다.6,7)

이들 백신 외에도 HAV 감염전이나 직후에 사용이 가능한 환

자의 항체만을 분리한 면역글로불린(immunoglobulin)을 함유한

Gama STAN® SD8)가 상품화 되어있으나 불활성화 백신과

virosome 합성백신의 효력과 안전성이 확보되면서 그 유용성이

감소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A형 간염백신은 모두 외국제품이며,

국내에서는 A형 간염백신에 대한 연구개발은 물론이고 기초연구

활동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학병원의 임상 의료계를

중심으로 소화기내과 간염관련 학자들의 A형간염의 발병률에 대

한 역학조사와 발병유형, 감염경로, 사용백신에 대한 효과, 접종

후 항체형성 등에 관한 임상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있다.9-13)

A형 간염의 감염 후의 급성증상에 대한 치료제는 없다. 그 이

유는 급성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자체면 역이나 입원을 통한 간 손

상관리와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를 통해서 회복이 가능하기 때

문이다. 치료제에 대한 국내외 연구 활동도 학술적인 관심에 의

해서 식물성분 또는 합성물질의 HAV에 대한 항바이러스작용을

보고한 논문14)들은 있으나 HAV간염 치료제 개발을 목적으로 하

는 연구는 거의 없다.

B형 간염백신과 치료제

HBV는 1965년 Blumberg에 의해 처음 발견된 Hepadnavirus

의 복잡한 구조를 가진 42 nm 크기의 DNA 바이러스이다. 또한

B형 간염 바이러스(HBV)는 중심항원(Core Antigen=HBcAg)을

포함하고 있는 중심핵과 표면단백 또는 표면항원을 가지고 있는

외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이러스 증식에 필요한 HBeAg, DNA

과 DNA 재생에 필요한 중합효소 등은 중심핵에 있다. HBV의

병리생물학적 연구 결과가 최근에 자세하게 발표되어있다.15)

B형 간염은 다른 간염과는 다르게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며,

감염 후에도 인터페론과 항바이러스제로 치료가 가능한 간염이

다. B형 간염 백신은 제조방법에 따라 크게는 혈장백신과 유전

자재조합 백신으로 분류 한다. 혈장백신은 감염환자의 혈장에서

HBsAg를 분리하여 불활성화 하고 수산화알루미늄(alum)으로 흡

Table I −바이러스성 간질환의 유형과 감염경로와 예방방법

간염 형태 감염경로 예방방법

A형간염(HAV) 오염된 음식과 물 HAV 백신(완전)

B형간염(HBV) 감염된 혈액, 성접촉, 주사바늘,
감염된 산모의 출생아

HBV 백신(완전)

C형간염(HCV) 감염된 환자의 혈액과 주사바늘 백신이 없음

D형간염(HDV) B형 감염환자의 혈액, 성접촉,
주사바늘, 감염된 산모의 출생아

HBV 백신
(불완전)

E형간염(HEV) 오염된 물, 변, 구강접촉 백신이 없음

Hepatitis B Foundation(http://www.hepb.org/)의 2006~2008, "ABCs
of Viral Hepatitis"에서 인용.

Table II − HAV백신의 종류와 제조회사 및 특성

상품명 제조회사 배양세포 함량 백신형태 보조제

Havrix GSK MRC-5 1440EL.U 불활성HAV alum

Vaqta Merck MRC-5 50 U 불활성HAV alum

Avaxim Sanofi-Pasteur MRC-5 160 U 불활성HAV alum

Epaxal Crucell Virosome* 24 IU 합성백신 없음

*HAV항원을 함유한 인플루엔자 단백질과 합성지질고분자로 구성된 인공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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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방부제로 thimerosal을 첨가하여 제조한다. 유전자 재조합

(recombinant DNA)백신은 HBV로부터 HBsAg 유전자를 분리하

여 효모나 CHO(chinese hamster ovary)세포에 이식하여 발효

증식시켜 HBsAg를 분리 정제한 제품이다.16)

혈장백신은 Merck가 1981년에 세계최초로 미국 FDA의 승인

을 받아 상품(Heptavax B®)화 하였으나, 만성보유자로부터 혈액

을 제공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다른 바이러스 오염에 대한 안전

성 문제로 1986년 유전자재조합 백신이 개발되면서 1996년부터

생산이 중단 되었다. 현재는 거의 모든 나라가 경제성과 안전성

이 더 우수한 유전자재조합 백신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HBV

백신과 HAV, DTP 또는 Hib과의 복합백신이 상품화 되어 있다.

이들의 품명과 제조회사는 다음 Table III과 같다.

