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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골수억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성적 분석과 예후인자 발굴 

 

목적 : 조혈모세포이식은 혈액종양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에서 완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골수억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은 이식연관 조기 사망 및 중증 감염증 

등의 부작용으로 시술 대상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최근 이식 전 전처치의 강도를 줄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식편대 종양반응 (graft-versus-tumor effect) 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비골수억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술 

(non-myeloablative stem cell transplantation; NST) 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식 방법을 통해 치료와 연관된 독성 합병증을 

줄이면서 이식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비골수억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국내에서의 이식 성적 분석은 

아직 많이 보고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예후인자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골수억제성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의 

치료 성적을 분석하고, 이식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인자를 

발굴하고자 한다.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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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방법 : 본 연구에서는 2000 년 1 월부터 2005 년 12 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조혈모세포이식팀에서 비골수억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 받은 15 세 이상 성인 환자 51 명을 

대상으로 입원 및 외래기록을 검토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상환자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21 명, 골수 이형성 증후군 7 명, 만성 골수성 백혈병 

4 명, 다발성 골수종 6 명, 비호지킨 림프종 3 명, 재생불량성 빈혈 7 명, 

기타 질환 3 명이었으며, 이식 전 전처치는 fludarabine 을 기본으로 하여 

busulphan 을 사용한 환자는 22 명, cyclophosphamide 는 14 명, 

melphalan 을 사용한 환자가 7 명이었다.  

결과 : 전체 환자 중 44예 (86.3%) 에서 생착이 유도 되었으며, 7예 

(13.7%) 에서는 생착이 유도되지 않았다. 조직적합항원이 일치하는 

환자에 비해 조직적합항원 불일치 경우가 생착실패율이 의미 있게 

높았으며 (8.6% vs 60.0%, p=0.015), 비혈연간 이식이 혈연간 이식에 

비해 유의하게 생착실패율이 높았다 (30.0% vs 2.8%, p=0.028). 이식된 

총 유핵세포수, CD34 항원양성 세포, CD3 항원양성 세포, CD4 항원양성 

세포, CD8 항원양성 세포 모두 골수이식에 비해 말초혈액 조혈모세포 

이식 시 유의하게 많았으나 (p<0.001, p<0.001, p=0.002, p=0.012, 

p=0.027), 골수와 말초혈액 조혈모세포 이식간의 생착율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전체 환자 중 이식과 연관된 중증합병증 발병 및 사망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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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예 (37.3%), 11예 (21.6%) 에서 관찰되었으나, 골수이식과 말초혈액 

조혈모세포이식간의 이식 관련 합병증 차이는 없었다. 중등도 2 이상의 

급성 이식편대 숙주반응은 7예 (19.4%) 에서 관찰되었으며, 만성 

이식편대 숙주반응은 9예 (29.0%) 에서 관찰되었다. 골수이식과 말초혈액 

조혈모세포이식간의 급성 및 만성 이식편대 숙주반응 발병율은 차이가 

없었다. 급성 이식편대 숙주반응은 주입된 CD56 항원 양성 세포수가 

적을수록 발병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p=0.09), 만성 이식편대 

숙주반응의 경우에는 주입된 CD56 항원양성 세포수가 많을수록 발병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p=0.05). 전체 환자의 무병생존기간은 4개월, 

전체생존기간은 6개월이었으며, 만성 이식편대 숙주반응이 있었던 

환자에서 무병생존기간이 길었고 (p=0.02), CD3 항원양성 세포의 양이 

8.0×108/kg을 기준으로 8.0×108/kg 이상인 경우 (p=0.03), CD4 

항원양성 세포의 양은 3.0×108/kg 을 기준으로 3.0×108/kg 이상인 

경우가 무병생존기간이 길었다 (p=0.01). Alemtuzumab 을 사용하여 

골수로 조혈모세포를 채취하여 이식을 시행한 경우에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이 많았다 (p=0.031). 저장 철의 축적을 평가하기 위해 ferritin 

1000μ g/L을 기준으로 이식 성적을 평가했을 때, 1000μ g/L 이상인 경우 

무병생존기간이 감소하였으며 (p=0.04), 생착실패율도 높았다 (p=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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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비골수억제 조혈모세포 이식은 조직적합항원 

일치 여부, 공여자와의 관계, 조혈모세포의 채취부위에 따라 이식성적의 

차이를 기대할 수 있으며 주입 조혈모세포수, 이식 전 저장 철의 축적을 

반영하는 ferritin 수치가 이식의 예후 인자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되는 말 : 비골수억제성 조혈모세포 이식, 예후 인자, 저장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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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민유홍>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유 리 

 

Ⅰ. 서 론 

 

   조혈모세포 이식은 백혈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악성 종양과 재생 

불량성 빈혈 등 다양한 혈액 질환에서 완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골수억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술은 

고용량의 항암 화학요법과 방사선 조사 등을 통해 환자의 잔존 암세포를 

제거하고 거부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령인 

환자나 주 장기 기능부전이 동반된 경우 및 중증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이식과 연관된 사망률 (treatment related mortality) 이 높고, 고용량 

항암요법 및 전신 방사선 조사 (total body irradiation) 로 인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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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이 있어 시행할 수 있는 대상에 제한이 있다.  

골수억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술이 지닌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식 전 전처치의 강도를 줄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식성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되었고, 비골수억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술이 

대두되었다. 본격적인 임상 적용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며, 

전통적인 방법의 조혈모세포 이식에 비해 생착이 빠르고, 치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장점으로 인해 시행이 점차 

증가하였다1-4. 앞으로는 고령의 환자가 많아지고,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군이 증가하기 때문에, 향후 비골수 억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술의 

시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비골수억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술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하는데 점막염, 구토, 간정맥 폐쇄질환 (veno-occlusive disease) 등은 

경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이식편대 숙주반응이 문제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 중등도 2 이상의 급성 이식편대 숙주반응은 29~53%의 

환자에서, 만성 이식편대 숙주 반응의 경우 21~72%의 환자에서 

관찰되었고 일부 환자에서는 이식편대 숙주반응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기도 한다5. 하지만 이식이 시행된 시기가 길지 않아 예후 인자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비골수억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술의 이식성적을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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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분석하여 임상에 적용하면 

보다 좋은 성적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골수억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받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조직적합항원의 일치 여부, 공여자와의 관계, 조혈모세포 채취 

부위, 주입 조혈모세포수 및 이식 전 저장 철의 축적에 따른 치료 성적을 

비교해 보고, 예후 인자를 발굴하여 향후 치료 방침의 지표로 삼고자 

한다.  

