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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항바이러스 치료 중 발생하는 B형 간염 바이러스  

polymerase 유전자 변이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분석 

 

배경 및 목적: 만성 B형 간염의 장기간 항바이러스 치료에서 

약제내성 변이종의 출현은 치료 실패의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약제내성 변이종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단기간 두 약제의 병합치료 

효과는 임상에서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전략이나 아직까지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만성 B형 간염 환자에서 혈액 

내 B형간염바이러스(HBV)의 HBV DNA 중합효소 유전자 다양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항바이러스제 투여에 따른 투약 전과 투약 후 

매 12주마다의 각 시점 별 바이러스 변이종 분포의 변화를 조사하고, 

항바이러스제의 단기병합요법이 바이러스의 감소 정도와 내성변이종 

출현의 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대상 환자는 만성 C형간염바이러스(HCV) 또는 HIV 감염이 

없고, 암에 걸린 과거력이 없으며, 만성 B형 간염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 투여력이 없고, HBsAg양성, HBV DNA 20,000  

IU/ml(105copies/ml)이상이며, ALT수치가 정상범위 상한치의 2배 

이상인 자로 하였다. 2007년 5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전향적으로 총 

40명의 환자들이 클레부딘을 매일 30mg 단독으로 투약하는 군(CLV 

단독군;n=20)과 매일 클레부딘 30mg과 아데포비어 10mg을 

병합하여 12주간 투약 후 아데포비어는 투여 중단하고 매일 클레부딘 

30mg을 지속적으로 유지 투약하는 군(CLV+ADV 병합군; n=20)인 

두 군으로 나누어 치료받았다. 분자생물학적 분석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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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바이러스제 투약 12주째 HBV DNA수치가 103copies/ml이상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CLV 단독군에서 3명, CLV+ ADV 병합군에서 

4명, 모두 7명을 선택하였다. 7명의 환자에서 약제 복용 전 시점과 

약제 복용 시작한 후 12주마다 간기능검사, HBeAg, anti-HBe Ab, 

HBV DNA농도를 검사하였다. 약제 내성변이종 검출을  위하여 

클로닝 및 염기서열분석방법(각 시점별로 20개의 클론) 및  

제한효소분절질량다형성(RFMP)법을 사용하였다. 결과: 약제 투약 

전의 두 군 사이에 성별, 나이, ALT수치, HBV DNA 수치는 두 군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LV+ADV 

병합군에서 투약 12주, 24주까지의 혈청 HBV DNA는 CLV 단독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 [중앙값, CLV 단독군 vs  

CLV+ADV 병합군; -2.67 vs -4.11, 12주, p =0.001; -4.15 vs -4.97, 

24주, p = 0.036]. 하지만 36주와 48주째까지의 HBV DNA 감소 

정도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지 않았다. CLV+ADV 병합군 4명의 

클로닝 및 염기서열검사결과를 합한 결과와 CLV 단독군 3명의 

클로닝 및 염기서열검사를 합한 결과를 비교한 결과 투약 전에 

발견되었던 rtV191I변이가 12주에서 관찰되었으나 24주째는 

관찰되지 않았다.  두 군 모두에서 투약 12주째와 24주째에 rtR153Q, 

rtS223A, rtI224V변이가 발견되었다. 24주 째 두 군 모두에서 rtI91L, 

rtP109S, rtT118N, rtN121I, rtI122L, rtQ130P, rtS135Y, rtK149Q, 

rtR153Q, rtI163V, rtI187V, rtS223A, rtI224V 변이들이 발견되었다. 

CLV 단독군의 증례 1 환자에서 rtA181T+rtV191I변이가 치료시작 

24주째 클로닝 및 염기서열검사, 및 RFMP 검사에서 발견되었고, 

rtA181T+rtV191I 변이가 36주째 RFMP 검사로 발견되었다. CLV 

단독군의 증례 3 환자에서 rtI163V변이가 치료전, 치료 12주째, 치료 

24주째에 클로닝 및 염기서열검사로 발견되었다. CLV 단독군의 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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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에서 치료 48주째 바이러스돌파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시행한 

RFMP검사에서 rtM204I변이가 발견되었다. CLV+ADV 병합군의 

증례 4 환자는 치료시작 12주째 rtA181T+rtV191I변이가 RFMP 

검사로 발견되었고 치료 48주째 RFMP검사로 

rtV173L+rtA181T+rtV191I+rtM204I+rtM204V변이가 발견되었다. 

CLV+ADV 병합군의 증례 5 환자는 치료 24주째와 48주째에 RFMP 

방법으로 rtA181T변이가 발견되었다. CLV+ADV 병합군의 증례 6 

환자는 치료 24주째 RFMP검사에서 rtA181T변이가 발견되었다.  

CLV+ADV 병합군의 증례 7 환자는 치료 24주와 치료 36주째 

RFMP검사에서 rtV191I+rtM204I변이가 발견되었다. 결론: 만성 B형 

간염 치료를 위한 단기간의 항바이러스제 병합요법(CLV+ADV)은 

단독요법(CLV)에 비해 효과적인 혈청 HBV DNA 감소를 유도하였다.  

하지만 병합요법에도 불구하고 항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했던 경우에는 단독요법과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유전자내에 다양한 

변이 양상을 보였다. CLV 단독군의 환자에서 바이러스돌파현상이  

발생했을 때 L-nucleoside analogue약제들의 내성변이로 알려진  

rtM204I변이가 발견되었다. CLV단독군에서 다약제 내성변이인 

rtA181T변이도 발견되었다.  CLV+ADV 병합군에서는 rtM204I변이, 

rtA181T변이, rtV173L변이와 동반된 rtM204V변이가 발견되었고, 

아데포비어 내성변이인 rtN236T변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향후 

이러한 변이들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항바이러스 내성 발생 및 

치료 효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 B형간염바이러스, B형 간염, 병합치료, 약제 내성,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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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바이러스 치료 중 발생하는 B형 간염 바이러스  

Polymerase 유전자 변이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분석 

 

 

<지도교수  한광협>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송 기 섭 

 

 

Ⅰ. 서론 

최근 다양한 항바이러스 약제가 만성 B 형 간염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나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약제에 대한 내성을 갖는 변이종이 

출현하여 치료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1 약제 내성 변이는 HBV 

DNA 중합효소(HBV DNA polymerase)에 발생한다. HBV DNA 

polymerase 는 spacer 부위의 결실이 생길 수 있어서 이에 따라 

HBV 유전자형 간에 그 길이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약제내성 

변이종에 대한 명명이 유전자형에 따라 위치의 표기가 바뀌어 혼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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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하는 점을 개선하고자 2001 년에 새로운 번호체계를 도입하여 

역전사효소(reverse transcriptase)에 별도로 번호를 부여하고 

명명하고 있다.2,3 

항바이러스 내성은 일반적으로 유전자형 내성(genotypic 

resistance), 바이러스 내성(viral resistance) 및 임상 내성(clinical 

resistance) 등을 포괄한다.1 만성 B 형 간염에서  항바이러스 내성이  

발생하였음을 시사하는 가장 첫번째 소견은 혈청 HBV DNA 수치의 

증가이다. 즉 항바이러스제 투여 후 바이러스의 증식이 감소되었던 

환자에서 약제 순응도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HBV DNA 가 다시 1 

log 10 copies/mL 이상 상승하는 경우, 바이러스 내성 혹은 바이러스 

돌파 현상(virologic breakthrough)이 발생한 것으로 정의한다. 이때 

직접 염기서열 분석(direct sequencing) 등의 검사 방법을 통하여 

유전자형 내성여부를 판단한다. 유전자형 내성(genotypic 

resistance)은 in vitro 와 in vivo 검사에서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저항성을 보이는 돌연변이주가 환자혈청에서 발견되는 것이고 표현형 

내성(phenotypic resistance)은 발견된 유전자 변이(genotypic 

mutation)가 실제 in vitro검사에서 약제에 대한 감수성을 저하시킴을 

확인하는 것이다. 대개 최초 발견되는 바이러스 유전자 변이는 직접 

염기서열 분석을 통하여 찾게 되며 in vitro 검사를 통해 표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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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여부를 결정한다.4 직접 염기서열 분석 외에도 RFLP(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5 RFMP(restriction  fragment mass 

polymorphism),6,7 line probe assay,8  real time  PCR,9,10 multiplex 

PCR assay,11 DNA chip12 등 을 이용하면 이미 알려진 부위의 변이 

여부를 보다 예민하게 검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만성 B 형간염에서 임상적 내성 혹은 생화학 돌파현상(biochemical 

breakthrough)은 항바이러스 치료 후 정상화되었던 혈청 ALT 수치가 

치료를 지속하는 중에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흔히 임상적 악화를 

동반하게 된다. 유전자형 내성이 발생한 후에도 생화학 돌파현상이 

나타나기까지에는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13,14 따라서 

약제내성 변이종을 조기에 검출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은 

갑작스런 간염의 악화와 이로 인한 간기능 저하를 막는데 매우  

중요하다.13,14 

HBV는 cccDNA(covalently closed circular DNA)의 형태로 간세포 

핵내에서 복제의 주형으로 작용하며 체내에서 오랜 기간 증식을 

계속하게 된다.15 인체에서 HBV virion 의 생성속도는 매우 빨라 

하루에 1011개의 새로운 virion 이 만들어 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혈청 