Table III의 HBV백신 외에도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HBV백신은 인도네시아 Bio Farma, 큐바의 CGEB, 인도의

Serum Institute of India와 Shantha Biotech., 일본의 Takeda

Chem., 이스라엘의 Bio-Technology General, 영국의 Medeva가

유전자 재조합 백신을 생산하여 한정된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다.

새로운 HBV 백신 연구는 Dynavax 회사가 HBV의 표면 항원

(HBsAg)과 면역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Toll-like Receptor(TLR)9

길항제를 함유한 새로운 백신 Heplisav BLA를 개발하여 임상시

험을 마치고 미국 FDA로부터 등록심사를 받고 있으며, 2013년

사용허가를 예상하고 있다.17)

B형 간염 백신제조 기술은 일반적으로 보편화 되어있으나 HBV

의 번역(translation)과 증식(replication)에 대한 기초연구가 활성

화 되면서 예방은 물론이고 치료를 겸한 백신개발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연구표적과 기술유형은 다음과 같다.16)

• Human plasma-derived vaccines

• Yeast derived Pre-S/S vaccines

• Mammalian-cell derived pre-S/S vaccine

• DNA Vaccines 

• Polypeptide micelle vaccine derived from HBsAg

• Expression of immunogenic HBV peptides in vaccinia

virus

• Synthetic polypeptides containing immunogenic surface

or core epitopes

• Antiidiotype Vaccines

• Oral immunization with a recombinant salmonella gene

product containing HBcAg epitopes

국내에서는 녹십자가 1983년에 국내 최초로 B형간염 혈장백

신제조에 성공하여 Hepabax B®를 개발하였고, CJ제일제당이

1986년에 Hepaccine B®를 상품화하였다. 이들 제품들은 국내사

용은 물론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도 하였으나 높은 생산비용과 유

전자재조합 백신의 출현으로 녹십자는 1996년, CJ제일제당은

2004년에 혈장백신 생산을 중단하였다.

유전자재조합 백신의 우수성이 밝혀지면서 국내에서도 LG생명

과학이 1992년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한 효모를 이용한 유전자재

조합 B형간염 백신, 유박스B(Euvax B®)를 상품화 하였다, 그 후

스위스의 백신기업인 Berna Biotech사가 한국지사(Berna Biotech

Korea)를 설립하여 Hepavax-Gene을 한국에서 제조하고 있다.

2002년에는 백신에 첨가하는 보조제 thimerosal이 없는 Hepavax-

Gene TF®를 개발하여 국내 시판은 물론 수출도 하고 있다.

만성 B형간염 치료에는 알파인터페론과 폴리에틸렌글리콜이

결합된 pegylated 알파인터페론(PEG-αINF)과 nucleoside/

nucleotide(NUCs) 유사체 화합물로 HBV의 역전사효소(reverse

transcriptase)를 억제하는 항바이러스제 lamivudine이 사용되어

왔으나, lamivudine의 단점을 개선한 adefovir dipivoxil,18)

Table III −세계의 주요 HBV 백신상품명과 제조회사와 제조방법

제조회사 및 국가 상품명 제조방법 및 복합제

CJ 제일제당, 한국 Hepaccine-B 혈청유래 (생산중단)

녹십자, 한국 Hepabax B 혈청유래 (생산중단)

LG 생명과학 Eubax B 재조합 DNA

Berna Biotech. 한국 Hepabax-GeneTF 재조합 DNA
Panacea Biotech, India Enivac-HB 재조합 DNA
MS&D, USA Comvax Hib + HBV(재조합) 
MS&D, USA Recombivax HB 재조합 DNA
Pasteur Merieux, France Genhevac B 재조합 DNA (CHO cell)
SmithKleineBeecham, Belgium Engerix-B 재조합 DNA
SmithKleineBeecham, Belgium Twinrix HAV+HBV(재조합)
SmithKleineBeecham, Belgium Tritanrix-HB DTP+HAV+HBV

SmithKleineBeecham, Belgium Infanrix-HB DTP+ HBV 

Berna Biotech, Swiss Heprecombe 재조합 DNA (CHO cell)
Human Biologicals Institute, India Elovac B 재조합 DNA
Serum Institute of India, India Gene Vac-B 재조합 DNA
Shantha Biotech, India Shanvac B 재조합 DNA
Sinovac Biotech., China Bilive HAV+HBV(재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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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cavir,19) tenofovir,20) telbivudine21)의 새로운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되었다.22) 이들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 자체에 직접 작용

하여 바이러스의 번역과 증식을 억제함으로 직접 작용하는 항바

이러스제(directing acting antiviral, DAA)라고 하며, 비교적 부

작용이 적다. 그러나 한 가지 약제만을 장기간 사용함으로 내성

이 발현되므로 환자의 성별, HBeAg의 상태, HBV DNA, HBV

유전자형 또는 변형(variant)과 감염기간을 고려하여 이들 항바

이러스제를 단독 또는 pegylated 알파인터페론과 복합제로 임상

에서 사용하고 있다.23)

미국 FDA의 허가를 받은 HBV 치료제의 상품명, 화합물종류,

제조회사와 효능의 특징은 다음 Table IV와 같다.