 

 

 

 

 

 

 

 

 

 

 

 



 4

Ⅱ.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01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조혈모세포이식팀에서 비골수억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받은 15세 

이상의 성인 환자 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후향적인 연구로, 이 기간 동안 비골수억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입원기록과 외래기록을 검토하였다. 

환자들의 특성을 분류하고, 조직적합항원의 일치여부 및 공여자와의 관계, 

조혈모세포 채취 부위에 따른 이식 성적을 비교하였고, 주입 

조혈모세포수와 분획, 이식 전 저장 철의 축적 여부에 따른 치료 성적을 

비교하였다.  

 

가. 전처치 및 면역억제제 

모든 환자들은 fludarabine (30 mg/m2 , D-9 ~ D-6, 4일간 사용)을 

포함한 비골수 억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 받았으며, busulfan 

(3.2 mg/kg/d, D-8 ~ D-5, 4일간 사용), cyclophosphamide (60 mg/k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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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 D-2, 2일간 사용), melphalan (140mg/day, D-1), 또는 저용량 

전신 방사선 조사 (TBI ; total body irradiation, 2 Gy)를 포함하는 

전처치를 시행 받았다. T-세포 제거를 위해 alemtuzumab 

(MabCampath®, 20mg/day, D-8 ~ D-4, 5일간 사용)을 사용한 환자는 

14명, anti-thymocyte globulin (ATG, 10mg/kg/day, 4일간 사용)을 

사용한 환자는 18명이었다.  

 

나. 생착 

조혈모세포를 주입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중성구의 생착은 호중구가 

3 일 연속으로 0.5 x 103/μ L 이상인 날의 첫번째 날을 중성구 생착일로 

정의하였고, 혈소판은 수혈없이 7 일이상 20 x 103/μ L 으로 유지되는 

날의 첫번째 날로 정의하였다. 생착 여부는 복합 카이메리즘을 

유지하면서 이식 후 60 일이 경과해도 호중구가 회복되지 않거나 

골수검사상 세포 밀도가 낮은 경우를 생착 실패로 정의하였고, 이식 후 

공여자의 카이메리즘이 소실되는 경우를 생착 거부로 정의하였다 6. 

 

다. 이식편대 숙주반응  

이식 후 면역억제제로는 혈연간 이식인 경우에는 cylosporin (3 mg/kg, 

D-1 일부터 정맥주사) 을 사용하였고, 비혈연간 이식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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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rolimus (0.12 mg/kg, D-1 일부터 경구) 를 사용하였다. 이식편대 

숙주반응의 진단 및 정도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고7, 급성 이식편대 

숙주반응은 중증도 2기 이상인 경우부터 치료를 시작하였고, 만성 

이식편대 숙주반응은 광범위한 경우에 치료를 시행하였다. 치료 약제로는 

prednisolone 1-2 mg/kg/day이 사용되었고, 중증도 및 스테로이드의 

반응에 따라 면역 억제제를 병행하여 치료하였다.  

 

라. 거대세포 바이러스 선별검사 

거대세포 초기 항원 (early antigen)이 양성인 경우 또는 중합효소 

연쇄반응이 양성인 경우를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으로 정의하였고, 

거대세포 질환은 거대세포 혈증이 있으면서 폐렴 등의 감염증이 동반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거대세포 바이러스는 이식 전 면역글로불린 M, 

면역글로불린 G 수치를 측정하였고, 이식 후에는 2 주에 한 번 중합효소 

연쇄반응 또는 초기항원을 측정하였다. 거대세포 바이러스 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gancyclovir (5 mg/kg, 매 12 시간마다) 를 2 주간 

사용하여 음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 주입 조혈모세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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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이식편량 (TNC ; total nucleated cell) 및 조혈모세포인 CD 34 

항원양성 세포수를 측정하였고, T-세포의 분획인 CD3 항원양성 세포, 

CD4 항원양성 세포, CD8 항원양성 세포수를 측정하였다. NK-세포를 

반영하는 CD56 항원양성 세포수를 측정하여 주입된 세포의 총 부피를 

곱하여 몸무게로 나누어 계산하였으며, 단위는 총 이식편량은 108/kg, 

CD34 항원양성 세포는 106/kg, CD3 항원양성 세포, CD4 항원양성 세포, 

CD8 항원양성 세포는 108/kg, CD56 항원양성 세포는 107/kg 을 

사용하였다.  

 

바. 저장 철 측정 

저장 철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측정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는 

ferritin 수치를 이식 전 한 달에서 2 주 전의 범위에 측정하였고, 단위는 

μ g/L 를 사용하였다.  

 

3. 통계분석  

생존률 비교를 위해서는 Kaplan-Meier survival test를 사용하였고 

통계적인 의의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log rank test를 사용하였다. 각 

항목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chi-square test, student's t-test, person 

correlation을 사용하였다. 생존 및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 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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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기 위해서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 결과는 p-value가 0.05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이상의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Window release 

Ver. 12.0) package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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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조직적합항원 일치 여부에 따른 이식성적 

본 연구 기간 동안 본 조혈모세포이식팀에서 비골수억제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받은 환자는 51명이었으며, 남자 32명, 여자 19명이었고, 

연령은 16세에서 57세까지 분포하였으며, 중앙값은 39세였다. 

