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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KSBMT)에서 학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KSBMT Handbook “조혈모세포이식의 실제”을 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희 학회에서는 2014년부터 조혈모세포이식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혈액학을 
처음 시작하는 젊은 혈액학도들이 조혈모세포이식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이 작은 핸드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비록 시작은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을 지 모르지만 본 핸드북은 해를 거듭할
수록 조혈모세포이식 아카데미와 함께 더욱 알차게 만들어질 것 입니다. 조혈모
세포이식의 일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는 실질적인 진
료 길잡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침 올 해가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로 본 핸드북의 발간은 우리 학회가 더욱 성숙하고 학문적으로
도 크게 도약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간 조혈모세포이식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혈모세포원
이 골수에서 말초혈액과 제대혈로 급속히 변화하였으며, HLA 체계와 면역학에 
대한 이해는 타인 조혈모세포이식을 급속도로 증가시켰고, 최근에는 가족 반일
치이식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식편대 숙주반응과 이식 후 감염의 관리도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핸드북이 단지 혈액학을 처음 접하는 
젊은 혈액학도뿐만 아니라 중견 혈액학자들, 조혈모세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 
이식 관련 간호사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핸드북은 그 동안 조혈모세포이식 아카데미에서 강의와 토론을 담당하셨
던 선생님들이 정성을 다해서 원고를 작성해 주셨으며 학회의 교육위원회 위원
들이 편찬을 맡아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저자들과 편집위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교육과 조혈모세포이식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 회원님들도 조혈모세포를 이용하여 치료될 
수 있는 많은 질병이 완치될 그 날까지 학회와 함께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KSBMT Handbook “조혈모세포이식의 실제” 발행을 축하드리며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의 발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기원합니다. 

2016년 8월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교육위원장   원 종 호
회장   이 재 훈

이사장   이 종 욱



축      사

KSBMT Handbook “조혈모세포이식의 실제” 발간을 축하하며

과거 반세기 동안 조혈모세포이식 분야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국내
에서도 다양한 질병 분야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이 표준화된 치료기법으로써 자리 
잡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이식을 위한 발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혈모세포이식은 이식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임상경험을 가지고 있는 의료
진 뿐 아니라 환자와 가족들의 병에 대한 이해와 치료의지도 중요하며 여러 
의료전문 분야의 협력이 필수적인 치료입니다. 또한 조혈모세포 기증자들의 
호응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관심도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 핸드북은 조혈모세포이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 
실제 이식 치료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임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구성되어 있어 이제 막 조혈모세포이식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의료인은 물론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혈모세포이식이 시행된 지 이미 34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이식 건수도 이미 26,000명을 넘었으며 과거 골수이식이라는 국한된 개념에서 
벗어나 백혈병을 대표로하는 악성혈액질환과 악성림프종은 물론 난치성 혈액질
환, 고형암, 불응성자가면역질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효과적이며 희망적인 치료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성적들을 볼 때에도 이미 
세계적인 치료 수준에 도달하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조혈모세포이식요법의 실제“와 같은 핸드북이 발간된 것
은 매우 기쁜 일이며, 특히 조혈모세포이식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더더욱 
뜻 깊은 일로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이 핸드북의 발간에 혼신의 노력을 한 학회임원들과 편집위원들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6년 8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초대회장  김  동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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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 생물학적 특성

연세의대 내과 정  준  원

1 조혈작용

Figure 1. 조혈 과정

- 사람은 매일 1,000억개에서 1조개 정도의 혈액세포를 새로 만들어냄. 신체의 

다른 기능들에 비해 노화의 영향을 적게 받는 조혈기능은 성체줄기세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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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인 ‘조혈모세포(hematopoietic stem cell, HSC)’ 때문임. 

- HSC는 줄기세포의 대표적 특성인 자가재생(self renewal) 능력과 분화 

(differentiation)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분화함에 따라 다능전구세포(multi-

potent progenitor) 단계를 거쳐 수임전구세포(committed progenitor) 단계

를 지나 최종 성숙세포로 분화됨. 조혈계통이 크게 골수계(myeloid)와 림프계

(lymphoid)로 갈라지는 단계는 수임전구세포단계로 알려져 있음.