Tenofovir는 HIV/HBV가 동시에 감염된 lamivudine 내성환자

에게 HBV에 대해 우수한 치료효과를 나타내고,24) entecavir는

B형간염의 다른 치료제와는 다르게 priming, 음성가닥(negative

strand)합성과 양성가닥(positive strand)합성의 3단계에서 바이

러스의 복제를 저해한다. HBV간질환 치료제 DAA 중에서 이 두

약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25)

국내에서는 부광약품이 HBV치료제로 pyrimidine 뉴크레오사

이드 유사체인 clevudine(Levovir®)을 개발하여 일본Eisai와 공

동으로 국내와 필리핀에서 상품화하였다.26,27) 그러나 미국과 유

럽의 신약허가 취득을 위한 임상시험은 III상시험에서 근육이완

에대한 부작용으로 계속연구를 중단 하였다.

LG생명과학은 HBV 유전자 복제기능을 저해하는 besiforvir

(LB80380)를 개발하여 임상 IIa상 시험28)을 마치고 일동제약과

공동으로 추가 독성시험과 임상 III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 화합

물은 시험관내 시험에서 다약제내성 HBV바이러스에도 우수한

억제효과를 보여준다고 한다.29,30)

녹십자는 B형간염 표면항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사람의 항

체유전자를 함유한 유전자재조합 인체 단일클론항체(GC1102)를

개발하여 임상 I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 물질은 HBV에 대

한 중화능력이 혈장 항체보다 3,000배가 높다고 한다.31)

B형 간염에 대한 향후 연구방향은 상품화되어있는 DAA의 단

점을 개선하고 HBV에 대한 내성을 감소시키는 바이러스 entry

억제제, APOBEC3 cytidine deaminase, glycosidase 억제제,

heteroaryl dihydropyrimidine 유도체, HLA-DP분자, cccDNA형

성 억제, RNAi와 siRNA와 관련된 표적과 면역조절 단백질로 바

이러스에 대한 저항력과 중화능력을 가진 예방과 치료효과를 가

진 백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 이다.32)

HBV 복제과정에서 역전사 이전 단계인 게놈 패키징(genome

packaging)과정을 저해하면 HBV의 복제를 원천적으로 봉쇄 할

Table IV − HBV 간질환 치료제의 상품명, 화합물특징과 제조회사

일반명(상품명) 화합물종류 제조회사 효능특징

lamivudine (Zeffix/Epivir) cytidine nucleoside analog GlaxoSmithKleine 장기간사용으로 내성유발
adefovir dipivoxil (Hespera) purine nucleotide analog Gilead lamivudine 보다 내성발현기간 길다
tenofovir (Viread) purine nucleotide analog Gilead lamivudine 내성균에 유효
entecavir (Baraclude) guanosine nucleoside analog Bristo Myers-Squibb HIV/AIDS 동시 감염환자에 사용
telbivudine (Tyzeca/Sebivo) thymidine nucleoside analog Novartis/Idenix lamivudine, adefovir보다 강함

Table V −국내 및 국외에서 HBV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는 제품34,35)

물질명 개발회사 개발단계 물질특성

• 경구용 항바이러스제(Oral Antivirals)

Emtricitabine Gilead 임상III/IV NRTI*

Besiforvir (LB80380) LG생명과학 /일동제약 임상3상 NRTI

Lagociclovir (MIV-210) Medvir/대웅제약 임상 I, 중단 NRTI

Simvastatin U. of Oklahoma/VA Medical Center 임상I HMG-CoA Reductase Inhibitor

Bay-41-4109 AiCuris 전임상 Heteroaryl pyrimidine

• 면역에 근거한 물질(Immune Based)

Zadaxin (Thymosin alpha) SciClone Pharm. 임상IV 면역조절제
Actimmune (Interferon gamma 1b) InterMune 임상II 면역조절제
CYT107 (recombinant human interleukin-7) Cytheris 임상I/IIa 면역조절제
DNA vaccine pCMVS2.S ANRS**(불란서) 임상I/II 치료백신
HB110 (DNA Vaccine) Genexin, 한국 임상I, 중단 치료백신
HBV Vaccine PA-44 (Synthesized peptide) Chongging Jiachen Biotech. 임상I 치료백신
HBV DNA plasmid SC18 vaccine PoderMed/Pfizer 임상I 치료백신
DV-601 Dynavax 임상IIa 치료백신
Heplisav Dynavax 허가심사 예방백신

* NRTI (nucleoside reverse transcriptase inhibitor).
** ANRS (French Agency for Research on AIDS and Viral Hepa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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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국내 연구진의 연구결과33)를 응용하여 새로운 B형 간

염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한국파스퇴르 연구소와 사노피가 공동연

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새로운 시도의 한 예이다.