조직적합항원이 일치하는 환자는 46명이었고, 일치하지 않는 환자는 

5명이었다. 39명은 혈연간 이식을 시행받았고, 12명은 비혈연 이식을 

시행받았다. 질환별로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21명, 골수 이형성 증후군 

7명, 만성 골수성 백혈병 4명, 다발성 골수종 6명, 비호지킨 림프종 3명, 

재생불량성 빈혈 7명, 기타 질환 3명이었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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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ient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HLA identity 

 
Total patients

(n=51) 

HLA match 

(n=46) 

HLA mismatch 

(n=5) 

Median age (range) 39 (16-57) 39.5 (16-57) 36 (22-54) 

Sex (F/M) 19/32 16/30 3/2 

Diagnosis 

AML 21  17  4  

MDS 7  7  0  

CML 4  4  0  

SAA 7  6  1  

MM 6  6  0  

NHL 3  3  0  

Others †          3  3  0  

Preparative regimen (Fludarabine based) 

+Busulphan 22  20  2  

+Cyclophosphamide 14  12  2  

+Melphalan 7  7  0  

+Fludarabine only 5 5 0 

+TBI 3 2 1 

T-cell depletion    

+Alemtuzumab 14  10  4  

+ATG 18  18  0  

Stem cell source 

Peripheral blood (no, %) 37 (72.5) 35 (76.1) 2 (40.0) 

Bone marrow (no, %) 14 (27.5) 11 (23.9) 3 (60.0) 
† renal cell carcinoma, primary myelofibrosis  

AML : acute myeloid leukemia, MDS : myelodysplastic syndrome, 

CML : chronic myeloid leukemia, SAA : severe aplastic anemia, MM : 

multiple myeloma, NHL : non-Hodgkin’ s lymphoma, ATG : 

anti-thymocyte globu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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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합항원의 일치 여부에 따른 환자의 연령, 성별, 진단명, 전처치 및 

조혈모세포 채취 부위 등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환자들은 모두 

fludarabine 을 사용한 전처치를 시행받았으며, busulphan 을 사용한 

환자는 22명, cyclophosphamide 는 14명, melphalan 을 사용한 경우는 

7명이었다. T-세포 제거를 위해 alemtuzumab 을 사용한 환자는 14명, 

anti-thymocyte globulin 을 사용한 환자는 18명이었다. 말초 혈액에서 

채취한 조혈모세포로 이식을 시행한 환자는 37명이었으며, 골수에서 

채취한 환자는 14명이었다.  

이식을 시행받은 환자들의 생존 기간은 6개월이었고, 무병생존기간은 

4개월이었으며, 총 21명의 환자가 사망하였는데, 11명은 이식편대 

숙주반응 및 감염 등 이식과 관련해 사망하였고, 나머지 11명은 병의 

재발로 인해 사망하여 이식과 관련된 사망률은 100일 9.8%, 1년째는 

19.6%였다. 중증도 2이상의 급성 이식편대 숙주반응은 총 51명의 환자 

중 11명에서 발생하였고, 광범위한 형태의 만성 이식편대 숙주반응은 

15명에서 진단되었다. 거대세포 바이러스 혈증은 15명의 환자들에게서 

진단되었으며, 모두 gancyclovir 로 치료 후 음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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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ransplantation outcomes according to HLA identity 

 
HLA-match 

(n=46) 

HLA-mismatch 

(n=5) 
p 

Engraftment date (median) D+11.5  D+14 NS 

G-CSF use (days, median) 6 13  NS 

RBC transfusion (units, median) 2 7  NS 

Platelet transfusion (times, median) 7.5  12.5 NS 

Acute GVHD (%)  10/46 (21.7) 1/5 (20.0) NS 

Chronic GVHD (%) 11/46 (23.9) 0.0 (0/5) NS 

CMV infection (%) 12/46 (26.0)  3/5 (60.0) NS 

Graft failure (%)  4/46 (8.7)  3/5 (60.0) 0.02 

Relapse rate (%)  16/46 (34.8)  2/5 (40.0) NS 

Median OS (months, median, range) 7.5 (1-61) 5.0 (1-6) NS 

Median DFS (months, median, range) 4.5 (0-61) 5.0 (0-6) NS 

G-CSF : granulocyte colony stimulating factor, GVHD : graft versus 

host disease, CMV : cytomegalovirus, OS : overall survival, DFS : 

disease free survival 

 

조직적합항원의 일치 여부에 따른 생착일, 이식편대 숙주 반응,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 및 무병생존기간의 차이는 없었다. 전체 이식 

환자 중 18명이 재발하였는데, 16명은 조직적합항원이 일치하는 환자였고, 

2명은 일치하지 않는 환자였다. 총 7명의 환자가 생착에 실패하였는데, 

조직적합항원이 일치하는 환자는 4명, 일치하지 않는 환자는 3명으로 

차이가 있었다 (p=0.02).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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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혈연 관계에 따른 이식성적  

조직적합항원의 일치 여부가 생착 여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직적합항원이 일치하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공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이식 성적을 평가하였다. 환자의 연령은 비혈연간에서 높았으나 성별, 

진단명, 공여자의 성별 및 전처치의 차이는 없었다. 혈연간 이식에서 말초 

혈액으로 이식을 시행한 환자가 많았다. 

 

Table 3. Transplant outcomes according to donor 

 
Related 

(n=36) 

Unrelated 

(n=10) 
p 

Engraftment date (median) D+10 D+13 0.028 

G-CSF use (days, median) 5 9 0.019 

RBC transfusion (units, median) 2 8 0.07 

Platelet transfusion (times, median) 6 16.5  0.03 

Acute GVHD (%) 7/36 (20.0)  3/10 (30.0)  NS 

Chronic GVHD (%) 9/33 (27.3) 2/8 (25.0)  NS 

CMV infection (%)  9/36 (25.0)  3/9 (33.3)  NS 

Graft failure (%) 1/36 (2.8)  3/10 (30.0)  0.028 

Relapse rate (%)  12/39 (30.8) 5/12 (41.7) NS 

Median OS (months, median, range) 7.5 (1-61) 8.0 (2-39) NS 

Median DFS (months, median, range) 4.0 (2-61) 5.5 (0-39) NS 

G-CSF : granulocyte colony stimulating factor, GVHD : graft versus 

host disease, CMV : cytomegalovirus, OS : overall survival, DFS : 

disease free sur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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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연간 이식에서 생착일은 10일로 비혈연간 이식인 경우 13일에 비해 

짧았으며 (p=0.028), 과립구 촉진인자를 사용한 기간도 5일로 9일에 

비해 짧았고 (p=0.019), 적혈구 및 혈소판 수혈 횟수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생착 실패는 혈연간 이식에서 말초 혈액으로 시행한 경우 36명 

중 1명이었으나 비혈연 이식에서는 총 10명 중 3명으로 비혈연간 

이식에서 생착 실패가 많았다 (p=0.028). 급성 및 만성 이식편대 

숙주반응,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 및 무병 생존 기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표 3). 생착 실패는 공여자와의 관계 및 조혈모세포 채취 부위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면 (표 4), 혈연간에 말초 혈액으로 이식을 시행한 경우가 

30명중 1명, 비혈연간에 골수로 이식을 시행한 경우가 5명 중 3명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6). 