내의 반감기는 1-3 일이다. 그러나 HBV 역전사효소는 잘못 생성된 

뉴클레오타이드(nucleotide)를 스스로 제거하는 교정(proof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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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편집(editing)기능이 없으므로 자연 상태에서도 바이러스의 증식 

도중 수많은 변이가 발생하게 된다.16 알려진 바로는 한 개의 

뉴클레오타이드 당 하루 10-7 의 변이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 매일 

체내에서 1014 의 HBV 뉴클레오타이드가 복제된다고 할 때 하루에 

약 107의 점돌연변이(point mutation)가 생기는 셈이다. 이는 HBV의 

genome 이 3,200 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 졌다고 가정할 때 

하루에도 모든 뉴클레오타이드 서열에서 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바이러스의 돌연변이는 체내의 바이러스 저장소(reservoir)에 

축적되어 있다가 인체의 면역 기능이나 항바이러스제의 작용과 같은 

특정한 선택 압력(selection pressure)에 의해 몇가지 변이주가 

선택되어진다. 특히 항바이러스제에 의한 선택압력이 가해질 경우 

해당 약제의 영향하에서도 효과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능력, 즉 

증식능(replication capacity)이 우수한 변이주가 가장 우세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때 최초 발생하는 내성 변이종은 증식능이 

저하되어 있기는 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상변이(compensatory 

mutation)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증식능을 야생종 수준으로 회복하게 

된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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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주 선택에는 증식능 뿐만 아니라 투여되고 있는 약제에 대한 

겹저항성(fold resistance)과 이에 따른 증식 적합성(replication 

fitness)이 큰 영향을 미친다. 약제에 따라 내성 발생 빈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발생한 내성변이주의 해당 약제에 대한 내성 정도의 

차이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예로써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변이인 라미부딘 내성 변이는 HBV 중합효소 유전자의 

역전사 효소내 C 도메인에 발생하는데 이는 in vitro 혹은 in vivo 

실험에서 야생종보다 100-1,000 배 이상 높은 수준의 내성을 

획득하게 되며 이에 반해 초치료에서 비교적 드문 아데포비어 내성은 

D도메인에 발생하며 7-10배 수준의 내성을 획득하게 된다.18 따라서  

아데포비어 내성은 보다 서서히 나타나게 된다. 또는 약제의 

바이러스 증식 억제능(potency)도 항바이러스 내성 발생에 

관여하는데, 즉 비교적 약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 

약제에 대한 저항이 크지 않고, 매우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보이는 경우 바이러스 증식이 충분히 억제되어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최소화되나, 중등도의 바이러스 증식 억제능을 가진 약제를 사용할 

경우 남아있는 바이러스 중에 증식 적합성을 획득한 약제 내성변이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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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식능 및 겹저항성 이외에도 내성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증식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증식공간(replication space)이다.20  

증식공간은 기존의 바이러스가 차지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간세포로서 감염된 간세포의 괴사 또는 사멸 후 새로운 세포가  

재생되거나 혹은 간이식후 HBV 에 감염되어 있지 않은 이식편이 

들어 왔을 경우 발생한다. 새로운 증식공간이 있을 경우 내성 

변이종의 cccDNA 가 그 자리를 차지하며 빠르게 확산되어 나가게 

된다. 

Locarnini 등은 항바이러스제 투약 3 개월 이내에 혈청 HBV DNA 

수치를 치료 전보다 1 log10IU/mL 이상 감소시킬 수 없을 경우 일차 

항바이러스 치료실패(primary antiviral treatment failure)로,  

항바이러스제 투약 3 개월 이내에 HBV DNA 수치가 1 

log10IU/mL이상 감소된 환자에서 1개월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시행한 

2 번의 sample 에서 혈청 HBV DNA 수치가 최저수치에서 1 

log10IU/mL이상 증가하는 경우 이차 항바이러스 치료실패(secondary  

antiviral treatment failure)로  각각  정의한 바 있다.21 

만성 B 형간염 환자의 치료에 있어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내성발현은 임상적으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론적으로 약제 내성은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지니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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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를 충분히 투약하거나 혹은 항바이러스제들간의 병합치료를 

통하여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B 형 간염 바이러스 

viral quasispecies 중 약제 내성 변이주가 선택될 수 없도록 한다면 

예방이 가능하다. 일단 약제 내성 바이러스 변종이 출현하게 되면 

통상적으로는 질환의 진행이 유발되며 잔여 간기능이 충분치 않은 몇 

예에서는 간부전이나 사망 등의 심각한 임상적 악화가 생길 수 있다.  

현재 항바이러스 제재의 단일요법에 따른 바이러스 역전사 

효소부위의 돌연변이 위치는 1) 효소의 catalytic domain(YMDD)의 

한부분인 codon rtM204 부위와 2) 그 외 부위 두 개로 분류된다. 이 

분류는 Zoulim 의 교차내성연구에서 보이는 in vitro phenotype 을 

해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1  rtM204I/V 는 라미부딘 혹은  

L-nucleoside 약물의 단독투약으로 선택되며 또는 엔테카비어  

단독요법이나 테노포비어-라미부딘 복합요법으로 인한 내성발현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와는 달리 아데포비어 내성은 rtN236T 혹은 

rtA181V 변이와 관련이 있다.  

임상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항바이러스 치료 목표는 약제 내성 

변이종 출현을 예방하고 HBV 가 인체 내에서 영구적으로 소실되도록 

하는데 있으나 만성 B 형 간염의 치료에 있어 실제로는 이러한 

전략적 치료 목표가 현실화되기 힘들다. 만성 C 형 간염이나 후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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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 결핍증에서 항바이러스제의 초치료 병합요법의 효과는 입증되어 

있으나,22 만성 B 형 간염에서는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만성 

B 형 간염의 병합요법이 첫째, 약제의 효능을 상승시키고, 둘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며, 셋째, 약제에 내성을 갖는 돌연변이의  

출현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22 아직까지는  

만성 B 형 간염환자에 있어서 항바이러스제제 병합요법이 각각의  

항바이러스제 단독 투여에 비해 치료 효과에 있어 보다 나은 점을  

보여 주지 못했다. 현재까지 초치료 병합요법에 대한 연구는 

약제내성보다 단기간 동안에 혈청 HBV DNA 수치의 감소와 HBeAg 

혈청전환(seroconversion)이라는 전통적인 목표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고 약제내성 변이종의 예방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아직 병합요법이 보편화되지 못한 이유는 첫째, HBV 감염은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약제내성이 상대적으로 천천히 발생한다.23 예를 

들어 만성  B형 간염환자에서 라미부딘에 대한 약제내성이 투약 1년 

후 약 20%의 환자들에서 발생하는 반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에서 HIV 내성은 라미부딘 투약 후 1 주일 만에 보고되기도 

하였다.24 둘째, HIV 감염과 달리 HBV 는 감염된 환자들에서 진단 후 

사망을 일으키거나 심각한 합병증을 야기하는데 역시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로 해서 약제내성 바이러스 출현을 초기에 조절하는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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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절실한 필요성이 없었다. 셋째, 만성 B 형 간염환자들이나 관련 

단체들이 HIV 환자들이나 관련단체들보다 정치적으로 매우 잘 

조직되어 활동적이거나 목소리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만성 B 형 

간염의 치료에 유용한 약제가 한정되게 되었고 결국에는 

제약회사들이 병합요법의 연구를 계획하거나 회사내의 장벽을 

극복하여 일하도록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다.25 그밖에 병합요법에  

필요한 고비용의 약제비, 알려지지 않은 항바이러스제 간의 상호 

작용 및 독성도 병합요법을 꺼려하는 중요한 이유였다. 

만성 B 형 간염의 치료에 있어서 약제내성이 생긴 후에 약제를 더 

추가하거나 바꾸는 방법보다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약받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처음부터 병합요법을 시행하여 장기적으로 약제내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장기간의 목표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만성 B 형 간염 환자에서 혈액 내 B 형 간염  

바이러스(HBV)의 HBV DNA 중합효소 유전자 다양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항바이러스제 투여에 따른 투약 전과 투약 후 매 

12 주마다의 각 시점 별 바이러스 변이종 분포의 변화를 조사하고,  

항바이러스제의 단기병합요법이 바이러스의 감소 정도와  내성변이종 

출현의 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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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환자군 

본 연구는 2007년 5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한 만성 B 형 간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클레부딘 

30mg(levovir®, Bukwang pharm, Seoul, Korea)을 단독으로 투약하는 

군 20명(CLV 단독군), 또는 클레부딘 30mg 과 아데포비어 

10mg(Hepsera®, GlaxoSmithKlein, Bradford, Middlesex, United 

Kingdom)를 병합하여 12주동안 투약 후 아데포비어는 중단하고 

클레부딘 단독을 계속 투약하는 군 20명(CLV+ADV 병합군) 두 

군으로 나누어 전향적으로 치료하였다. 대상 환자는 HCV 나 HIV 

감염이 없고, 암에 걸린 과거력이 없으며,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한 

과거력이 없고, HBsAg 양성, HBV DNA 가 

20,000IU/mL(105copies/mL)이상이며 ALT 수치가 정상범위 

상한치의 2배 이상이었다. 본 연구는 세브란스 병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허가를 얻고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  

분자생물학적 분석을 위해서는 항바이러스제 투약 12주째 HBV 

DNA 수치가 103copies/ml 이상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CLV 

단독군에서 3명, CLV+ADV 병합군에서 4명, 모두 7명을 선택하였다.  