HBV 간염 치료제의 구미 선진국과 국내와 중국에서 연구·개

발 중인 후보물질과 특성은 다음 Table V와 같다.

C형 간염백신과 치료제

HCV는 1989년 미국에서 최초로 밝혀진 아주 작은 Flaviviridae

Hepacivirus속에 속하는 단일가닥 열린 구조를 가진 약 9,500염

기로 구성되어 있는 RNA 바이러스로 RNA 유전자 중심핵 표면

을 20면체 보호단백질이 덮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전자 배열이

조금씩 다른 것이 발견되어 현재는 9종의 유전자형이 존재하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주로 유전자1형의 감염이 70% 이상이다. 국

내 C형 간염환자는 인구의 1% 정도로 유전자 1형이 많으며, 감

염환자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C형간염은 미국과 유럽선진국

들에서 기초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어 HCV life cycle(Fig. 1)

과 HCV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구성 요소(Fig. 2)가 밝혀지면서,

HCV 번역(translation)과 복제(replication)에 관여하는 단백질합

성과 효소를 억제하는 HCV에 직접 작용하는 항바이러스제

(directing acting antivirals; DAA)가 계속 개발되고 있으며, 많은

수의 후보물질들이 임상 중에 있다.36-38)

HCV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DAA C형 간염치료

제는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Fig. 1, 2).

- NS3 or NS3/NS4A protease inhibitors

- NS5A polymerase inhibitors

- NS5B polymerase inhibitors (nucleoside analog)

- NS5B polymerase inhibitors (non-nucleoside analog)

- · Site 1 inhibitors : Thumb 1/Benzimidazole site

- · Site 2 inhibitors : Thumb 2/Thiophene site

- · Site 3 inhibitors : Palm 1/Benzothiadiazine site

- · Site 4 inhibitors : Palm 2 /Benzofuran site

- NS4A antagonists

Fig. 1 − HCV의 life cycle과 HCV 항바이러스제 표적38).

Fig. 2 − HCV의 단백질구성과 항바이러스제의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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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V 백신은 HCV의 빠른 변이성 때문에 현재는 상품화되어

있지 않으나, 모든 유전자형 HCV 간염을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백신 연구가 선진국의 백신 전문기업과 여러 연구 기

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어 Table VI과 같은 후보물질들이 임

상 중에 있다.

미국의 Scripps 연구소, 영국과 불란서에서는 HCV 표면의 E2

glycoprotein 복합체를 광범위하게 중화 할 수 있는 인체항체를

백신으로 활용하려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간 연구결과가 보고39-41)되고 있다.

영국의 옥스퍼드 연구팀은 인체의 HCV 유전자형 1B의 NS

단백질을 표현하는 두개의 유전자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 백터를

사용하여 HCV를 예방·치료하는 임상1상 연구결과를 보고42)하

고 있다. 또한 이러한 후보물질이 HCV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지

속적으로 면역세포반응을 보이는 치료백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을 보고43,44)하고 있다.

Crucell은 간이식수술 후 재감염을 예방하기위한 백신으로 HCV

표면의 E2단백질로 알려진 단일항체기술을 Stanford 대학으로부

터 기술이전을 받아 상품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Crucell 웹사이

트 참조).

C형 간염의 급성 또는 만성 환자의 치료는 성별, HCV 유전자

형, 감염기간 등을 고려하여 알파인터페론, 또는 pegylated 알파

인터페론과 ribavirin이 표준 치료제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인

터페론의 장기간사용에 의한 부작용과 ribavirin에 대한 내성문

제로 만성 C형간염의 새로운 표적의 치료제 연구가 구미선진국

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HCV 간염치료제의 최근 개발전략은 새로운 약의 표적으로 바

이러스가 간세포에 들어가는 인자들(entry factors), HCV의 번역

(translation)과 복제(replication), HCV의 조립과 방출(assembly

and release), HCV가 간세포(host cell)에서 복제하는데 관련된

여러 요인들에 대한 기초연구를 통해서 얻은 정보로 새로운 약

의 표적을 확인하여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45-48) 최

근의 C형 간염 항바이러스제 개발전략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의

표적과 작용 메카니즘 별로 분류 하면 다음 Table VII과 같다.