 

Table 4. Graft failure according to donor and stem cell source  

Related 

(n=36) 

Unrelated 

(n=10) 
 

PB BM PB BM 

Total 

+ 1 0 0 3 4 
Graft failure

- 29 6 5 2 42 

Total 30 6 5 5 46 

 PB : peripheral blood, BM : bone m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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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혈모세포 채취 부위에 따른 이식성적 

조직적합항원이 일치하며 혈연간 이식을 시행 받은 환자들 중 

조혈모세포 채취 부위에 따른 이식성적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환자의 

연령, 성별, 진단명, 및 전처치의 차이는 없었다 (표 5).  

환자의 분포는 남자 21명, 여자 15명이었고, 연령 분포는 

21세~57세였으며, 중앙값은 41.5세였다. 이 중 30명의 환자들은 말초 

혈액에서 채취한 조혈모세포로 이식을 시행받았고, 6명은 골수에서 

채취하여 이식을 시행받았다. 질환별로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12명, 골수 

이형성 증후군 6명, 만성 골수성 백혈병 4명, 다발성 골수종 4명, 

재생불량성 빈혈 5명, 비호지킨 림프종 2명, 기타 질환 3명이었다. 모두 

fludarabine 을 기본으로 전처치를 하였으며, busulphan 을 사용한 

환자는 16명, cychlophosphamide 는 9명, mephalan 을 사용한 경우는 

6명이었다. T-세포 제거를 위해 alemtuzumab 을 사용한 환자는 7명, 

anti-thymocyte globulin 을 사용한 환자는 1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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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atient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stem cell source in HLA 

matched and related patients 

 
All patients 

(n=36) 

Peripheral blood

(n=30) 

Bone marrow 

(n=6) 

Median age, range 41.5 (21-57) 42(23-57) 36(21-48) 

Sex(F/M) 15/21 11/19 4/2 

Diagnosis 

AML 12  9  3  

MDS 6  5  1  

CML 4  4  0  

SAA 4  3  1  

MM 5  4  1  

NHL 2 2  0  

Others†  3  3  0  

Preparative regimen (Fludarabine based) 

+Busulphan 16  12  4  

+Cychlophosphamide 9  8  1  

+Melphalan 6  5  1  

+fludarabine only 4 4 0 

+TBI 1 1 0 

T-cell depletion    

+Alemtuzumab 7  4 3  

+ATG 15  13  2  
† renal cell carcinoma, primary myelofibrosis  

AML : acute myeloid leukemia, MDS : myelodysplastic syndrome, 

CML : chronic myeloid leukemia, SAA : severe aplastic anemia, NHL :  

non-Hodgkin’ s lymphoma, ATG : anti-thymocyte globulin. 

 

생착일은 말초 혈액으로 이식을 시행한 경우 10일, 골수에서 채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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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4일이었고 (p=0.09), 과립구 촉진인자 투여기간은 각각 5일과 

10일로 말초 혈액으로 이식을 시행한 경우에서 짧았다 (p=0.012). 

적혈구 및 혈소판 수혈 횟수에는 차이가 없었다. 급성 이식편대 

숙주반응은 말초 혈액으로 이식한 경우 30명 중 6명으로 20%, 골수인 

경우에는 6명 중 1명으로 16.7%였으며, 만성은 각각 26.6%, 16.7%에서 

발생하였다.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 및 생착 실패율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평균생존기간은 말초 혈액인 경우 10개월, 골수인 경우 

4개월이었고, 무병생존기간은 각각 4.5개월, 4개월이었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표 6). 

 

Table 6. Transplant outcomes according to stem cell source 

 Peripheral blood

(n=30) 

Bone marrow 

(n=6) 
p 

Engraftment date (median) D+10 D+14 0.090 

G-CSF use (days, median) 5 10 0.012 

RBC transfusion (units, median) 2 3 NS 

Platelet transfusion (times, median) 6 10.5  NS 

Acute GVHD (%) 6/30 (20.0)  1/6 (16.7)  NS 

Chronic GVHD (%) 8/26 (30.7)  1/5 (20.0)  NS 

CMV infection (%) 7/30 (23.3)  2/6 (33.3)  NS 

Graft failure (%) 1/30 (3.3)  0/6 (0.0)  NS 

Relapse rate (%) 10/30 (33.3) 2/6 (33.3)  NS 

Median OS (months, median, range) 10  4 NS 

Median DFS (months, median, range) 4.5 4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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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SF : granulocyte colony stimulating factor, GVHD : graft versus 

host disease, CMV : cytomegalovirus, OS : overall survival, DFS : 

disease free survival 

 

4. 조혈모세포수에 따른 이식성적  

조직적합항원이 일치하며 혈연간 이식을 시행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말초 혈액으로 이식을 시행 받은 군과 골수로 이식을 시행 받은 군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말초 혈액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취한 경우 총 

이식편량 및 CD34 항원양성 세포의 양은 13.9(3.3-40.4)×108 /kg, 8.0 

(3.0-15.5)×106 /kg, 골수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취한 경우에는 각각 

7.5(3.1-8.5)×108 /kg, 2.5(1.1-5.7) ×106 /kg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p<0.001). 또한 CD3 항원양성 세포, CD4 항원양성 세포, CD8 

항원양성 세포의 값도 말초 혈액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취한 경우에서 

높았다 (p=0.002, p=0.012, p=0.027). 그러므로 이식편량에 따른 

이식성적을 평가하기 위해 말초 혈액으로 이식을 받은 환자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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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Infused cell dose according to stem cell source  

Cell dose Peripheral blood (n=30)

 median (range) 

Bone marrow (n=6) 

median (range) 
p 

TNC (×108/kg) 13.9 (3.3-40.4) 7.5 (3.1-8.5) <0.001 

CD34+cells (×106/kg) 8.0 (3.0-15.5) 2.5 (1.1-5.7) <0.001 

CD3+cells (×108/kg) 7.1 (0.8-26.8) 2.7 (1.2-4.3) 0.002 

CD4+cells (×108/kg) 2.5 (0.1-9.9) 7.9 (0.2-1.5) 0.012 

CD8+cells (×108/kg) 1.2 (0.1-4.6) 0.4 (0.2-0.4) 0.027 

CD56+cells (×107/kg) 0.5 (0.1-8.0) 0.5 (0.1-1.3) 0.896 

TNC : total nucleated cell 

 