7명의 환자에서 약제 복용 전 시점과 약제 복용 시작한 후 12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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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기능검사, HBeAg, anti-HBe, HBV DNA농도를 검사하였다(Figure  

1). 약제 내성변이종 검출을 위해서는 클로닝(cloning) 및  

염기서열분석(sequencing)방법(각 시점별로 20개의 클론),  

제한효소분절질량다형성(Restriction  fragment mass polymorphism, 

RFMP)법을  사용하여6,7 HBV Reverse transcriptase domain 내의 

돌연변이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다. 

 

 

Figure 1. The sampling of naïve chronic B viral hepatitis patients  

during treatment (CLV group vs CLV+ADV group). 

 

2. 혈청학적 분석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혈액으로부터 혈청을 분리하여, HBsAg, Anti- 

HBs, HBeAg, Anti-HBe 를 enzyme immunoassay (Dade Behring, 

Marburg, Germany)방법을 사용하였고, HBV DNA의 정량은 민감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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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IU/mL 인 real-time PCR (COBAS TaqMan HBV test, Roche 

Diagnostics,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TagMan test 에서 12 

IU/mL미만으로 검출되지 않을 경우 12IU/mL로 간주하였다. 

 

3. HBV DNA의 추출 

-70℃에 보관중인 혈청에서 Qiagen DNA kit(Qiagen, Mildren, 

Germany)를 이용하여 viral DNA를 추출하였다. 먼저 혈청 200μl를 

proteinase K 용액 20μl으로 56℃에서 10분간 반응시켰다.  

에탄올과 washing buffer를 사용하여 반응액을 침전하여 순수한 

DNA를 얻은 후 PCR 반응에 사용하였다. 

 

4. HBV Reverse transcriptase domain(RT-domain)의 증폭 

HBV polymerase의 RT domain은 혈청에서 추출한 DNA에서 Pfu 

DNA Polymerase(Solgent, Daejeon, Korea) 2unit, dNTP 4μl, 

specific primer 0.1μg/μL, 10X buffer 5μl 를 혼합하여 총 volume 

50μl로 Gene Amp PCR system 9700(Applied Biosys company, CA, 

USA)장비를 사용하여 증폭하였다. Primer는 sense primer(5’-CGA 

GGA CTG GGG ACC CTG CAC CGA A-3’, nucleotides 129-153), 

antisense primer(5’- GAG GAC AAC AGA GTT GTC GGT CCC-3’, 



16 

 

nucleotides 1351-1327)을 사용하였다. PCR의 반응 조건으로는 

denaturation에서 94℃로 1분, annealing에서 55℃로 1분, 

extension에서 72℃로 2분으로 정하였으며 40cycle을 실시하였다. 

PCR product를 2%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하여 PCR의 결과를 

확인하였고, gel elution을 하여 순수한 PCR product를 얻었다. Taq 

DNA Polymerase에 의한 nucletotide incorporation error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error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Pfu DNA Polymerase를 사용하여 나온 PCR product를 cloning에 

사용하였다. 

 

5. PCR 산물의 Cloning 

Cloning에는 StrataClone blunt vector kit(Agilent Technologies Inc, 

La Jolla, CA, USA)을 사용하였다(Figure 2). 추출한 PCR DNA 

product  3μl, Blunt vector (50ng/μL) 1μl 및 ligase 1μl를 넣고 

증류수를  첨가하여 10μl 가 되도록 한 다음 15℃에서 1시간 동안 

반응을  시켰다. 반응액 1μl에 대장균 DH5a competent cell 50μl를 

첨가하여 섞은 후 20분간 실온에 두었다. 다시 42℃에 40초 내지 

50초 동안 놔두어 heat shock을 실시한 다음 2분간 얼음에 

놔두었다가 1ml의 LB broth를 첨가하여 37℃에서 1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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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하였다. 배양액 20μl를 50μg/mL의 ampicillin이 포함된 LB agar 

plate에 접종하여 37℃에서 overnight 배양하였다. LB agar 

plate에서 생성된 colony중 백색을 나타난 colony를 50μg/mL의 

ampicillin이 포함된 LB broth 2ml에 접종하여 37℃에서 다시 

overnight 배양하였다. Plasmid의 분리추출에는 Qiagen Plasmid 

Purification Kit(Qiagen, Mildren, Germany)을 사용하였다. 배양액 

2ml를 3000rpm에서 10분간 원침하여 나온 pellet에 250μl 

부유용액 (50mM Tris-Cl pH 7.5, 10mM EDTA, 100mg/mL RNase 

A)을 첨가하여 잘 부유한 후 250μl의 세포용해액(0.2M NaOH, 1% 

SDS)을 첨가하여 용액이 완전히 맑아질 때까지 세워 두었다. 다시 

350μl의 neutralization solution(1.32M K.acetate, pH 4.8)을 

첨가하여 잘 섞은 다음 13000rpm에서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모았다. 상층액을 kit내의 column에 넣어 원심분리하고 몇 번의 

washing과정을 거친 후 elution buffer를 넣어 plasmid DNA를 

얻었다. Plasmid DNA는 restriction enzymes, Hind III와 Pst I(Roche 

Diagnostics Co., Indianapolis, IN, USA)을 사용하여 digestion하고 

agarose상에서 전기영동하여 클로닝의 성공여부를 확인한 후에 

염기서열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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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ap for the strataclone blunt PCR cloning vector 

pSC-B-amp/kan. 

 

6. 염기서열분석 

sequencing primer로는 사용한 vector내의 primer site를 

이용하였으며(Figure 3), ABI 3730xl Sequencer장비(Applied 

Biosystems Co., Foster City, CA, USA)를 이용하였다. 각 

sample로부터 얻은 모든 clone들의 sequence들은 MegAlignTM 

software(DNASTAR Inc, Madison, WI, USA)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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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SC-B-amp/kan blunt PCR cloning vector PCR product 

insertion site region. 

 

7. 제한효소분절질량다형성(Restriction fragment mass polymorphism, 

RFMP)6,7 분석 

HBV DNA는 혈청 200μl에서 QIAamp DNA Blood Kit (Qiagen, 

Chatworth, CA, USA)를 이용하여 제조사의 방법대로 분리하였다. 바

이러스 DNA 용액 2μl와 PCR 반응액 18μl로 PCR을 시행하였다. 

HBV DNA는 바뀐 염기에 반응하는 primer를 이용하여 PCR로 증폭

하였다. primer는 FokI인지서열(BtsCI인지서열과 동일)를 포함하였으

며 rt80, rt173, rt180, rt181, rt184, rt191, rt194, rt202, rt204, rt207, 

rt215, rt236, rt250 등의 변이 각각에 대해 여러 가지 크기의 유전자 

절편을 얻을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반응액은 Platinum Taq DNA 중

합효소(Invitrogen, Carlsbad, CA, USA) 0.4 units, primer 10pmol, 20 

mM Tris-HCl (pH 8.4), 50mM KCl, 0.2mM of dNTP였다. PCR 조건

은 94℃에서 2분간 predenaturation후 94℃에서 15초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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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aturation, 50℃에서 15초간 annealing, 72℃에서 30초간 

extension을 10회 반복 후, 94℃에서 15초간 denaturation, 55℃에서 

15초간 annealing, 72℃에서 30 초간 extension을 35회 반복하였다. 

이 산물에 FokI 및 BtsCI를 처리하고, FokI 효소는 3’으로부터 9개의 

염기부분에서 반대편 가닥은 13개의 염기에서 자르고, BtsCI는 3’로

부터 2개의 염기부분에서 반대편 가닥은 3’에서 잘랐다. 변이종이 포

함된 HBV DNA절편을 말디토프를 이용하여 질량 분석을 하였으며 

각 site의 돌연변이 유무를 질량 조견표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8.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연속형 변수의 비교의 경우, Wilcoxon rank sum test 및 

two-sample t-test 를 사용하였다. 혈청 HBV DNA 와 ALT 수치가 

시간 흐름에 따라 치료 전, 치료 12주째, 치료 24주째, 치료 36주째, 

치료 48주째 시점에서 두 군 사이에 감소 정도가 차이가 있는 지를 

알기 위하여 mixed model 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범주형 변수의 

비교는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를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Window 용 SAS ver 9.1 (SAS Inc., North Carolina, 

USA)을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 값이 0.05미만일 때 

유의한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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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환자군에 따른 clinical data분석 및 치료반응 결과 

약제 투약 전의 두 군 사이에 성별, 나이, 혈청 ALT수치, 혈청 

HBV DNA 수치는 두 군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Table 1).  