2 줄기세포로서의 조혈모세포

Figure 2. 비장에서의 colony-forming unit 실험 개요

- ‘줄기세포’는 1960년대에 처음으로 Till 박사 등이 방사선을 조사한 쥐의 혈액 

내로 다른 쥐의 골수세포를 주입하면 비장 내에서 조혈세포들의 콜로니

(colony-forming unit in the spleen, CFU-S)가 발생한다는 것을 관찰한 후 

제안되었으며 스스로 자가재생할 수 있는 능력과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큰 특징이었음. 

- 하지만, 이 당시 ‘줄기세포’로 제안된 세포는 실제로는 분화능력은 있으나 스스

로 자가재생할 수 있는 능력은 잃은 수임전구세포이긴 하였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학계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줄기세포’는 이후 여러 연구진들에 의해 

다양한 줄기세포 모델을 제안하게 된 밑거름이 되었음.

- 또한 조혈모세포의 재증식능력을 정량화하기위해 ‘재증식 단위(re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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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RU)’, 즉 1×105개 골수세포의 재증식능력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재증식 능력을 1 RU로 정의하게 되었음.

3 조혈모세포의 특징

Figure 3-1. 조혈모세포의 대표적 세포표면항원들

- 다양한 골수세포들 중에서 소수로 존재하는 조혈모세포 및 각 분화단계별 조혈

세포들을 구별하고 분리해내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세포표면항원

을 이용하는 유세포분석으로 조혈모세포 또는 특정 분화단계의 조혈세포에서

만 발현되거나, 발현되지 않는 세포표면항원들의 조합을 이용함. 예를 들어 

사람 조혈모세포 표면의 특징으로는 lineage 표지자, CD38, c-Kit은 발현되지 

않고, CD133, CDCP1, VEGFR2는 발현되는 특징을 이용함. 

- 임상적으로 조혈모세포를 구별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되는 표면항원인 CD34 

역시 세부분화단계별로 발현되는 않는 시기와 발현되는 시기가 존재하는데, 

CD34 외에도 다양한 세포표면항원들이 사람 또는 동물의 조혈모세포를 분리하

기 위해 이용됨.

이렇듯 세포표면항원을 이용한 유세포분석법의 발전은 조혈모세포군 내에서 

장기조혈모세포(Long-term HSC)와 단기조혈모세포(short-term HSC)의 분리

도 가능케해주었는데 Weissman이나 Nakauchi 등, 많은 연구진들이 더욱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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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리를 위한 표지자 조합들을 보고하고 있으며, 시람 뿐 아니라 동물실험을 

위한 표지자 조합에 대한 정보도 다양함.

Figure 3-2. 사람 조혈모세포 분화단계 별 세포표면항원발현 특성

4 조혈모세포 관련 실험연구법

Figure 4. Clony-Forming Cell as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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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학 분야에서 줄기세포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조혈모세포에 대한 다양한 

생체외(in vitro) 및 생체내(in vivo) 측정기법을 이용하게 되며 대표적 생체외측

정법으로는 CAFC (cobblestone-area forming cells), LTC-IC (long term 

culture-initiating cells) 등이 있고, 대표적 생체내측정법으로는 CFU-S (colony 

forming unit in the spleen)이나 조혈모세포이식 후 장기재구성법 등이 있음. 

- 이 중 Metcalf 박사가 소개한 CFC 측정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골수세포를 

채취하여 여과와 희석과정을 거쳐 적절한 검체를 만든 후, merhycellulose 

기반의 배지에서 배양하고자하는 세포군에 맞게 SCF, TPO, IL-3, EPO 등의 

다양한 cytokine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배양하여 배지 상에서 형성되는 colony

를 관찰하는 연구기법임.

- LTC-IC법은 대상 세포를 수 주간 배지에서 배양하며 장기적 배양능력을 확인하

는 것으로, 4주 이내에서만 배양되는 세포는 성숙세포나 전구세포이고, 이후 

4개월 정도까지 배양되는 세포는 다능전구세포나 ST-HSC이며, 4개월이 지나

서도 계속 배양되는 세포는 LT-HSC임.

- 생체내측정법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쥐를 이용한 이식법들 중에서는 

NOD/SCID 마우스를 이용하는 재구성분석법이나 종이 서로 상이한 2개의 

쥐를 이용한 경쟁적 재구성분석법 등이 대표적임. 조혈모세포는 비어있는 조혈

모세포미세환경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능이 있기때문에 이식 시에 상대적으로 

더 건강한 조혈모세포의 이식이 가능하게 됨.