가. 생착일 

주입된 조혈모세포수와 이식성적을 비교하기 위해, 생착일 및 과립구 

촉진인자 사용기간, 적혈구 및 혈소판 수혈 횟수와 총 이식편량 및 CD34 

항원양성 세포, CD3 항원양성 세포, CD4 항원양성 세포, CD8 항원양성 

세포, CD56 항원양성 세포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총 이식편량 및 CD3 

항원양성 세포, CD4 항원양성 세포는 각각 10×108 /kg 이상 (p=0.006), 

8×108 /kg 이상 (p=0.047), 3×108/ kg 이상 (p=0.048) 인 경우에 따라 

생착일에 차이가 있었다 (표 8). 하지만 과립구 촉진인자 사용 기간 및 

적혈구 및 혈소판 수혈 횟수는 주입 조혈모세포수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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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Engraftment date according to infused cell dose  

Infused cell dose 
Engraftment date 

median (range) 
p 

TNC≥ 10×108/kg 11.0 (1-17) 

TNC＜10×108/kg 7.0 (0-11) 
0.006 

CD3+≥ 8×108/kg 6.3 (0.8-26.8) 

CD3+＜8×108/kg 2.6 (0.7-4.3) 
0.047 

CD4+≥ 3×108/kg 2.4 (1.2-9.9) 

CD4+＜3×108/kg 0.6(0.2-1.5) 
0.048 

TNC : total nucleated cell 

 

나. 이식편대 숙주반응 

급성 이식편대 숙주반응 유무에 따른 세포수의 차이는 없었으나, 만성 

이식편대 숙주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CD56 항원양성 세포가 0.3(0.1-0.5) 

×107 /kg, 없는 경우에는 0.6(0.1-8.0)×107 /kg으로 이식편대 숙주반응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의 CD56 항원양성 세포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9 ; 

p=0.05). 광범위한 형태의 만성 이식편대 숙주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무병생존기간이 길었지만 (p=0.02), 주입된 세포수와의 관련성은 없었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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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hronic GVHD according to infused cell dose 

chronic GVHD 
Infused Cell dose 

present abscent 
p 

TNC (×108/kg) 16.7 (7.0-25.3) 14.0 (3.3-40.0) NS 

CD34+cells (×106/kg) 8.9 (4.0-12.4) 7.7 (3.0-15.5) NS 

CD3+cells (×108/kg) 11.6(1.6-18.2) 6.9 (0.8-26.8) NS 

CD4+cells (×108/kg) 4.6 (0.7-6.2) 2.4 (0.1-9.9) NS 

CD8+cells (×108/kg) 2.9 (0.2-3.9) 1.2 (0.1-4.6) NS 

CD56+cells (×107/kg) 0.3 (0.1-0.5) 0.6 (0.1-8.0) 0.05 

GVHD : graft versus host disease, TNC : total nucleated cell 

 

Figure 1. Disease free survival according to chronic GV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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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  

비골수억제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받은 환자들 중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이 있었던 환자는 15명이었고, 기저 질환이나 질병의 상태 및 

Chronic GVHD (-)

Chronic GVHD (+) 

P=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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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합항원, 말초 혈액 및 골수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주입  

조혈모세포수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 

환자 중 거대세포 바이러스 혈증이 있는 환자는 11명이었고, 폐렴 등의 

질환이 있는 환자는 4명이었으며, 감염 여부에 따른 생존 기간의 차이는 

없었다. 거대세포 바이러스 혈증만 있었던 환자에 비해 질환이 있는 

경우에서 전체 생존 기간이 짧았다 (그림 2).  

 

Figure 2. Overall survival according to CMV infection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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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세포 제거를 위해 사용한 전처치에 따라 비교하였을 때, 

alemtuzumab 을 사용한 환자는 14명 중 5명, anti-thymocyte globulin 

을 사용한 환자는 18명 중 4명에서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이 

CMV infection(-) 

CMV infection(+) 

P=0.52

CMV antigenemia  

CMV disease  

P=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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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으며, 발생빈도의 차이는 없었다. Alemtuzumab 을 사용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해보면, 14중 5명의 환자에서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이 진단되었는데, 기저 질환이나 질병의 상태 및 조직적합항원의 

일치 여부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5명은 모두 골수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취한 환자였으며, 말초 혈액으로 조혈모세포를 채취한 

경우에는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표 10). 또한,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이 없는 환자에서 주입된 CD34 항원양성 세포 

및 CD3 항원양성 세포가 많았다 (p=0.004, p=0.030).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 유무에 따른 전체 생존기간 및 무병생존기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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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MV infection status in the patients using alemtuzumab in 

HLA matched and related patients 

CMV infection 
 Present 

(n=5) 

Abscent 

(n=9) 

p 

Age, median (range) 36 (22-54) 36 (17-55) NS 

Stem cell source   0.031 

peripheral blood  0 6  

bone marrow  5 3  

 Disease status   NS 

   complete remission  4 7  

   advanced disease  1 2  

Donor type   NS 

  HLA matched sibling  2 5  

HLA matched unrelated  1 2  

HLA matched sibling  2 2  

Infused cell dose, median (range)    

   TNC (×108/kg) 3.7 (1.3-8.7) 7.8 (2.5-23.4) NS 

CD34+cells (×106/kg) 1.5 (1.0-2.6) 4.9 (1.9-12.0) 0.004 

CD3+cells (×108/kg) 1.5 (0.3-2.7) 4.5 (0.9-7.5) 0.030 

CD56+cells (×107/kg) 0.6 (0.1-2.4) 0.5 (0.1-8.0) NS 

Acute GVHD, grade Ⅱ-Ⅳ 1 0 NS 

Graft failure 1 3 NS 

TNC : Total nucleated cell, GVHD : graft versus host disease 

 

라. 무병 생존 기간 

 

CD3 항원양성 세포를 8.0×108 /kg을 기준으로 8.0×108 /kg 이상인 경

우가 미만인 경우에 비해 무병생존기간이 길었으며, 주입된 CD4 항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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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세포를 3.0×108 /kg로 분류했을 때, 3.0×108 /kg 이상인 경우가 미만

인 경우에 비해 무병생존기간이 길었다 (그림 3). 