 

Table 1. The baseline characteristics of CLV group and CLV + ADV 

group. 

 CLV group vs CLV + ADV group P  value 

Proportion of male Sex (%) 12/20 (60) vs 9/20 (40) 0.342 

Age (Mean ± SD) 42.4±12.4 vs 45.9 ±10.6 0.336 

Serum ALT level (Median) 162 vs 141 0.702 

Liver cirrhosis (%) 0/20 (0) vs 3/20 (15) 0.230 

Mean Log HBV DNA level  7.46 vs 7.71 0.423 

HBeAg positive (%) 13/20 (65) vs 11/20 (55) 0.518 

 

2009년 유럽간학회 가이드라인26의 정의에 따르면 일차적 

무반응(primary non-response)은 CLV 단독군은 20명 중 1명으로 

5%였고 CLV+ADV 병합군은 0% 였으며 두 군 간에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다(p = 1.00). 바이러스 반응(virologic response)율은 

CLV 단독군은 20명중 14명으로 70%였고 CLV + ADV 병합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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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중 15명으로 75%였으며 두 군 간에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다(p=0.723). 부분바이러스반응(partial virologic response)율은 

치료 24주째 CLV 단독군은 20명중 13명(65%)이었고, CLV+ ADV 

병합군은 20명중 11명(55%) 이었으며 두 군 간에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다(p=0.519). 치료 48주 째의 부분바이러스반응율은 

CLV 단독군은 20명중 5명(25%), CLV+ADV 병합군은 20명중 

4명(20%)으로 두 군사이에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다(p=1.00).  

바이러스돌파(virologic breakthrough)는 CLV 단독군 20명중 1명과 

CLV+ADV 병합군 20명중 1명 모두 2명에서 발생하였으며 CLV 

단독군에서 발생한 환자는 아데포비어 단독투약후 호전되어 

경과관찰 중이며 CLV+ADV 병합군에서 발생한 환자는 외래에서 

RFMP 검사 후 치료방침을 정할 예정이다(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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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distribution of patients according to HBV DNA level. 

 

CLV 단독군과 CLV+ADV 병합군의 혈청 ALT 수치는 치료 시작 

전부터 약제투약 12주째까지 시점, 치료 시작 전부터 약제 투약 

24주째까지 시점, 치료시작 전부터 약제투약 36주째까지 시점, 치료 

시작 전부터 약제 투약 48주째까지 시점까지의 감소폭이 두 군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Table 2). 

 

Table 2. The ALT reduction of CLV group and CLV + ADV group. 

 
Median ALT Reduction  

[CLV vs CLV + ADV group] 
P  value 

At week 12 -84  vs -10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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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week 24 -111 vs -124  0.681 

At week 36 -113 vs -129.5 0.671 

At week 48 -112 vs -194 0.675 

 

CLV 단독군의 혈청 ALT 수치의 정상화율은 약제투약 12주째 

시점에서 85%였고 CLV+ADV 병합군의 혈청 ALT 수치의 정상화 

율은 약제투약 12주째 시점에서 95%였으며 두 군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p=1.00). 또한 약제투약 

24주째는 각각 90% 및 100%였고(p=1.00), 약제투약 36주째는   

각각 95% 및 100%였으며(p=1.00), 약제투약 48주째는 각각 100% 

및 100%였다(p=1.00)(Figure 5).  

 

 

Figure 5. The proportion of patients with normal ALT (CLV group  

vs CLV+ADV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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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V+ADV 병합군의 투약 전부터 투약 12주째까지의 혈청 HBV 

DNA 감소 정도와 투약 전부터 투약 24주째까지의 혈청 HBV DNA 

감소 정도는 CLV 단독군보다 통계학적으로 더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CLV+ADV 병합군에서 아데포비어 중단 후 

치료 36주와 48주째의 혈청 HBV DNA 감소 정도는 CLV 

단독군보다 혈청 HBV DNA 감소 정도가 상대적으로 많아 보였으나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다(Table 3, Figure 6). 

 

Table 3. The log (HBV DNA) reduction of CLV group and CLV + 

ADV group.  

HBV DNA reduction 
Median log (HBV DNA) reduction  

[CLV vs CLV + ADV group] 
P  value 

At Week 12 -2.67 vs -4.11 0.001 

At Week 24 -4.15 vs -4.97 0.036 

At Week 36 -5.26 vs -5.34 0.543 

At Week 48 -5.10 vs -6.07 0.919 

 



26 

 

 

Figure 6. The median change in serum HBV DNA from baseline in  

CLV group and CLV+ADV group.  

 

2. HBV RT 유전자 변이 검출  

CLV 단독군 3명과 CLV+ADV 병합군 4명의 클로닝 및 

염기서열검사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두 군 모두에서 투약 전에 

발견되었던 rtV191I변이가 12주째까지는 관찰되었으나 24주째는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두 군 모두에서 투약 12주째와 24주째에 

rtR153Q, rtS223A, rtI224V변이가 발견되었으며, 24주 째 두 군 

모두에서 rtI91L, rtP109S, rtT118N, rtN121I, rtI122L, rtQ130P, 

rtS135Y, rtK149Q, rtR153Q, rtI163V, rtI187V, rtS223A, rtI224V 

변이들이 발견되었다 (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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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0                           Week 12                        Week 24  

 

Figure 7. The overlapped mutations between CLV group and CLV+ 

ADV group. 

 

CLV 단독군의 증례 1 환자의 클로닝 및 염기서열검사결과에서, 

항바이러스제 투약 전에 rtR110S(1/20), rtV191I(3/20), 

rtA211D(1/20), rtL220I(1/20), rtN226T(1/20), rtF227I(1/20), 

rtL228H(1/20), rtL231K(1/20), rtI233R(1/20), rtL235I(1/20), 

rtP237R(1/20), rtN238H(1/20), rtN238D(1/20), rtY245D(1/20), 

rtL247I(1/20), rtN248M(1/20) 등의 변이들이 발견되었으며, 

항바이러스제 치료 12주째, rtD134E(2/20), rtR153Q(3/20), 

 CLV Group 

 

 

 

 

 CLV+ADV Group 

CLV Group 

V191I, R153Q,  

S223A, I224V 

 

 

 

CLV+ADV Group 

CLV Group 
 

I91L, P109S, T118N, 

N121I, I122L, Q130P, 

S135Y, K149Q, R153Q, 

I163V, I187V, S223A,         

I224V 

 

 

CLV+ADV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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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V191I(5/20), rtN238H(1/20)변이들이 발견되었고, 항바이러스제 

치료 24주째에는 rtR120S(2/20), rtM129V(2/20), rtR153Q(3/20), 

rtA181T(3/20), rtV191I(4/20)변이들이 발견되었다. 투약 12주, 24주 

시점과 비교하여 치료 전에 많은 변이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RFMP방법을 시행하여 치료 전 시점과 치료 12주째에 rtV191I변이가 

발견되었고 치료 24주째와 36주째 시점에서 rtA181T+rtV191I변이가 

발견되었다(Table 4).  

 

Table 4. Characteristics of patient (case 1, F/60) during clevudine 

monotherapy. 

 Week 0 Week 12 Week 24 Week 36 Week 48 

HBeAg/ 

Anti-HBe 
+/- +/- +/- +/- +/- 

Log(HBV DNA,  

copies/ml) 
8.61 5.15 4.67 4.13 4.74 

ALT (IU/L) 86 70 27 22 21 

RFMP V191I V191I A181T+ V191I A181T+V191I  

Cloning and 

sequencing 

R110S(1/20) 

V191I(3/20) 

A211D(1/20) 

L220I(1/20) 

N226T(1/20) 

F227I(1/20) 

L228H(1/20) 

L231K(1/20) 

I233R(1/20) 

L235I(1/20) 

P237R(1/20) 

N238H(1/20) 

N238D(1/20) 

Y245D(1/20) 

L247I(1/20) 

N248M(1/20) 

D134E(2/20) 

R153Q(3/20) 

V191I(5/20) 

N238H(1/20) 

 

R120S(2/20) 

M129V(2/20) 

R153Q(3/20) 

A181T(3/20) 

V191I(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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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V 단독군의 증례 2 환자의 클로닝 및 염기서열검사결과에서 

항바이러스제 투약 전 rtP177R(1/19)변이가 발견되었고, 투약 12주째 

rtI91L(15/15), rtP109S(15/15), rtT118N(15/15), rtN121I(15/15), 

rtI122L(15/15), rtY124N(15/15), rtQ130P(15/15), rtS135Y(15/15), 

rtK149Q(15/15), rtL175P(1/15), rtS223A(15/15), rtI224V(15/15) 

변이들이 발견되었고, 치료 24주째 rtI91L(14/14), rtP109S(14/14), 

rtT118N(14/14), rtN121I(14/14), rtI122L(14/14), rtQ130P(14/14), 

rtS135Y(14/14), rtK149Q(14/14), rtI187V(1/14), rtS223A(14/14), 

rtI224V(14/14)변이가 발견되었다. 투약 전보다 투약 12주째와 투약 

24주째에 많은 변이들이 발견되었으나 혈청 HBV DNA 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약제내성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5). 