5 조혈모세포의 운명

Figure 5-1. 휴지기 및 활성기 조혈모세포 전자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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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체내에서 조혈모세포는 두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첫번째 형태는 휴지상태인 

quiescent HSC와 활발히 cell cycle이 진행되어 자가재생 또는 분화과정에 

참여하는 cycling HSC임. 이러한 기능적 차이는 세포내 소기관, 세포표면항원, 

대사 등에서도 차이가 나게 하는데 휴지상태의 HSC는 상대적으로 미토콘드리

아의 양이 적고 CD34이 표현되지 않으며, 무산소대사에 의존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ROS를 가지고 있음.

Figure 5-2. 조혈모세포의 3가지 세포분열 형태

- 조혈모세포 분화에는 크게 3가지 형태의 세포분열이 있다고 알려져 있음. 1형은 

두개의 동일한 조혈모세포로 자가재생분열되는 것이고, 2형은 하나의 조혈모세

포와 하나의 분화세포로 분열되는 것, 마지막 3형은는 두개의 분화세포를 분화

분열되는 것임.

- 매일매일 필요한 충분한 수의 성숙혈구세포를 생성하는 동시에 일정한 조혈모

세포 수를 유지하기 위해 이 세가지 형태의 세포분열이 내인적 조절과 외인적 

조절 모두를 위해 매우 효과적으로 조절됨.

- 또한 이식 시에 혈액으로 주입된 조혈모세포는 조혈모세포 생존에 적합한 미세

환경으로 귀소하는 능력과 재구성능을 가지고 있기에 혈액에서 골수내로, 또 

신체내 여러 골수내로 적절히 이동하여 적합한 구성환경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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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혈모세포와 미세환경

Figure 6. 골수 내 미세환경

- Shofiled 박사 등에 의해 소개된 미세환경(microenvironment or niche) 이라

는 개념은 현재는 정상 줄기세포뿐 아니라, 각종 종양줄기세포에서도 받아들여

지고 있는 개념으로 골수 내 미세환경은 골모세포, 파골세포, 신경세포, 혈관세

포, 지방세포 등등 골수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세포들에 의해 형성되며, 크게 

골모성 미세환경(osteoblastic niche)와 혈관성 미세환경(vascular niche)으로 

나뉨.

- 골모성 미세환경은 휴지상태 조혈모세포가 주로 존재하며 자가재생과 같은 

활동을 하는 공간이며 분화 단계를 거치면서 점차 혈관성 미세환경으로 이동하

며 성숙한 혈구세포들을 생성하게 됨. 세포성 미세환경 뿐아니라 조직산소분압

과 같은 물리적인 성질들도 미세환경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임.

7 조혈모세포와 노화

- 이론적으로 줄기세포는 노화하지 않아야하나, 노화에 따라 휴지능, 재구성능, 

귀소능이 감소한다거나 계통 분화의 이상이 생기는 등의 변화는 일어날 수 

있음. 이러한 노화현상의 발생에 다양한 세포 스트레스가 역할을 하며,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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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S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고, ROS가 미세환경부터 휴지기의 조혈모

세포를 나오게 하는 역활을 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음.

8 결론

- 조혈모세포는 대표적인 성체줄기세포로 난치성 혈액질환의 중요 치료법 중 

하나인 조혈모세포이식술을 가능케 하는 주요소임. 

- 조혈모세포는 줄기세포에 대한 개념을 제공해주었을 뿐 아니라, 세포분열, 분화, 

미세환경 등등 현대 의학에서 중요한 여러 분야에서 생명현상에 대한 지식을 

깊게 해주었음.

- 앞으로 혈액학 및 이식의학을 이끌어가는 의학자로서, 또한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하는 전문의로서 조혈모세포에 대한 보다 이해는 출발점이자 지향점임을 

잊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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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MT Handbook

조혈모세포이식 면역학적 특성

가톨릭의대 소아청소년과 정  대  철

1 조혈모세포이식과 면역학의 역사

- 조혈모세포이식은 방사선 개발과 함께 쥐 실험을 통하여 조혈기능이 회복된다

는 결과를 근거로 시작되어 1968년에 인간에서의 첫 조혈모세포이식이 시행되

었으나, 면역학적 개념이 확립되지 않아 1970년대까지는 생존율이 매우 낮았

음. 생착거부(graft failure), 재발(relapse), 그리고 이식편대숙주질환(graft 

versus host disease, GVHD)이 주된 사인이었음. 