 

Figure 3. Disease free survival according to number of infused 

CD3-positive or CD4-positive T-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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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장 철의 축적과 이식성적 

저장 철에 따른 이식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 조직적합항원이 일치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혈청 ferritin 을 기준으로 하여 1000μ g/L 이상인 

경우와 1000μ g/L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Ferritin 수치의 

중앙값은 776.0μ g/L  (범위 24.2 - 7148.0 μ g/L) 였으며, 환자군의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ferritin 수치가 높은 환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비율이 높았다. Ferritin이 1000μ g/L 이상인 환자군의 

이식 전 수혈 횟수는 적혈구 15단위, 혈소판 29.5단위였으며, ferritin이 

CD3＜ 8.0×108/kg

CD3≥  8.0×108/kg 

p=0.038

CD4＜ 3.0×108/kg 

CD4≥  3.0×108/kg  

p=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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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μ g/L 미만인 경우는 각각 10단위, 12단위로 차이가 있었다. 이식 

전 시행한 전처치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공여자와의 관계 및 

조혈모세포 채취 부위도 차이가 없었다. Ferrtin 수치에 따라 주입된 

조혈모세포 양의 차이도 없었다 (표 11).  

 

Table 11. Patient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serum ferritin level in 

HLA matched and related patients 

 ferritin ≥  1000μ g/L

(n=21) 

ferritin＜ 1000μ g/L 

 (n=24) 

p 
 

Median age, years 40 (16-50) 40 (16-57) NS 

Sex (F/M)   9/12  7/17 NS 

Diagnosis 

AML 14 2  

MDS 2 5  

CML 0 4  

SAA 4 1  

MM 0 6  

NHL 1 2  

Others†  0 4  

Conditioning regimen (Fladarabine based) 

+Busulphan 11  9  

+Cytoxan 5  7  

+Melphalan 1  6  

+Fludarabine only 3 2 

+TBI 1 0 

NS 

T-cell depletion   

+Alemtuzumab 7 (19.4) 4 (13.3) 

+ATG 9 (42.9) 9 (37.5)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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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cell source 

Peripheral Blood 14 (66.7) 20 (83.3) 

Bone Marrow 7 (33.3) 4 (16.7) 
NS 

Donor 

Related 14 (66.7) 22 (91.7) 

Unrelated 7 (33.3) 2 (8.3) 
NS 

Disease status 

Complete remission 10 18 

Advanced disease 11 6 
NS 

Cell dose, median(median, range) 

TNC (×108/kg) 9.96 (1.42-28.5) 12.85 (2.57-40.4) NS 

CD34+cells (×106/kg) 6.30 (1.13-10.6) 7.40 (1.97-15.5) NS 

CD3+cells (×108/kg) 4.9 (0.7-18.0) 5.7 (0.8-26.8) NS 

CD56+cells (×107/kg) 0.52 (0.12-2.42) 0.55 (0.12-8.0) NS 
† renal cell carcinoma, primary myelofibrosis 

AML : acute myeloid leukemia, MDS : myelodysplastic syndrome, 

CML : chronic myeloid leukemia, SAA : severe aplastic anemia, NHL :  

non-Hodgkin’ s lymphoma, ATG : anti-thymocyte globu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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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Transplant outcomes of patients according to serum ferritin level 

 

 
Ferritin≥  

1000μ g/L 

Ferritin＜ 

1000μ g/L 
p 

Engraftment date (median) D+12  D+10.5 0.053 

G-CSF use (days, median) 6  6  NS 

RBC transfusion (units, median) 2  2  NS 

Platelet transfusion (times, median) 7  7  NS 

Acute GVHD (%) 6/21 (28.6) 4/24 (16.7) NS 

Chronic GVHD (%) 4/18 (22.2) 7/22 (31.8)  NS 

CMV infection (%) 6/21 (28.6) 6/24 (25.0)  NS 

Graft failure (%) 4/21 (19.0) 0/24 (0.0)  0.04 

Relapse rate (%) 10/21 (47.6) 6/24 (25.0)  NS 

Median OS (months, median, range) 4.0 (1-41) 16.0 (1-61) NS 

Median DFS (months, median, range) 4.0 (0-41) 7.5 (0-61) 0.04 

G-CSF : granulocyte colony stimulating factor, GVHD : graft versus 

host disease, CMV : cytomegalovirus, OS : overall survival, DFS : 

disease free survival 

 

 

생착 실패는 ferritin 수치가 1000μ g/L 이상인 경우 21명 중 

4명이었으며, 1000 이하는 25명중 한 명도 없었다 (p=0.04). 생착 실패를 

보인 환자 4명은 모두 ferritin 수치가 1000μ g/L 이상이었고, 그 중 

3명은 3000μ g/L 이상으로 측정되어 이식 전 ferritin 수치가 높은 경우 

생착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완전 관해 상태에서 이식을 시행하는 경우 (p=0.016), 

골수보다는 말초 혈액으로 이식을 시행한 경우 (p=0.004), 형제간 이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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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 경우 (p=0.021), CD34 항원양성 세포수가 많은 경우 (p=0.023)에 

생착실패율이 낮았다. 다변량 분석을 시행한 경우에도 공여자와의 관계, 

조혈모세포의 채취부위, 이식 전 질병 상태 및 ferritin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식된 조혈모세포의 수가 많을수록 생착 실패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병 생존기간은 ferritin 수치가 1000 μ g/L 미만인 

경우가 길었다 (그림 4; p=0.041). 하지만 주입 조혈모세포수와 만성 

이식편대 숙주반응을 고려하여 다변량 분석을 시행해 보면, 

무병생존기간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없었다. 

 

Figure 4. Disease free survival curve according to serum ferriti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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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비골수억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은 기존의 골수억제 조혈모세포 

이식에 비해 동등한 효과를 보이면서 독성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했다. 비골수억제 조혈모세포 이식은 골수억제가 평균 28일 이내에 

빠르게 회복되며, VNTR 검사상 혼합 카이메리즘을 보이면서 

비혈액학적인 독성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과거에는 환자의 골수 기능을 

완전하게 억제하고 공여자의 조혈모세포의 기능을 살리는 것을 주된 

효과로 생각했었지만, 최근 여러 임상연구들을 통해 환자의 골수 기능을 

완전하게 억제시키지 않는 이식편대 종양효과 (graft versus tumor 

effect) 가 악성종양의 완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밝혀졌다8-9.  