 

Table 5. Characteristics of patient (case 2, M/35) during clevudine 

monotherapy. 

 Week 0 Week 12 Week 24 Week 36 Week 48 

HBeAg/ 

Anti-HBe 
+/- +/- +/- +/- +/- 

Log(HBV DNA,  

copies/ml) 
8.39 4.54 3.03 2.56 2.22 

ALT (IU/L) 105 102 113 71 48 

RFMP negative negative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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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ning and 

sequencing 

P177R(1/19) 

 

I91L(15/15) 

P109S(15/15) 

T118N(15/15) 

N121I(15/15) 

I122L(15/15) 

Y124N(15/15) 

Q130P(15/15) 

S135Y(15/15) 

K149Q(15/15) 

L175P(1/15) 

S223A(15/15) 

I224V(15/15) 

I91L(14/14) 

P109S(14/14) 

T118N(14/14) 

N121I(14/14) 

I122L(14/14) 

Q130P(14/14) 

S135Y(14/14) 

K149Q(14/14) 

I187V(1/14) 

S223A(14/14) 

I224V(14/14) 

 

  

 

CLV 단독군 증례 3 환자는 클레부딘 투약 전에 rtI163V(20/20)변이

가 발견되었고, 치료 12주째에는 rtA86V(1/19), rtI163V(19/19), 

rtN236K(1/19) 변이들이 발견되었고, 치료 24주째 rtI163V(20/20), 

rtL220P(1/20), rtS246Y(1/20)변이들이 발견되었다. 투약 전보다 투

약 12주째와 투약 24주째에 많은 변이가 발견되었으며 rtI163V는 치

료 시작 전부터 24주째까지 지속적으로 발견되었다(Table 6). 클레부

딘 치료 48주째 HBV DNA수치가 2.27x 105 IU/mL까지 증가하는 바

이러스돌파현상이 발생하였고 RFMP검사에서 rtM204I변이가 발견되

어 클레부딘 치료를 시작한지 60주째에 클레부딘을 중단하고 아데포

비어 10mg을 매일 투약하기 시작하였으며 아데포비어 투약 12주후 

시행한 HBV DNA수치가 3.13x 103

 

 IU/mL까지 감소하며 호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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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aracteristics of patient (case 3, F/58) during clevudine 

monotherapy. 

 Week 0 Week 12 Week 24 Week 36 Week 48 

HBeAg/ 

anti-HBe 
-/+ -/+ -/+ -/+ -/+ 

Log(HBV DNA,  

copies/ml) 
5.98 5.35 7.93 4.09 6.05 

ALT (IU/L) 273 40 244 51 30 

RFMP negative negative negative 
 

 
M204I 

Cloning and 

sequencing 

I163V(20/20) 

 

A86V(1/19) 

I163V(19/19) 

N236K(1/19) 

I163V(20/20) 

L220P(1/20) 

S246Y(1/20) 

  

 

CLV+ADV 병합군의 증례 4 환자의 클로닝 및 염기서열검사결과에

서 항바이러스제 투약 전 rtV84I(7/20), rtA96T(1/20), 

rtR110G(2/20), rtV173L(1/20), rtV191I(6/20), rtK212R(1/20), 

rtS219P(1/20), rtI214V(1/20) 변이들이 발견되었고, 치료 12주째, 

rtR110G(3/13), rtI122S(5/13), rtR153Q(1/13), rtV207L(1/13), 

rtF221Y(1/13), rtS223A(8/13), rtI224V(7/13) 변이들이 발견되었으

며, 치료 24주째 rtI91L(3/13), rtP109S(3/13), rtT118N(3/13), 

rtN121I(3/13), rtI122L(3/13), rtY124N(3/13), rtQ130P(3/13), 

rtL132P(1/13), rtS135Y(3/13), rtK149Q(3/13), rtR153Q(9/13), 

rtF178S(1/13), rtI187V(9/13), rtM204I(9/13), rtM204V(3/13), 

rtS223A(12/13), rtI224V(2/13), rtF227L(10/13), rtL229F(1/13)변이

들이 발견되었다. 투약 전보다 투약 12주째와 투약 24주째에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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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들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RFMP결과에서 치료 전에 rtV191I 변

이가 발견되었고, 치료 12주째 rtA181T+V191I변이가 발견되었으며, 

치료 48주째 rtV173L+rtA181T+rtV191I+rtM204I+rtM204V변이

가 발견되었다(Table 7). 하지만 viral load는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V191I변이는 약제 내성에 관여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7. Characteristics of patient (case 4, F/45) treated by 

short-term combination therapy with clevudine and adefovir. 

 Week 0 Week 12 Week 24 Week 36 Week 48 

HBeAg/ 

Anti-HBe 
+/- +/- +/- +/- +/- 

Log(HBV DNA,  

copies/ml) 
7.83 3.74 3.57 3.51 3.02 

ALT (IU/L) 98 55 49 52 44 

RFMP V191I 
A181T+ 

V191I 
  

V173L+ 

A181T+ 

V191I+ 

M204I+ 

M204V 

Cloning and 

sequencing 

V84I(7/20) 

A96T(1/20) 

R110G(2/20) 

V173L(1/20) 

V191I(6/20) 

K212R(1/20) 

S219P(1/20) 

I214V(1/20) 

 

 

R110G(3/13) 

I122S(5/13) 

R153Q(1/13) 

V207L(1/13)  

F221Y(1/13) 

S223A(8/13) 

I224V(7/13) 

 

I91L(3/13)  

P109S(3/13) 

T118N(3/13) 

N121I(3/13) 

I122L(3/13) 

Y124N(3/13) 

Q130P(3/13) 

L132P(1/13) 

S135Y(3/13) 

K149Q(3/13) 

R153Q(9/13) 

F178S(1/13) 

I187V(9/13) 

M204I(9/13) 

M204V(3/13) 

S223A(12/13) 

I224V(2/13)  

F227L(10/13) 

L229F(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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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V+ADV 병합군의 증례 5 환자의 클로닝 및 염기서열검사결과에

서 항바이러스제 투약 전 rtL82M(1/19), rtI169M(1/19)변이들이 발견

되었고, 치료 12주째, rtS119F(1/21), rtD131G(1/21), rtV214A(4/21)

변이들이 발견되었으며, 치료 24주째 rtR153Q(5/20), rtI187V(5/20), 

rtM204I(5/20), rtV214A(2/20), rtS223A(5/20), rtF227L(5/20)변이 

들이 발견되었다. 투약 전보다 투약 12주째와 24주째에 더 많은 변이

들이 발견되었다. RFMP결과에서 치료 24주째와 치료 48주째 

rtA181T변이가 발견되었다(Table 8). 24주 이후 48주까지 viral load

의 감소가 없어 rtA181T변이가 낮은 농도의 HBV DNA 수치 유지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Table 8. Characteristics of patient (case 5, M/23) treated by 

short-term combination therapy with clevudine and adefovir. 

 Week 0 Week 12 Week 24 Week 36 Week 48 

HBeAg/ 

Anti-HBe 
+/- +/- +/- +/- +/- 

Log(HBV DNA,  

copies/ml) 
8.54 4.01 3.12 3.12 3.12 

ALT (IU/L) 259 46 31 31 31 

RFMP negative negative A181T  A181T 

Cloning and 

sequencing 

L82M(1/19) 

I169M(1/19) 

 

S119F(1/21) 

D131G(1/21) 

V214A(4/21) 

 

R153Q(5/20) 

I187V(5/20) 

M204I(5/20) 

V214A(2/20) 

S223A(5/20) 

F227L(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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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V+ADV 병합군의 증례 6 환자의 클로닝 및 염기서열검사결과에

서 항바이러스제 투약 전 rtD131E(4/19), rtS213T(1/19), 

rtS223A(19/19)변이들이 발견되었고, 치료 12주째, rtD131E(3/16), 

rtS213T(2/16), rtS223A(11/16)변이들이 발견되었으며, 치료 24주째 

rtA86V(1/13), rtI163V(9/13), rtN236K(1/13)변이들이 발견되었다.  

rtS213T변이와 rtS223A변이가 투약 전과 투약 12주째에 계속 발견

되었으나 viral rebound는 관찰되지 않았다. 치료 24주째의 RFMP결

과에서 rtA181T변이가 발견되었다(Table 9). 

 

Table 9. Characteristics of patient (case 6, M/32) treated by 

short-term combination therapy with clevudine and adefovir. 