Table VII에서 기술한 종류 외에도 NS4A Antagonist, NS4B

Binding Inhibitor, TLR7 Agonists, Nitazoxanide, MicroRNA,

Milk Thistle, RNA interference(RNAi), Monoclonal Antibodies,

Therapeutic Vaccines, Antifibrotic Agents, Amphathic Helix

Inhibitors 등이 연구되고 있다.50)

이들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연구개발 분야는 HCV 번역과 복

제(translation and replication)과정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약의 표

적으로 하는 직접 작용하는 항바이러스제(direct acting antivirals;

DAA)로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연구개발되고 있는 DAA의 효과

와 HCV 유전자형에 대한 특성은 Table VIII과 같다.

새로운 표적의 NS3/NS4A serine protease inhibitor인

Boceprevir와 Teraprevir49)가 2011년 미국 FDA로부터 신약허가

를 받아 HCV 간염의 효과적인 치료제로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

다. 또한 미국 FDA는 이들 약과 pegylated Interferon-α와
ribavirin과 복합제의 치료방법도 허가하였다.

이들 표적 중에서도 특히 HCV의 복제시스템에서 필수적이고

감염된 바이러스입자의 조립에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단백질인

NS5A 억제제는 HCV의 모든 유전자형에도 효과가 강하고 내성

발현가능성도 적은 치료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새로운 표적의

HCV치료제로 상품화 되었거나 현재 개발 중인 후보물질들의 목

록과 각 물질들의 장점과 단점, 개발단계 등은 다음 Table IX~XV

와 같다.51,52)

Table XI에서 Danoprevir와 ABT-450은 antiretroviral로

AIDS 치료제인 ritronavir(Norvir®)를 약효촉진제로 사용하며,

Table VI −치료백신

물질명 개발회사 개발단계

IC41 Interceii/Novartis 임상II
GI5005 Globeimmune 임상II
TG4040 Transgene 임상II
CSL123 Chiron/CSL 임상II
Chronvav-C Chron Tech Pharma 임상II
VLP Vaccine Compass Biotech. 임상I
GNI-103 GENimmune 전임상

자세한 내용은 각사 Home-Website 참조.

Table VII − HCV 치료제의 작용 메카니즘과 표적으로 분류한 종류49)

Mechanism Target

Direct-acting
agents (DAA)

Inhibitor of
polyprotein
processing

NS3 or NS3/NS4A protease

Inhibitor of HCV
replication

NS5A

NS5B
polymerase

Nucleoside
analogue

Non-nucleoside
analogue

Host-targeting
agents

Antiapoptotic agent Caspases

Antiviral agents Cyclophillins

Immunomodulatory
agent

Interferons

Inhibitor of virus
fusion with host cell

Viral entry

Table VIII − DAA의 종류와 효과, HCV 유전자형에 의한 특성50)

DAA 종류
Viral
efficacy

Genotype
specificity

Genetic
barrier

Protease Inhibitors High G1 낮음
Nucleoside Inhibitors Moderate G1, G2, G3 높음
Non-nucleoside Inhibitors Mild G1 낮음
NS5A Inhibitors High G1, G4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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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onavir는 주약의 혈중농도를 높이고 용량을 감소시켜 치료효

과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Cytheris SA는 면역조절제(immunomodulatory agent), CYT107

(rhlL-7)와 현재 HIV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anti-retroviral drug,

raltegravir와 CCR5 수용체 길항제(receptor antagonist) maraviroc

를 복합하여 HCV 간염을 치료하는 임상II상 시험을 하고 있다.

HCV 간질환의 예방과 치료용으로 새로운 인터페론인 Toll-like

receptor IFN inducer 길항제가 면역조절 후보물질로 연구53)

중에 있으며, 또한 pegIFN-λ1이 HCV 간염 만성환자에 대한

임상1b 시험에서 바람직한 치료효과를 보여준다고 보고54)하고

있다.