- 이 후 HLA (human leukocyte antigen) 개념이 도입되면서 생착거부와 GVHD 

발생이 감소하기 시작함. 

- 전처치(conditioning)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통하여 고용량 cyclophos-

phamide의 사용으로 재발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전신방사선조사(total body 

irradiation, TBI)과의 병용 전처치나, TBI 대신 busulfan과 cyclophos-

phamide를 이용한 전처치 등으로 이식 성적이 향상되어 이러한 전처치법이 

현재까지 조혈모세포이식의 기본적인 전처치 요법임.

- Methotrexate가 급성이식편대숙주질환(acute GVHD, aGVHD) 발생을 감소

시킨다는 실험적 결과가 확인되어 동종조혈모세포이식에 도입됨. 

- GVHD가 발생했던 환자들에서의 낮은 백혈병 재발율을 근거로 이식 후 재발된 

만성골수성백혈병에서 공여자백혈구주입(donor leukocyte infusion, DLI)을 

시행하여 aGVHD를 유도함으로써 백혈병을 제거할 수 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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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골수제거조혈모세포이식(non-myeloablative HSCT) 방법이 개발되어 골수

제거전처치(myeloablative conditioning)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치료관련합

병증을 감소시키려는 시도로 이식 범위가 확대되었음. 

- 최근 중간엽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면서 이를 통해 GVHD를 조절해보

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

- 골수 외에 또 다른 조혈모세포 근원으로 조혈성장인자를 이용하여 가동화한 

말초조혈모세포와 제대혈(cord blood)내에 존재하는 조혈모세포가 사용되기 

시작함 : Fanconi 빈혈 환자에게 처음으로 제대혈 이식이 시행됨. 

-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이후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

기 위하여 바이러스 특이 T세포의 입양면역치료가 성공한 이후 합병증을 극복

하기 위한 연구와 임상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음.

2 주조직적합항원와 조혈모세포이식

- 주조직적합항원(major histocompatibility, MHC: human leukocyte antigen, 

HLA) 유전자는 6번 염색체 단완(short arm)에 위치하고 세포표면에 당단백으

로 발현되며 T세포에 항원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HLA class I은 A,B,C의 좌(loci)를 나타내며 세포질 내 존재하는 항원을 CD8 

T세포에 제시하고, HLA class II는 DR, DP, DQ의 좌를 나타내며 포식소체 

(phagosome) 에서 발현되는 항원을 CD4 T세포의 T세포 수용체(T cell 

receptor, TCR)에 제시함. 

- 이러한 T 세포들은 일차림프조직인 흉선(thymus)에서 발달되며 자신의 MHC

를 뚜렷하게 발현하는 피질 부위의 흉선외피세포(thymic epithelial cell)에서 

자신의 MHC와 결합하는 T세포만을 살리는 양성선택(positive selection) 과정

과 피질-수질 부위에 존재하는 골수로부터 유래되어 자신의 항원을 강력하게 

발현하는 대식세포나 수지상세포(dendritic cell, DC)를 통하여 자신의 항원에 

반응하는 T세포를 제거하는 음성선택(negative selection)과정을 거쳐 미경험 

T세포(naïve T cell)로 발달됨. 

- 따라서, 조혈모세포이식 후 골수유래면역세포들이 흉선을 거치면서 자신의 

MHC와 반응하는 T세포만 생존시키기 때문에 최소한 반일치(haploidentical) 

MHC가 있어야 T세포가 생존하고 이식 후 면역세포로서 존재하게 됨. 

- 이식에서 중요한 면역반응은 수혜자와 공여자 간 MHC 차이로 인하며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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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면역력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생착거부 또는 GVHD임. 

- 수혜자의 면역력이 강화된 상태에서 공여자의 MHC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이식거부로, 반대로 공여자의 면역력이 강화된 상태에서 MHC에 현저한 차이

가 있으면 GVHD가 발생함. 

- GVHD는 전통적으로 이식 후 발생시기에 따라 100일 이전을 급성, 이 후를 

만성으로 구분하나, 최근 비골수제거조혈모세포이식 및 말초조혈모세포이식 

확대와 함께 단순한 발생시기보다는 면역학적 특징이 더 강조되고 있음.