 Week 0 Week 12 Week 24 Week 36 

HBeAg/ 

Anti-HBe 
+/- +/- +/- +/- 

Log(HBV DNA,  

copies/ml) 
8.08 3.76 2.36 2.32 

ALT (IU/L) 114 I 61 35 26 

RFMP negative negative A181T  

Cloning and 

sequencing 

D131E(4/19) 

S213T(1/19) 

S223A(19/19) 

D131E(3/16) 

S213T(2/16) 

S223A(11/16) 

A86V(1/13) 

I163V(9/13) 

N236K(1/13) 

 

 

CLV+ADV 병합군의 증례 7 환자의 클로닝 및 염기서열검사결과에

서 항바이러스제 투약 전 rtH126P(1/20), rtD131G(5/20), 

rtR153Q(2/20), rtV191I(4/20), rtI224V(1/20) 변이들이 발견되었고, 

치료 12주째 rtD131G(4/20), rtV191I(3/20) 변이들이 발견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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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24주째 rtA200V(2/20) 변이가 발견되었다. 투약전과 비교하여 

투약 12주째, 투약 24주째에 변이가 더 적게 발견되었다. RFMP결과

에서 치료 전 시점과 치료 12주째에 rtV191I변이가 발견되었고, 치료 

24주째 시점과 치료 36주째 시점에서 rtV191I+rtM204I변이가 발견

되었다(Table 10). 

 

Table 10. Characteristics of patient (case 7, F/59) treated by 

short-term combination therapy with clevudine and adefovir. 

 Week 0 Week 12 Week 24 Week 36 

HBeAg/ 

anti-HBe 
+/- +/- +/- +/- 

Log(HBV DNA,  

copies/ml) 
8.54 4.01 3.82 3.20 

ALT (IU/L) 275 46 31 21 

RFMP V191I V191I V191I+M204I V191I+M204I 

Cloning and 

sequencing 

H126P(1/20) 

D131G(5/20) 

R153Q(2/20) 

V191I(4/20) 

I224V(1/20) 

D131G(4/20) 

V191I(3/20) 

 

A200V(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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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1940 년 결핵환자에서 streptomycin 의 조기 내성을 막기 위해 

sterptomycin 과 p-aminosalicylic acid 의 병합치료를 시행하며 만성 

감염성 질환에서 병합치료의 개념이 대두되었다. 이후 Delta trial 은 

후천성 면역결핍증(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환자에서 두 

약제의 병합치료가 단독치료를 순차적으로 시행한 것보다 내성방지 

측면에서 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최근에는 삼제병합요법이 

HIV 의 표준치료로 자리 매김하였다.25 이와는 달리 만성 B 형  

간염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병합치료는 아직 그 효과에 대한 방침이   

정립되지 않았으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만성 B 형 간염 

치료의 경우 라미부딘 단독치료를 장기간 시행하였을 때 라미부딘 

내성의 발생빈도는 5 년에 70%에 다다를 정도로 높고 아데포비어로 

교체한 후에도 아데포비어에 대한 내성발현이 2 년에 25%로 처음부터 

아데포비어를 쓴 경우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다.25 이러한 연속 단독 

요법(sequential therapy)은 약제내성발생을 조장함으로써 다약제내성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만성 B 형 간염에서 서로 

다른 작용기전을 가지는 항바이러스제의 병합치료가 단독치료에 비해 

우월하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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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구용 핵산유도체의 병합요법의 적응증은 비대상 

간경변증(decompensated liver cirrhosis), HBV 와 HIV 에 동시에 

감염된 경우, 간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들로 제한되고 

있다.27 상호보완적인 교차내성을 가진 라미부딘과 아데포비어 두 

약제들을  사용한 병합요법이 rtM204V/I 변이가 적게 발생시켜서 

내성발생을 예방하였지만, 단독요법과 비교하여 HBeAg 혈청소실 또는 

혈청전환을 일으키는 항바이러스 효과가 더 크지는 않았고,28,29  

peginterferon alfa-2a 와 라미부딘을 사용한 병합요법의 장점인 HBV 

DNA 억제효과는 치료 종료 후 없어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된 바 

있다.28,30,31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 B 형 간염에서 항바이러스제제의 

내성출현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근에 개발된 엔테카비어 또는  

테노포비어와 같이 내성발생의 위험이 적다고 알려진  항바이러스제를 

적절한 시기에 투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또한 만성 B 형  

간염 환자의 초치료시 내성을 최소한으로 유발시키는 최고의 약제 

조합을 찾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라미부딘, 텔비부딘, 클레부딘은 모두 L-nucleoside 계통의 약제로 

rtM204에 생기는 변이가 일차 내성변이이다.3 rtM204V/I변이는 

역전사효소(reverse transcriptase) 204번 코돈의 methionine이 valine  

또는 isoleucine 등으로 치환된 것이다. 과거에 YMDD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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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되었으나 현재는 새로운 명명법에 따라 이러한 명칭은 더 이상 

사용이 권고되지 않는다.2 라미부딘 투여시에는 rtM204I변이와  

rtM204V변이가 모두 발생하지만 텔비부딘이나 클레부딘 투여 중  

발생하는 주 변이는 rtM204I이다.32,33,34 rtM204V변이는 대개  

rtL180M변이를 동반하지만 rtM204I변이는 대개 단독으로 발생한다.  

rtM204변이는 모두 아데포비어 또는 테노포비어에 감수성이 있으나 

엔테카비어에는 약간의 교차내성이 있어 8배의 감수성 저하를 보인다. 

rtA181변이는 라미부딘 내성환자의 5%정도에서 발견되고 텔비부딘과 

클레부딘에도 감수성 저하가 확인되었다.35 이 변이는 아데포비어에  

대해 동시 내성을 보이나 엔테카비어에는 감수성이  

유지된다.36,37,38rtL180M과 마찬가지로 rtL80V/I, rtV173L, rtA200V,  

rtQ215S 등의 이차보상변이들은 단독으로는 라미부딘 내성을 보이지  

않으나 rtM204V/I변이 동반시 바이러스의 증식력을 증대시키고  

라미부딘 내성을 강화시킨다.39 또한 rtL80V/I변이와 rtQ215S변이는  

아데포비어에 교차내성이 있어 향후 아데포비어 구조치료시  

치료반응을 저하시킨다.40,41,42텔비부딘 내성시 rtM204I변이에 동반되는  

이차 보상 변이로 rtL80I/V변이 또는 rtL80I/V+rtL180M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34아데포비어는 rtN236T변이와 rtA181V/T변이가  

일차내성변이이다.43 아데포비어 내성변이 중 rtN236T변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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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데포비어에 대한 저항성은 야생종의 7-10배 수준이며  

rtA181V/T변이는 이보다 낮은 2.5-5배의 저항성을 보인다.44 때로 

rtN236T변이나 rtA181V/T변이를 동반하지 않고도 아데포비어에 대한  

내성을 보이기도 하는 데 그 예로는 rtV84M, rtS85A, rtV214A, 

rtQ215S, rtI233V, rtP237H, rtN238T/D변이 등이 있다.37,45 그 중  

rtA181T와 rtV214A, rtQ215S는 라미부딘과 교차내성이 있는 데 특히  

rtA181T의 경우 라미부딘과 아데포비어 병합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종종 발견된다.40,41,46임상적으로 이 변이가 특징적인 분비 장애로 인해  

간세포 내에 virion이 저류하게 되어 내성 발생에도 불구하고 혈청  

바이러스 수준이 크게 증가하지 않음으로써 진단이 늦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46 

라미부딘 내성에 관여하는 돌연변이는 대부분 YMDD변이(rtM204V 

본 연구에서도 CLV 단독군 환자 1명(증례 1)과  

CLV+ADV 병합군 3명(증례 4, 증례 5, 증례 6)에서 rtA181T변이가 

발견되었으나 바이러스돌파현상이 동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들 

변이에서도 특징적인 분비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또한 rtA181T변이가 발견되었던 환자들을 추적 관찰하며 바이러스 

돌파가 발생하였을 때 rtA181T변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약제감수성 

검사를 시행하여 phenotypic resistance를 증명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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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에 의한 것이며 아데포비어 내성에 관계하는 유전자는 

rtN236T변이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서로 교차내성이 없어 

아데포비어에 내성이 생기더라도 라미부딘으로 치료가 가능하다.47,48 

라미부딘 내성 변이 유전자와 아데포비어 내성변이 유전자가 같은  

유전체(genome)에 존재한다면 병합치료의 효과는 제한적이겠지만  

다른 유전체에 존재한다면 두 약제의 병합치료는 각각의 내성 

바이러스에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in vitro 연구에서는 라미부딘과 

아데포비어의 순차치료나 병합치료를 시행한 결과 발생한 내성 

바이러스의 조합은 라미부딘 내성균의 경우 아데포비어에 아데포비어 

내성균은 라미부딘에 각각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약제의 

병합치료에 대한 감수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고하였다.49 다른 in  vivo 