미국 FDA산하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에서는 C형 간염의 항바이러스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개발단계에

서 고려해야 할 후보물질기준, 약효평가, 선별방법과 임상시험에

대한 기준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55)

국내의 C형 간염연구는 포항공대, 한림대의 일송생명과학연구

소 국가지정 "C형 간염 바이러스 연구실", 고려대학교 생명과학

과,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동국대학

교 약학대학에서 기초 및 응용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56,57)

이러한 대학의 기초연구 외에 국내 주요 의과대학에서는 임상

교수들을 중심으로 C형간염의 역학에 관한연구와 만성 C형간염

의 치료방법, 임상시험에 관한 논문도 발표되고 있다.58)

Table IX − FDA 허가를 받아 현재 시판중인 HCV protease inhibitor

약품명(상품명)  판매회사  복용량 치료기간 부작용

Boceprevir
(Victrelis)

MSD 하루에 3번
(12 pills/day) 24~48주 빈혈증

Teraprevir
(Incivek/Incivo)

Vertex/J&J 하루에 3번
(12 pills/day) 24~48주

발진,
빈혈증

Table X −복합제로 개발되고 있는 제품, 개발회사명과 개발단계

복합물질명 개발회사 개발단계

Teleprevir/VX-222 Vertex 임상II
BMS790052/BMS650032 Bristol-Meyers Squibb 임상III
GS9190/GS9256 Gilead 임상II

BMS790052/PSI7792
Bristol-Meyers
Squibb/Pharmasset 임상II

BI201335/BI207127 Boeringer Ingelheim 임상1
IDX184/IDX320 Idenix 임상1
R7128/ITMN191/R7227 Hoffman-La Roche 임상1
PSI7977/PSI938 Pharmasset 임상1

Table XI − NS3/NS4A protease inhibitors

일반명(또는코드명) 개발회사 복용량 개발단계

Simeprevir (TMC435) Tibotec/Medvir/J&J 1일1회 임상 III
BI201335 Boehringer-Ingelheim 1일1회 임상 III
Vaniprevir (MK7009)  Merck 1일2회 임상 III
Asunaprevir (BMS650032) Bristol-Myers Squibb 1일2회 임상 III
Danoprevir/r*(ITMN191) Roche/Genentech 1일2회 임상 II
Narlaprevir (SCH-900518) Merck 임상 II
GS-9256 Gilead Sci. 1일2회 임상 II
GS-9451 Gilead Sci. 1일1회 임상 II
ABT-450/r* Abbott Lab. 1일1회 임상 II
ACH-1625 Achillion 1일1회 임상 II
MK-5172  Merck 1일1회 임상 II
ACH-2684 Achillion 임상 1B
VX-985  Vertex 임상 I
PHX 1766 Phenomics 임상 I
VX-500 Vertex 임상 I
BMS-791325 Bristol-Myers Squibb 임상 I
AVL-181 Avila Therapeutics 전임상
AVL-192 Avila Therapeutics 전임상

* r: ritonavir boosted.

Table XII − NS5B polymerase inhibitors (Non-nucleoside)

일반명(또는코드명) 개발회사 복용량 개발단계

Tegobuvir (GS9190) Gilead Sci. 1일2회 임상 II
Setrobuvir Roche/Anadys 1일2회 임상 II
Filibuvir (PF-868554) Pfizer 1일1회 임상 II
BI207127 Boehringer-Ingelheim 1일2회 임상 II
ABT-333 Abbott Lab. 1일2회 임상 II
VX-222 Vertex Pharm. 1일2회 임상 II
ABT-072 Abbott Lab. 1일1회 임상 II
BMS-791325 Bristol-Myers Squibb 1일2회 임상 II
PF-868554 Pfizer 임상 II
TMC-647055 Janssen 임상 IB
VCH-759 ViroChemPharma (Vertex) 임상 I
IDX375 Idenix 임상 I
A-837093 Abbott Lab. 임상 I
GSK625433 GlaxoSmithKleine 임상 I
ALS-2158 Vertex Pharm./Alios 전임상
ALS-2200 Vertex Pharm./Alios 전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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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형 간염백신과 치료제

D형 간염 바이러스는 불완전한 RNA 바이러스이며, 식물 바이

러스에서만 발견되는 원형의 RNA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점

에서 매우 특이한 바이러스이다. D형 간염 바이러스는 RNA 유

전자와 D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으로 구성된 뉴클레오캡시드

(nucleocapsid)를 가지고 있고, B형 간염 바이러스의 표면항원으

로 이루어진 외피가 뉴클레오캡시드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를 하

고 있다. 따라서 급성 D형 간염은 D형과 B형 간염바이러스가

동시에 감염되어 나타나거나, 또는 기존의 B형 간염바이러스 보

유자에 D형 간염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야 나타난다. 그러므로

HBV백신으로 HBV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HDV의 예방방법이

며, 감염 후에 급성이나 만성증상에 대한 치료약도 없으며 자체

면역이나 증상관리에 의해서 회복되기도 한다.59)

HDV에 대한 국내 연구활동은 역학조사나 치료분야에 대해 거

의 한정되어 있으며, 국내의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D형 간염에

대한 임상과 관련된 학술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 정도이다.

