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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많은 항바이러스제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B형간염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간 

이식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 억제 치료 시 항 B형간염바이러스 

면역글로불린(Anti-hepatitis B immunoglobulin, HBIG) 치료는 아직도 가장 중요한 

약물요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진은 간 이식 환자에서의 6개월 간의 약동학 

연구를 통해, HBIG의 약동학적 파라미터와 이에 대한 영향인자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용법용량 별로 유지요법 시기에 목표 농도 도달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tool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95% 환자가 목표 농도 이상의 HBIG 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용량은 ‘목표 농도 X 20’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다수의 

대학병원에서 통상적인 HBIG 유지 요법의 목표 농도를 최소 300 IU/L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6,000 IU의 용량을 월 1회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서론 

B형간염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 중증

의 간질환에 대한 유일한 치료 방법은 간이식이

다. B형간염바이러스는 간이식이 이루어진 이후

에도 우리 몸에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러한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 혹은 억제하여 이

식편(graft)에 대한 재감염을 예방(prophylaxis)하

는 것이 간이식의 성패를 좌우한다. 많은 항바이

러스제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항 B형간염바이러

스 면역글로불린(Anti-hepatitis B 

immunoglobulin, HBIG) 투여는 현재까지도 이러

한 예방적 약물요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

지고 있다.  

이러한 HBIG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항

바이러스제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끊임 없이 이루

어지고 있으며, HBIG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최대

한 넓은 투여 간격으로 최소량만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면역글로불린이라는 제

제의 특성으로 인해 생산 단가가 높아 약가 부담

이 크고, 반드시 정맥 주입으로 투여해야 하므로 

투여를 위해서는 환자가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감

염의 예방을 위한 최소 혈중 농도를 유지하기 위

해 반드시 투여하여야 하는 최소 용량이 얼마인

가는 HBIG 요법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어왔다. 

본 연구진은 간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에 

걸친 HBIG의 농도 측정을 통해 혼합효과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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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하고, 이를 통해 용법 및 환자 특성에 따라 

최소혈중농도 유지에 필요한 용량을 산출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모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

한, 해당 모듈을 활용하여 현재 일반적으로 적용

되는 최소혈중농도 별로 최적의 유지 용량을 추

천하여 보았다. 

이론 및 계산방법 

약동학적 혼합효과 모형 확립을 위한 데이터

는 중증 B형간염바이러스 감염 질환으로 인해 가

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간이식을 받은 20

명의 환자로부터 획득하였다. 환자의 연령은 53.6 

± 9.5세(평균 ± 표준편차)였으며, 체중은 72.51 ± 

9.94 kg(평균 ± 표준편차)였다. 모든 환자에게 고

정된 10,000 IU의 HBIG를 간이식수술 1주일까지

는 매일, 이후 한달까지는 매주 1회, 이후 6개월

까지 매월 1회 투여하였으며, 혈중 농도 데이터

는 최대농도 및 최소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간이식수술 후 1, 7, 28, 84, 168일 째에 확보하였

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총 208개의 혈중농도 데

이터를 모델 확립에 활용할 수 있었다. 

약동학적 혼합효과 모형 확립에는 NONMEM 

(version 7.3, Icon Development Solutions, LLC, 

Hanover, MD, USA)을 이용하였다. HBIG에 대한 

기존의 보고에 근거하여 1구획모형으로 약동학

적 파라미터 추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간이식

수술 후 시간 경과에 따라 HBIG의 청소율이 감소

하는 모형을 얻을 수 있었으며, 환자의 임상데이

터에서 확보한 간이식 후 체내에 잔존하는 B형간

염바이러스의 DNA titer가 높을수록 HBIG의 전

반적 농도가 낮은 특성 역시 모형에 반영할 수 있

었다. 최종적으로 얻은 고정효과 모형은 아래와 

같다. 
 

𝐶𝐶𝐶𝐶 = 𝑅𝑅𝐶𝐶 ∙ 𝑒𝑒−𝑘𝑘RC∙𝑇𝑇𝑇𝑇𝑇𝑇𝑇𝑇     
     +(𝑆𝑆𝐶𝐶 − 𝐷𝐷𝐶𝐶 ∙ (1 − 𝑒𝑒−𝑘𝑘DC∙𝑇𝑇𝑇𝑇𝑇𝑇𝑇𝑇)) 
 

𝐹𝐹 = 1 − 𝐷𝐷𝐷𝐷𝐷𝐷𝛾𝛾

𝐷𝐷𝐷𝐷50
𝛾𝛾 + 𝐷𝐷𝐷𝐷𝐷𝐷𝛾𝛾 

 

또한, 위의 모형에 반영된 파라미터의 집단대표

값은 아래의 표에 나타낸 바와 같다. 
 