조직적합항원이 일치하지 않은 환자 5례를 살펴보면, 일치하는 경우에 

비해 생착 실패율이 높았다. 조직적합항원이 일치하는 공여자는 

25~30%에 불과하며, 대다수의 환자들은 일배체 이상의 불일치 이식을 

고려해야 한다. 조직적합항원 불일치 이식은 특히 생착 실패와 이식편대 

숙주반응, 면역력의 회복이 느리다고 알려져 있으며10,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형제간 이식에서 요구되는 CD34 항원양성 

세포보다 10배 이상의 세포가 필요하고, 이식 편대 숙주반응의 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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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1× 104 /kg 이하의 T-세포 제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11. 

그러므로 최근에는 대량의 CD34 항원양성 세포를 주입함과 동시에 

T-세포를 제거하여 주입하여 이식 성적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Crawley 등은 186명의 비골수억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술을 시행 

받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혈연간 이식이 

비혈연에 비해 보다 좋은 성적을 보인다고 하였다12. 본 연구에서는 급성 

백혈병을 비롯한 혈액 질환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혈연간 이식에서 

생착일이 짧았으며, 수혈 요구량도 적었으며, 생착 실패율이 낮았다. 혈연 

및 비혈연간 이식은 총 이식편량 및 조혈모세포수에 차이가 있었는데, 

비혈연간 이식시에는 형제간에 비해서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혈연간에 말초 혈액으로 

이식을 시행한 경우와 비혈연간 골수로 이식을 시행한 경우에 생착 

실패율의 차이가 컸으며, 이식을 시행할 때 말초 혈액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좋은 성적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혈연 관계에 따른 이식 성적의 차이를 배제하기 위해 조직적합항원이 

일치하는 환자들 중 혈연간 이식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혈모세포를 말초 

혈액에서 채취한 경우와 골수에서 채취한 경우를 비교하였다. 말초 

혈액으로 이식을 시행한 경우에 총 이식편량 및 조혈모세포수, C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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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원양성 세포, CD4 항원양성 세포, CD8 항원양성 세포가 모두 많았으며, 

생존 기간 및 무병생존기간에 차이는 없었지만, 생착일까지의 기간이 

골수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취한 경우에 더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과립구 촉진인자 사용 기간도 길었다.  

비골수억제 조혈모세포 이식은 골수억제성 이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처치로 인한 독성 및 싸이토카인 등의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주입된 

T 세포의 분획에 따른 이식 성적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립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총 이식편량 및 

조혈모세포수, CD3 항원양성 세포, CD4 항원양성 세포, CD8 항원양성 

세포, CD56 항원양성 세포의 분획에 따른 이식성적을 비교하였는데, 총 

이식편량 및 CD3 항원양성 세포, CD4 항원양성 세포를 각각 10×108 /kg 

이상, 8×108 /kg 이상, 3×108 /kg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세포수가 많은 

경우에 생착 기간이 단축되고, 무병생존기간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ai 등은 말초 혈액으로 시행한 비골수억제 조혈모세포 

이식에서 CD8 항원양성 세포의 양이 많을수록 무병생존기간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정확한 기전을 밝히지는 못했지만, CD8 

항원양성 세포가 직접적으로 이식편대 종양효과를 나타냄으로써 가능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했다18. 본 연구의 결과에서 CD4 항원양성 세포의 

경우에도 싸이토카인 분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면역 반응이 촉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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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편대 종양효과를 나타내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앞으로 T 세포의 분획에 따른 이식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 질병과 

전처치등 다양한 변수에 따른 평가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급성은 차이가 없었지만, 만성 이식편대 숙주반응은 CD56 항원양성 

세포가 낮은 경우 발생이 증가하였다 (p=0.05). 이는 주입된 T-세포의 

양이 골수에 비해 말초 혈액에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CD56 

항원양성 세포가 낮은 경우 급성 이식편대 숙주반응이 증가하였는데, 

비골수억제 이식편대 숙주반응에서 자연살해 세포가 많은 경우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연살해 세포의 양에 따른 

발생 빈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자연살해 세포는 항 백혈병 효과를 

나타내며, 이식편대 숙주반응을 감소시키고, 거대세포 바이러스의 

활성화를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14-15.  

비골수억제 조혈모세포 이식에서는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16. 본 연구에서는 공여자와 환자 모두 이식전 

거대세포 바이러스 면역 글로불린 G가 양성으로 고위험군에 속해 있었다.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은 기저 질환이나 질병의 상태 및 조직적합항원, 

말초 혈액 및 골수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이식된 조혈모세포의 

수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Alemtuzumab 은 T-세포를 제거함으로써 

이식편대 숙주반응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된 CD52 항원양성 단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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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인데, 이식편대 종양효과가 적을 수 있으며, 감염 증가 등이 문제로 

알려져 왔다17. 본 연구에서는 alemtuzumab 을 사용한 환자가 

anti-thymocyte globulin 을 사용한 환자에 비해 거대세포 바이러스 

혈증의 발생 빈도의 차이는 없었지만, 일찍 진단되는 경향을 나타내며, 

말초 혈액에 비해 골수를 사용하여 이식을 시행한 경우에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이 많았다18. Alemtuzumab 을 사용한 환자에서 골수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취한 경우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의 빈도가 유의하게 

증가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alemtuzumab 을 사용하여 골수에서 채취한 

조혈모세포로 이식을 시행하는 경우 거대세포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19.  

생체내 과다한 철분 침착은 활성 산소를 발생시켜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간경변, 장기 손상이 생기며, 바이러스성 간염 및 

이식편대 숙주반응,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혈액 종양 질환을 

진단받은 환자들은 이식을 시행하기 전까지 골수 억제로 인한 수혈 

요구량이 많으며, 이로 인해 저장 철이 축적된다. 하지만 체내에 철분의 

양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데는 침습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철분의 양을 측정하고 있으며, ferritin 은 저장 철을 측정하는 

유용한 척도로 알려져 있다.  