E형 간염백신과 치료제

E형 간염 바이러스(HEV)는 1990년대에 인도에서 처음으로 확

인되었으며, 길이가 7.5 Kb 게놈의 양의 방향 단선나사 정20면체

RNA 바이러스(positive-sense single stranded RNA icosahedral

virus)로 크기는 32~34 nm이고 바깥 표면이 없는 구조를 가지

Table XIV − NS4A antagonists

약품일반명(또는코드명) 개발 및 판매회사 개발단계

PSI-7977  Pharmasset/Gilead 임상 III
R7128 (RO5024048)  Roche/Phamarsset 임상 II
IDX184  Idenix 임상 II
Mericitabine  Roche/Genentech 임상 II
IDX184  Idenix 임상 II
PSI-938  Pharmasset/Gilead 임상 II
Setrobuvir (ANA-598)  Anadys/Roche 임상 IIB
MK-0608  Isis/Merck 임상 I(중단)
INX-189  Inhibitex Ib 임상 1B
RG7348  Roche/Lligand 임상 I
TMC649128  Medvir/Tibotec 임상 I
ACH-1095  Achillion Gilead 임상 I
GSK625433  GlaxoSmithKleine 임상 I
ALS-2158  Vertex/Alios 전임상
ALS-2200  Vertex/Alios 전임상

Table XV − Cyclophilin inhibitors, Entry Inbirors, RNA interference

(RNAi), Nucleoside, TLR7와 TLR9 Agonists, NS4B
Binding Inhibitors, Amphathic Helix Inhibitors

물질명 개발회사 개발단계

• Cyclophilin inhibitors (Binder)

Alisporivir Novartis 임상 III
SCY-465 Scynexis 임상 II

• Entry Inhibitors

ITX5061 TherX 임상 II
ITX4520 TherX 전임상
PRO-206 Progenics 전임상
SP-30 Samaritan 전임상

• RNA interference (RNAi)

SIRNA-034 Sirna Therapeutics (Merck) 전임상
TT033 Tasere Bio/Benitec/Pfizer 전임상

• Nucleoside

RG7348 Roche/Ligand 임상 II

• TLR7 Agonists

PF-4878691 Pfizer 임상 I
ANA773 Anadys 임상 I

• TLR9 Agonists

SD-101 Dynavax 임상 I
IMO-2125 Idera 임상 I

• NS4B Binding Inhibitors

Clemizole Eiger BioPharmaceuticals 임상 I

• Amphathic Helix Inhibitors

PA-824 TB Alliance 임상 II

• Immunomodulatory agents

CYT-107 (rhlL-7) Cytheris SA 임상 II

• Human monoclonal antibody

MBL-HCV1 Univ of Ma. Med. School 임상 II

• Soluble T cell antigen receptor

Soluble T cell antigen receptor Alto BioSciences 전임상

• RNA & protein production inhibitor

ATI-0810 Arisyn Therapeutics 전임상

• Locked Nucleic Acid mRNA122 inhibitor

SPC3649 Santaris Pharma 임상 I

• 식물성분
CB5300/fluvastatin Canopus BioPharma 임상 II

Table XIII − NS5A polymerase inhibitors

약품일반명(또는코드명) 개발 및 판매회사 개발단계

Daclatasvir (BMS790052) Bristol-Myers Squibb 임상 II
BMS-824393 Bristol-Myers Squibb 임상 II
PSI-7977 Pharmasset 임상 II
IDX-184 Idenix 임상 II
R7128 Roche/Pharmasset 임상 II
GSK2336805 GlaxoSmithKline 임상 II
AZD-7295 Arrow Therapeutics

(AstraZeneca)
임상 II

PPI-461 Presidio 임상 IB
GS-5885 Gilead 임상 IB
ACH3102 Achillion 임상 Ia
MK-0608 Isis/Merck 임상 I
PSI-938 Pharmasset 임상 I
PPI-461 Presidio 임상 I
PPI-1301 Presidio 임상 I
EDP-239 Enanta/Novartis 임상 I
ACH-2928 Achillion 임상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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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열에 약하고 배양 되지 않는다.60) E형 간염은 주로 보건위생

시설이 취약한 동남아 지역에 감염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로 점점 확산되고 있다.

E형 간염 백신은 중국의 Xiamen Innovax Biotech이 개발한

Hecolin®이 2012년 중국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아 중국내에서 만

임상에 사용되고 있는 세계 최초의 E형간염 백신이다.61) 미국육

군과 GSK가 주관하여 HEV 백신에 대한 간이 임상시험결과62)

를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 상품화되지 않고 있다.

E형 간염의 경우도 감염환자로부터 오염된 물과 음식, 신체접

촉 등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방법이고, 감염

후에 E형 간염을 치료하는 치료제는 없다. 급성증상이 나타나면

자체면역이나 입원을 통한 간 손상관리와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

취를 통한 자기관리로 회복이 가능하다.