연구에서는 항바이러스제를 순차적으로 사용한 결과 약제내성이  

확인된 6명의 환자들의 혈청에서 각각의 내성 유전자가 같은 유전체 

내에 위치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clonal analysis를 시행하여  

215개의 clone 중 183개(85%)에서 내성 유전자가 동일 유전체 내에  

존재함을 밝혔다.39 이것은 두 약제의 병합치료를 할 경우 각각의 

약제에 대해 순차내성을 지닌 HBV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음을 

시사하지만, 증례수가 적어 일반화하기 어렵고 이들 중 라미부딘과 

아데포비어의 순차치료 및 병합치료를 시행하였던  3예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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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식을 시행받은 환자로 면역억제제의 사용이 다약제 내성 

바이러스의 출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병합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에서 발견된 rtA181T변이는 

라미부딘, 텔비부딘, 클레부딘에 대한 감수성이 저하되어 있고 

아데포비어에 대한 감수성도 낮아 다약제 내성을 유발하는 변이로 

보고된 바 있으며,36,40

본 연구에 포함되었던 환자들은 투약 12주째와 24주째 HBV 

DNA수치가 10

  rtA181T변이에 클레부딘 내성 변이 유전자와  

아데포비어 내성변이 유전자가 같은  유전체(genome)에 존재하는 

지를 확인하는 약제감수성 검사를 시행하여 추후 바이러스 돌파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향후 어떤 약제들의 조합으로 치료를 해야 할 지에 

대해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copies/ml이상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만성 

B형 간염의 치료에 있어서 약제 내성 발현은 중요한 문제인데, 핵산 

유도체로 치료 후 내성 발현율은 치료 후 혈청 HBV DNA와 관련이 

있고, 라미부딘으로 치료하였을 때 치료 6개월째 혈청 HBV DNA가 

103copies/mL이하이면 내성발현율이 13.0%로 103copies/mL이상일 

때의 63.2%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되었다.50,51 한편  

텔비부딘으로 치료하였을 때 치료 24주째 혈청 HBV DNA가 PCR에서 

검출되지 않은 경우는 (<300 copies/mL) 치료 2년째 내성발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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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았다(HBeAg 양성, 4%; HBeAg 음성, 2%). 반면 치료 24주째 혈청 

HBV DNA가 104copies/mL이상인 경우는 치료 2년째 내성발현율이 

높았다(HBeAg 양성, 30%; HBeAg 음성, 60%).

클레부딘[clevudine,1-(2-deoxy-2-fluoro-β-L-arabinofuranosyl) 

thymine, L-FMAU]은 pyrimidine nucleoside analogue로 in vitro 

연구에서 HBV의 증식을 현저히 억제하며, Epstein-Barr virus의  

증식도  부분적으로 억제하였다.

52,53 

54 Woodchuck hepatitis virus(WHV)에 

감염된 woodchucks에 클레부딘(10mg/kg)을 4주간 투여하였을 때 

바이러스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8 log10copies/mL), 바이러스의 증식 

억제 효과는 투여중단 12주 이상 유지되었다.54 클레부딘을  12주간 

투여하였을 때는  56주까지 혈청 WHV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2상 

임상연구에서 4주간 클레부딘 투여후 HBV 억제효과는 24주까지 

유지되었고,55 12주간  클레부딘 30mg을 투여한 임상연구에서 12주 째 

혈청 HBV DNA가 -4.49log10copies/mL로 감소하여 투여기간 중 

HBV 증식이 현저히 억제되었으며, 투여 중단 후 24주 째 혈청 HBV 

DNA가 -2.28 log10copies/mL로 감소하여 항바이러스 효과가 

6개월까지 유지되었다.56 HBeAg 양성 만성 간염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연구에서 HBV 유전자 변이는 24주째까지 클레부딘 투여군  

182명 중 5명에서 rtA181A/T, rtA181T, rtV191V/I변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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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었으나 혈청 HBV DNA의 돌파현상은 없었다. 위약군 61명 중  

4명에서도 rtL132M, rtA181S, rtV191V/I변이가 관찰 되었다.57 HBeAg 

음성 만성 간염환자를 대상으로 한 제 3상 임상연구에서 HBV 유전자 

변이는 클레부딘 투여군과 위약군에서  24주간 투약기간 중 관찰되지  

않았다.58 라미부딘 내성 HBV(rtM204I, rtL180M+rtM204V)에 대하여  

in vitro 실험에서 클레부딘은 내성을 나타낸 바 있다.19,59,60

CLV 단독군의 증례 1 환자의 경우 임상적으로는 투약 24주째와 

투약 48주째 부분바이러스반응을 보였다. rtV191I변이가 치료전, 투약 

12주째, 투약 24주째 발견되었으며, 라미부딘과 아데포비어에 각각의 

내성변이로 보고된 바 있는 Domain B의 rtA181T변이가 24주에 

발견된 것도 향후 이 환자에서 바이러스 돌파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CLV 단독군의 증례 2 환자의 경우 임상적으로는 

투약 24주째와 투약 48주째 부분바이러스반응을 보였다. 투약 전보다 

투약 12주와 투약 24주째에 많은 변이가 발견되었고, rtI91L(14/14), 

rtP109S(14/14), rtT118N(14/14), rtN121I(14/14), rtI122L(14/14), 

rtQ130P(14/14), rtS135Y(14/14), rtK149Q(14/14), rtS223A(14/14), 

rtI224V(14/14)들은 투약 12주째와 24주째에 모두 발견되었고 향후 

장기간의 임상 경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CLV 단독군의 증례 3 

환자는 임상적으로 치료 48주째에 바이러스 돌파현상을 보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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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MP검사에서 rtM204I변이가 발견되었으며, 클레부딘 투약전, 투약 

12주째, 투약 24주째에 모두 보였던 rtI163V변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CLV+ADV 병합군의 증례 4 환자는 임상적으로 투약 

24주째와 투약 48주째 부분바이러스반응을 보였다. 투약 12주째와 

투약 24주째에 모두 보였던 rtS223A, rtI224V, rtR153Q 변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투약 48주째 RFMP방법으로 발견된 

rtV173L+rtA181T+rtV191I+rtM204I+rtM204V변이는 약제내성을 

유발할 수 있는 변이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바이러스돌파현상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CLV+ADV 병합군의 증례 5 환자는 임상적으로 

투약 24주째와 투약 48주째 부분바이러스반응을 보였다. 투약 

12주째와 24주째에 rtV214A 변이가 계속 발견되었고, 24주째에 

L-nucleoside analogue의 대표적인 약제내성변이로 알려진 

rtM204I변이가 발견되었다. 24주째와 48주째에 시행한 RFMP검사에서 

발견된 rtA181T변이도 약제내성변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바이러스 돌파가 발생한 시점에서의 genotypic resistance와 

phenotypic resistance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CLV+ADV 

병합군의  증례 6 환자는 임상적으로 투약 24주째 부분바이러스반응을 

보였다. 투약 전과 투약 12주째에 발견된 rtD131E, rtS213T, rtS223A 

변이가 관찰되었으나 지속적인 바이러스 양의 감소가 있어 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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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과 관련은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24주째 RFMP검사에서 발견된 

rtA181T변이는 혈청 HBV DNA수치가 낮은 농도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데 관여했으리라 생각된다. CLV+ADV 병합군의 증례 7 

환자는 임상적으로 투약 24주째 부분바이러스반응을 보였다. 투약 

전과 투약 12주째에 rtD131G, rtV191I 변이가 발견되었고 투약 

24주와 36주째 RFMP에서 발견된 rtM204I변이가 추가되었으나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효과는 지속적으로 있었다. 하지만 향후 장기간 

추적 관찰 시 바이러스돌파 현상이 발생하는 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유 등이 이미 보고하였던 rtV191I 변이가 본 연구에 포함된 

클레부딘 단독 투약 받은 환자들에서는 투약 전, 투약 12주째, 투약 

24주째에 발견되었고, 병합치료 받은 군에서는 투약 12주 이후에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바이러스 유전자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점변이에 의한 다형성(natural polymorphism)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CLV 단독 군 3명 중 1명과 CLV+ADV 병합군 4명중 1명 모두 

2명에서 투약 전에 발견되었던 변이들이 12주째, 24주째로 갈수록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고, CLV 단독군 환자 2명과 CLV+ADV 

병합군 2명 모두 4명에서 투약 전보다 투약 12주, 24주로 갈수록 더 

많은 변이가 생기는 경향을 보였다. CLV+ADV 병합군 1명은 변이수가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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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변동이 없었다. CLV+ADV 병합군 환자 4명중 2명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변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미루어 교차내성을 가진 두 

가지 약제를 병합하더라도 HBV 유전자 변이 발생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실제로 이런 변이들이 모두 약제내성과 

연관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항바이러스제를 투약 받은 과거력이 없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104주간 라미부딘 및 아데포비어의 병합한 연구에서, 104주 동안의 

라미부딘 단독 치료한 경우와 비교하여, HBV DNA 감소와 ALT 

정상화는 병합치료 받은 환자들에서 더 많았지만, 병합치료 받은 

환자들에서 라미부딘의 대표적인 내성변이인 rtM204V/I변이가 

15%에서 발견되어 약제내성을 완전히 예방하지는 못하였다.29

본  연구에서의  클레부딘 및 아데포비어의 12주간의 병합요법은 

클레부딘 단독 투약한 경우보다 투약 24주까지 HBV DNA 감소효과가 

있었으나  오래 지속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병합치료의 기간을 

12주 이상  연장할 경우 HBV DNA감소 효과는 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CLV 단독군 3명과 CLV+ADV 병합군 4명의 클로닝 및 

염기서열검사 결과를 모두 합쳐서 비교한 결과, 약제 투약 전 시점에는 

rtV191I 변이가 발견되었고, 약제 투약 12주 째에는 rtV191I, rtR15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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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S223A, rtI224V변이가 발견되었으며, 투약 24주 째에는 rtI91L, 

rtP109S, rtT118N, rtN121I, rtI122L, rtQ130P, rtS135Y, rtK149Q, 

rtR153Q, rtI163V, rtI187V, rtS223A, rtI224V 변이들이 발견 되었다.  