Parameter Estimate Unit 

RC 0.440 L/h 

SC 0.0350 L/h 

DC 0.0286 L/h 

kRC 0.0350 h–1 

kDC 0.00402 h–1 

VD 3.20 L 

DT50 1,050 IU/mL 

γ 0.445 - 

Table 10. HBIG 약동학 모형의 파라미터 추정치 
 

여기에 개인 간 차에 의한 각 파라미터 별 분산의 

크기와 각 측정치에 대해 발생하는 잔차 분산의 

크기를 임의효과로서 반영하였다. 
 

Parameter Estimate 

BSV of RC 86.7 (as CV%) 

BSV of SC 4.35 (as CV%) 

BSV of kRC 93.6 (as CV%) 

BSV of VD 14.0 (as CV%) 

13 0.654 

pe
2 0.317 

al
2 354 

pl
2 0.0660 

Table 11. HBIG 약동학의 임의효과 추정치 

BSV: Between-subject variability 

CV: Coefficient of Variation 

13: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RC and kRC 

pe
2: Variance of proportional error for the observations 

until POD2 

al
2: Variance of additive error for the observations after 

POD2 

pl
2: Variance of proportional error for the observations 

after PO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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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모형을 R (version 3.3.2)를 이용하여 시뮬레

이션 코드로서 구현하였으며, 이를 웹사이트로 

접근하여 다양한 용법, 용량, 환자 요인 등을 입

력하여 기대되는 최소농도 도달률 등을 시뮬레이

션하는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과 및 논의 

개발한 모듈을 통해 모델이 개발된 원래 데이

터가 잘 설명되는 것을 visual predictive check 방

법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를 다른 상황에도 외삽

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여러 가지 용량, 용법(투여 간격), 환자 특성

(DNA titer)에 따라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였으나, 

본 결과에는 대표 사례로서 현재 다수의 종합병

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량-용법인 10000 

IU/month를 기준으로 하여, 이보다 낮은 용량에

서도 동일한 용법 사용 시, 간이식 후 1년 시점에 

최소 유지 농도인 300 IU/L를 유지할 수 있는가

를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figure 1과 같

다.  

본 시뮬레이션에서 95%의 환자가 300 IU/L을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은 6,000 IU로 평가되었다. 

또한, 특정 최소유지농도를 유지하는 환자의 비

율을 기준으로 투여 용량을 환산하여 보았을 때, 

90%, 95%, 및 99%의 환자가 최소유지농도를 유

지하기 위해서는 IU/L 단위의 최소유지농도 값에 

각각 15.3, 18.2, 및 25.1을 곱한 값의 IU 단위로

서의 용량을 투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값은 여전히 오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의학 분야의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활용

하기에는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다 현실적인 결과로서 90%, 95%, 및 99%의 환

자에서 최소유지농도유지를 위한 용량은 각각 최

소유지농도 값의 15배, 20배, 25배로 추천 가능

하였다. 
 

 
Figure 18. 용량 별 투여 후 1달 간의 예측 농도 
 

결론 

본 시뮬레이션은 지금까지 정성적으로만 제시

되었던 HBIG 관련 용량 조정 방법(DNA 양성 환

자에서는 증량, 초기에는 빈번하게 투여하고, 이

후 투여 간격 점차 증가)에 대한 최초의 정량적인 

접근 시도이다. 웹사이트 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 별로 반드시 필요한 용량의 HBIG 투여

가 가능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비 절감과 

환자 불편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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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에는 대표 사례로서 현재 다수의 종합병

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량-용법인 10000 

IU/month를 기준으로 하여, 이보다 낮은 용량에

서도 동일한 용법 사용 시, 간이식 후 1년 시점에 

최소 유지 농도인 300 IU/L를 유지할 수 있는가

를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figure 1과 같

다.  

본 시뮬레이션에서 95%의 환자가 300 IU/L을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은 6,000 IU로 평가되었다. 

또한, 특정 최소유지농도를 유지하는 환자의 비

율을 기준으로 투여 용량을 환산하여 보았을 때, 

90%, 95%, 및 99%의 환자가 최소유지농도를 유

지하기 위해서는 IU/L 단위의 최소유지농도 값에 

각각 15.3, 18.2, 및 25.1을 곱한 값의 IU 단위로

서의 용량을 투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값은 여전히 오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의학 분야의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활용

하기에는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다 현실적인 결과로서 90%, 95%, 및 99%의 환

자에서 최소유지농도유지를 위한 용량은 각각 최

소유지농도 값의 15배, 20배, 25배로 추천 가능

하였다. 
 

 
Figure 18. 용량 별 투여 후 1달 간의 예측 농도 
 

결론 

본 시뮬레이션은 지금까지 정성적으로만 제시

되었던 HBIG 관련 용량 조정 방법(DNA 양성 환

자에서는 증량, 초기에는 빈번하게 투여하고, 이

후 투여 간격 점차 증가)에 대한 최초의 정량적인 

접근 시도이다. 웹사이트 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 별로 반드시 필요한 용량의 HBIG 투여

가 가능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비 절감과 

환자 불편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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