HEV의 국내 감염은 바이러스성 간염환자의 1.6% 정도로 그

중요성이 적은 편으로 국내 연구활동도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역

학조사나 치료분야에 대해서 학술 논문이 발표되고 있으며, 대

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기초연구나 치료제 개발에 대한 연구활

동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결론 및 향후 전망

바이러스성 간질환치료제는 예방을 위한 백신과 감염 후 사용

하는 항바 이러스제가 있다. 예방백신은 A형과 B형이 개발되어

안전성과 유효성 면에 서 커다란 문제없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

되고 있다. C형 백신은 HCV의 빠 른 돌연변이 때문에 아직은

백신이 개발 되어 있지 않으며, E형 백신은 중국에서 개발되어

2012년에 사용허가를 받아 중국내에서만 세계에서 처음으로 임

상에 사용되고 있다.

간염 예방백신은 바이러스 life cycle의 기초연구결과를 응용

하여 감염 전과 감염 후에도 여러 유전자형의 항원을 효과적으

로 중화하는 유전 자 재조합 DNA항체치료백신 개발연구가 활

성화 되고 있어 미래에 치료와 예방을 위한 백신은 물론이고 C

형 간염의 백신개발도 기대된다. 또한 현재 중국에서만 사용되

고 있는 E형 백신도 전 세계적으로 사용 될 수 있는 성능을 인

정받은 백신이 개발 될 수 있을 것 이다.

바이러스성 간질환의 치료제는 B형과 C형 간염이 만성이 되

면 간경변과 간암으로 발전하여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미국과 유

럽 선진국의 다국적 제약기업과 새로 설립된 생명공학 밴처회사

를 중심으로 주로 B형과 C형 간염의 항바이러스제 개발이 중점

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B형과 C형 간염치료에는 알파인터페론 또는 pegylated 알파

인터페론과 lamivudine, rivbavirin이 표준치료제로 주로 사용되

어 왔으나, 최근에 바이러스에 직접작용하는 항바이러스제

(directing acting antivirals; DDA)로 B형 간염에는 adefovir

dipivoxyl, tenofovir, entecavir, telbudine이, C형 간염은

boceprevir와 teraprevir가 상품화 되면서 인터페론과 lamivudine,

ribavirin의 장기간 사용에 의한 부작용과 내성발현을 억제하는

치료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항바이러스제의 장기간 사용에 의한 내성발현과 복합

감염에 의한 치료제로서는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life cycle과 내성발현에 대한 기초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모든 형

의 바이러스증식을 억제 또는 세포내로의 진입을 차단하는 이상

적인 항바이러스제의 개발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DAA 약제에 대한 내성발

현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특정 바이러스가 세포내에 들어와 증식

하기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숙주단백질의 기능을 표적으로

하는 항바이러스제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

과 미래에는 모든 유형의 바이러스가 인체세포로의 진입을 차단

하고 숙주세포에서 번역과 증식을 억제하는 새로운 항바이러스

제 개발이 기대 된다.

C형 간염 바이러스의 경우 특정 숙주 유전자(IL28B)의 다형성

(polymorphisim)에 따라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간

경화와 간암으로 발전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구분 된다는 임상적

인 연구결과가 많이 발표63-66)되고 있다. 이처럼 미래의 바이러

스성 간질환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는 각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

된 환자들의 유전적인 특징을 환자의 전체 게놈 순서화(genome

sequencing)를 통해 규명 한 후 각 환자에 따라 치료제와 사용

방법과 용량을 달리하는 환자에 맞는 맞춤치료(patient customized

therapy)가 중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67)

국내의 바이러스성 간질환에 대한 예방백신과 치료제연구는

환자가 많은 B형간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백신은 국

내기술로 개발되었고 치료제도 clevudine이 상품화 되었으며,

besiforvir(LB80380) 후보물질이 임상III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바이러스성 간질환에 대한 임상연구는 의과대학에서 임상

교수를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한 편이나 대학이나 기업연구소의

바이러스에 대한 기초 연구활동은 아직은 미흡하다. 바이러스성

간질환에 대한 국내의 일반적인 예방 백신제조기술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바이러스성 간염과 이들 바이

러스에 대한 기초연구를 근거로 하는 새로운 표적의 창의적인 개

념을 가진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은 어려운 상황이다. 모든 유전

자형의 바이러스에 효과를 나타내고 내성에 강한 치료제를 개발

하기 위해서는 간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한 분자생물학

적인 규명과 바이러스감염에 대한 기초연구가 뒤 밭침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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