이런 변이들이 오랜 기간 후에도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지에 대한 

후속연구는 필요하며 만약 바이러스돌파현상이 발생할 경우 그 

시점에서의 유전자형 내성을 확인하고 약제감수성 검사를 포함한 in 

vitro study를 시행하여 표현형 내성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백 등은 만성 B형 간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라미부딘 단독치료시  

3개월 시점에서 rtM204I변이가 없었던 환자들에서 바이러스 

돌파현상이 치료 1년 후에는 없었고[(0%(0/14)], 치료 2년 후에는  

14.3%(2/14)발생하였고, 3년 후에는 14.3%(2/14)발생한 반면에, 3개월 

시점에서 rtM204I변이가 있었던 환자들에서 바이러스 돌파현상이 치료 

1년 후에는 37.5%(6/16), 2년 후에는 75%(12/16), 3년 후에는 

75%(12/16)에서 발생하여, 라미부딘 치료 3개월 시점에서의  

tM204I변이 유무가 바이러스 돌파의 예측인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61,62 본 연구에서는 CLV 단독군 환자들 중 1명에서  

바이러스돌파 발생시 rtM204I변이가 발견되었고, CLV+ADV 병합군 

환자  2명에서  24주째에 rtM204I변이가  발견되었는데, CLV+A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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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군의 증례 4환자는 치료 24주째에 rtM204I(9/13)와 

rtM204V(3/13)변이가 발견되었고, CLV+ADV병합군의 증례 5 환자는 

치료 24주째에 rtM204I(5/20) 변이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장기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고 병합 치료받은 환자들에서 바이러스 돌파가 

발생하였을 때 genotypic resistance 및 phenotypic resistance를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CLV+ADV 병합군의 증례 5 환자에서 치료 

24주째 시행한 RFMP결과에서 rtA181T변이가 발견되었을 뿐 클로닝 

및 염기서열분석 결과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Table 8).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RFMP결과가 클로닝 및 염기서열분석결과와 일치하는 

경우도 있었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RFMP검사가 

viral population의 1%까지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sensitivity가 매우 

높은 것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6,7

본 연구는 대상 환자 수가 적고 장기간의 추적관찰이 아니었으며 

바이러스 돌파 현상도 전체 환자들 중 1명에서만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항바이러스 약제 내성을 완벽하게 파악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만성 B형간염 환자들의 초치료시 교차내성이 없는 

 클로닝 및 

염기서열분석방법의 경우 본 연구에서 각 시점마다 약 20개의 

클론밖에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변이가 적게 일어난 것을 민감하게 

찾아낼 수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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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CLV 병합 요법이 강력하게 HBV 증식을 억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향후 다약제 내성 예방에 병합요법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초 연구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만성 B 형 간염의 초치료시 교차내성이 없는 12 주 동안 단기간의 

항바이러스제 병합요법 (CLV+ADV)은 단독요법 (CLV)과 비교하여 

효과적인 혈청 HBV DNA감소를 유도하였으나 그 효과는 치료 시작 후  

24 주째까지만 유지되었다. 병합요법 중에도 HBV 중합효소 유전자  

변이는 다양하게 발생하였고 이는 유전적 다형성으로 추정되나 향후  

장기간의 추적 관찰 및 바이러스 돌파현상 발생시 약제감수성검사를  

통해 추가적인 표현형 내성의 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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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aim: The development of drug-resistant mutations during 

a long-term antiviral therapy is a major cause of the failed treatment of 

chronic hepatitis B. The short-term combination therapy using two drugs 

to prevent such drug-resistant mutations is a new treatment strategy, but 

no research has been conducted about its effect.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what variety of viral quasispecies of HBV exists in HBV 

DNA polymerase in chronic hepatitis B patients; to examine any changes of 

the distribution of viral mutations every 12 weeks before and after antiviral 

drug administration; to check if the short-term combination therapy of 

antiviral drugs has positive effects on the decrease of virus and the 

prevention of development of drug-resistant mutations. Methods: The 

eligible patients had positive HBsAg, with serum HBV DNA levels higher 

than 20,000 IU/ml(105copies/ml) and serum ALT levels twice higher than 

the upper limit of normal level. Exclusion criteria included co-infection 

with hepatitis C or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evidence of malignancy 

history; previous exposure to any nucleoside analog that is active against 

HBV. Between May 2007 and August 2009, a total of 40 chronic hepatiti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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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s were prospectively assigned to receive 30mg of clevudine once a 

day (CLV group; n=20) or 30mg of clevudine and 10mg of adevofir a day 

for 12 weeks and 30mg of clevudine once a day after 12weeks(CLV + ADV 

group; n=20). For a molecular analysis, a total of 7 patients who had serum 

HBV DNA levels on week 12 higher than 1.000 copies/ml (3 patients from 

the CLV group; 4 patients from the CLV + ADV group) were selected. A 

liver function test and the HBeAg/anti-HBe Ab/HBV DNA levels of 7 

patients were examined every 12 weeks before and after treatment. 

Cloning (20 clones each time) and the RFMP method were used to find 

drug-resistant mutations. Results: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in sex, age, ALT levels and HBV DNA 

levels before treatment. The degree of HBV DNA reduction in the CLV+ 

ADV group was better than that of the CLV group on week 12 and on week 

24 statistically, but not on week 36 and on week 48. [median, CLV group vs 

CLV+ADV group]; -2.67 vs -4.11, week 12, p =0.001; -4.15 vs -4.97, 

week 24, p = 0.036]. The rtV191I mutation was found before treatment and 

week 12, but not week 24 when the added results of the cloning and 

sequencing of 4 patients (CLV+ADV group) were compared with the added 

results of 3 patients (CLV group). The rtR153Q, rtS223A and rtI224V 

mutations were found on week 12 and on week 24 in both groups. The 

rtI91L, rtP109S, rtT118N, rtN121I, rtI122L, rtQ130P, rtS135Y, rtK149Q, 

rtR153Q, rtI163V, rtI187V, rtS223A and rtI224V mutations were found in 

both groups on week 24. The rtA181T+rtV191I mutation was found in 

Case 1 patient of the CLV group on week 24 through cloning and 

sequencing and the RFMP method. Also, the rtA181T+rtV191I mutation 

was found in Case 1 patient of the CLV group on week 36 by the RFMP 

method. The rtI163V mutation was found in Case 3 patient of the CLV 

group before treatment and on week 12 and week 24 by clon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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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ing. The rtM204I mutation was found in Case 3 patient of the CLV 

group by the RFMP method when a virologic breakthrough developed on 

week 48. The rtA181T+rtV191I mutation on week 12 and the 

rtV173L+rtA181T+rtV191I+rtM204I+rtM204V mutation on week 48 

were found in Case 4 patient of the CLV+ADV group by the RFMP method. 

The rtA181T mutation was found in Case 5 patient of the CLV+ADV group 

on week 24 and week 48 by the RFMP method. The rtA181T mutation was 

found in Case 6 patient of the CLV+ADV group on week 24 by the RFMP 

method. The rtV191I+rtM204I mutation was found in Case 7 patient of the 

CLV+ADV group on week 24 and week 36 by the RFMP method. 

Conclusion: The short-term combination therapy for the treatment of 

chronic HBV using clevudine and adefovir reduced HBV DNA levels more 

effectively, compared with the clevudine monotherapy. In the case where 

antiviral effect was not sufficient, despite the combination therapy, a 

variety of mutations were found within a virus gene, same as in the case of 

the monotherapy. The rtM204I mutation, known as the mutation of  

L-nucleoside analogues, was found in the CLV group when a virologic 

breakthrough developed. The rtA181T mutation, known as the multi-drug 

resistant mutation, was found in the CLV group. The rtM204I mutation, the 

rtA181T mutation and the rtM204V mutation accompanied by the rtV173L 

mutation were found in the CLV+ADV group. The rtN236T mutation, 

known as a mutation of ADV, was not found in the CLV+ADV group. 

Further study to check if these mutations are directly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clinically significant antiviral drug resistance and the 

subsequent treatment outcome is needed. 

 

 

Key Words : HBV, hepatitis B, combination therapy, drug resistance,  

m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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