Altes 등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 받은 2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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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ferritin 수치가 높을 경우에 생존률이 감소하고, 이식과 관련된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20. 본 논문에서는 저장 철을 평가하는 

척도로 ferritin 을 측정치를 사용하였고, 1000 μ g/L를 기준으로 하였다. 

생착 실패는 ferrtin 수치가 1000 μ g/L 이상인 경우가 21명 중 

4명이었으며, 1000 μ g/L 이하는 24명중 한 명도 없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4). 또한 무병 생존률도 ferritin 수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4). 또한, Bullen 등은 철의 축적은 감염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하였는데21, 본 연구에서는 감염과의 유의한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Ferritin 수치가 1000 μ g/L 이상인 경우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이 많았는데,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지만 백혈병 환자들의 수혈 

횟수가 다른 질환에 비해 많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에 비해 다발성 골수종, 림프종 등 

다른 질환의 이식 성적이 더 좋다는 보고는 없기 때문에 ferritin 수치에 

따른 생착과 무병 생존률의 차이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식 당시 환자들은 급성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이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급성 염증반응으로 인한 ferritin 수치 증가는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amble 등은 100-150단위의 적혈구를 수혈할 경우 24-40g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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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철이 축적되는데,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 받는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 평균 50-60단위 이하의 적혈구 수혈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22. 적은 

단위에서도 저장 철이 축적되는 이유로 철분 흡수가 과다하거나 이식 전 

시행 받은 항암 화학요법 등으로 인해 장 점막이 손상과 관련이 있다는 

가설도 있으며, 최근에는 철분의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hepcidin 의 

발현 이상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또한 Butt 등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ferritin 수치와 함께 C282Y 의 

변이가 있는 경우 저장 철의 축적이 증가된다고 보고하였다23.  

하지만 ferritin이 비골수억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질병을 단일화하여 수혈량에 따른 관련성 및 ferritin 

수치에 대한 분석이 시행되어야 하며, 저장 철을 제거하기 위한 킬레이트 

제재들을 사용하여 사용 전후의 ferritin 수치를 비교하여 이식 성적을 

평가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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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저자들은 2001년부터 2005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 병원에서 비골수억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술을 시행받은 15세 

이상의 환자 51명을 대상으로 각 환자군의 특징과 이식과 관련된 

항목들을 나누어 비골수억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의 성적을 평가하고, 

예후와 관련된 인자들을 조사하였다.  

1. 조직적합항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착 실패율이 높았다. 

공여자의 관계에 따라서는 혈연간 이식을 시행한 경우가 생착일이 짧았고, 

수혈 요구량도 적었으며, 생착 실패율도 낮았다.  

2. 말초 혈액을 사용하여 이식을 시행한 경우 골수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 총 이식편량 및 조혈모세포의 수, CD4 항원양성 세포, CD8 

항원양성 세포가 많았고, 생착일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과립구 

촉진인자 사용기간이 짧았다.  

3. 주입된 조혈모세포수와 이식 성적을 비교해 보면, 총 이식편량 및 

CD3 및 CD4 항원양성 세포는 각각 10×108 /kg 이상, 8×108 /kg 이상, 3

×108 /kg 이상인 경우에 생착일이 짧았고, CD3 항원양성 세포, CD4 항원

양성 세포가 많은 경우 무병생존기간이 길었다. 급성 이식편대 숙주반응

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만성 이식편대 숙주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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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56 항원양성 세포가 0.3 (0.1-0.5)×107 /kg, 없는 경우에는 0.6 

(0.1-8.0)×107 /kg 으로 만성 이식편대 숙주반응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의 

CD56 항원양성 세포의 양이 많았다.  

4. Alemtuzumab 을 사용한 경우 anti-thymocyte globulin 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이 보다 일찍 진단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골수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취하여 이식을 시행한 경우에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이 많았다.   

5. 저장 철과 이식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 ferritin 수치를 측정하였는데, 

생착 실패는 ferrtin 수치가 1000μ g/L 이상인 경우 21명 중 4명이었고, 

1000μ g/L 이하는 25명중 한 명도 없었으며, 무병 생존 기간도 ferritin 

수치가 1000μ g/L 이상인 경우 더 짧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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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utcomes and prognostic factors of non-myeloablative preparative 

regimens for allogeneic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Kim Yuri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o Hong Min) 

 

Objective :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HSCT) is 

effective therapy for hematologic and neoplastic diseases. 

Non-myeloablative preparative regimens allow fast engraftment and 

reduce the risks of treatment related mortality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conditioning regime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clinical outcomes and prognostic factors of 

non-myeloablative stem cell trans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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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 The medical records of 51 patients who received 

non-myeloablative conditioning regimens from 2001 to 2005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Results : 44 patients achieved engraftment and 7 patients had graft 

failure. Graft failure was associated with HLA-mismatched (p=0.015) 

and unrelated transplantation (p=0.028). Peripheral blood product 

contained more TNC, CD34-positive cells, CD3-positive T-cells, 

CD4-positive T-cells, CD8-positive T-cells than bone marrow 

product (p<0.001, p<0.001, p=0.002, p=0.012, p=0.027).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rates of graft failure between stem cell 

sources. Severe complication at NST occurred in 19 patients (37.3%), 

Eleven patients (21.6%) died due to transplantation-related causes. 

Seven patients demonstrated grade Ⅱ~Ⅳ acute GVHD (19.4%) and 

nine patients experienced extensive chronic GVHD (29.0). The 

proportion of CD56-positive cells demonstrated positive correlation 

with acute GHVD (p=0.09) and negative correlation with chronic 

GVHD (p=0.05). The median disease free survival was 4 months. 

Patients infused with higher CD3-positive T-cells and CD4-positive 

T-cells as well as who experienced chronic GVHD (p=0.02) sh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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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er disease free survival (p=0.03, p=0.01). The use of alemtuzumab 

as an immunosuppressive agent for NST appeared to be associated 

with a higher incidence of CMV infection only in patients receiving 

bone marrow as a stem cell source (p=0.031). Iron overload before 

NST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graft failure (p=0.04) as well as 

delayed engraftment day (median 12 vs 10.5 days, p=0.053).  

Conclusion : Our results suggested that HLA identity, relation of donor, 

stem cell source, infused cell populations and serum ferritin level 

might be an important prognostic factor to predict outcomes after 

NST.  

------------------------------------------------------

Key Words : non-myeloablative stem cell transplantation, stem cell 

source, iron over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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