3
급성이식편대숙주질환 

(acute graft-versus-host disease, aGVHD)

- 전처치에 의해 환자 조직이 파괴되면서 분비되는 다양한 염증물질과 장내 지질

다당질(lipopolysaccharide) 등에 의해 강력한 염증반응으로 일어남. 

- 전처치에 의한 염증물질 등이 환자의 항원제시세포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하여 

공여자의 T 세포가 활성화되며 강력한 염증관련 cytokine이 나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면서 조직에 있는 세포를 파괴하거나 세포사멸(apoptosis)을 유발

함으로써 증상이 발현됨. 

- 주로 항원제시세포가 많이 존재하는 피부, 장, 간 등이 표적 장기며 폐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 

- 공여자 T세포는 동종항원을 직접(direct), 간접(indirect) 인지, 및 최근의 가설

로 대두된 반직접(semi-direct) 방법을 통하여 항원제시세포에 의해 인지하고 

활성화됨. 

- 직접인지는 수혜자 항원제시세포가 공여자 T세포의 T세포수용체에 MHC 항원

을 직접 제시하는 과정이며 간접인지는 이식된 공여자 항원제시세포에서 수혜

자 조직적합항원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주로 간접인지가 면역반응을 심화시킴. 

수지상세포(DC)는 방사선저항성이 강력하여 수혜자 DC가 주로 초기에 관여하

며 심한 aGVHD는 잔존하는 수혜자 DC와 생착된 공여자 DC가 수혜자 항원을 

교차항원제시(cross presentation)함으로서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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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쥐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후 피부 및 소장의 병리소견. 공여 쥐(C3H/He, H-2k) 골수 및 비장세포
를 전신 방사선 조사 후 수혜 쥐(BALB/c, H-2b)에 이식한 다음, 4일과 8일의 피부 및 소장의 소견으로 8일
에 피부에 세포사멸체(apoptotic body)가 다량 관찰되면 소장은 벗김(denudation) 현상이 관찰됨.

4 만성이식편대숙주질환(chronic GVHD, cGVHD)

- 전처치 또는 aGVHD로 인하여 손상된 흉선에서 앞서 설명한 음성선택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서 자가항원에 반응하는 T세포가 잔존함.

- IL-4, IL-5, IL-11 등의 cytokine이 분비되면서 섬유화와 연관된 cytokine인 

IL-2, IL-10, TGF-β1 분비가 촉진되고 대식세포가 활성화되어 PDGF와 TGF-

β1 등이 많아져 주로 섬유화를 특징으로 함.

- 흉선 손상과 다양한 면역반응으로 조절 T세포(regulatory T cell)가 감소되면서 

B세포가 활성화되고 조절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자가면역질환 양상과 

같이 전신적 증후군으로 발전함. 

- 조절 T세포는 전염증 환경에서 FOXP3 발현이 감소되고 이로 인해 면역조절능

력이 감소되며 다양한 cytokine 변화들에 의해서 염증과 관련된 Th17세포로 

분화되어 염증을 더욱 악화시킴.

- 특히, 조혈모세포 냉동보관법 발달로 공여자로부터의 백혈구촉진성장인자

(granulocyte-colony stimulating factor, G-CSF) 가동화 말초조혈모세포를 

이용한 이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G-CSF 투여로 인해 다량의 조혈모세포와 

함께 다량의 T세포가 같이 얻어지게 되며 체액면역과 연관이 있는 Th2세포가 

주로 많이 증가하고, 또한, 수지상세포(DC)도 DC2의 아형으로 분화된 상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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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G-CSF 가동화 말초조혈모세포 이식에서는 aGVHD가 골수이식과 

큰 차이가 없으나 cGVHD가 많이 발생함. 

5 조혈모세포이식의 성공을 위한 연구와 기법 개발

- 생착 실패의 위험요소로는 공여자와 환자 간 HLA 차이, 수혈 횟수, 임신 등 

동종 항원에 노출된 기왕력, 상대적으로 적은 이식편 세포수 또는 CD34+ 세포

수 등이며, T세포제거 조혈모세포이식인 경우에는 강력하지 않은 전처치도 

위험요소임.

- T세포 중에도 생착을 도와주는 T세포가 존재하는데 과립을 가지고 있으면서 

둥근 모양에 한쪽으로 치우친 핵을 가지고 있으며 표면항원은 CD8α+/αβ- 

TCR-/γδ- TCR-으로 이러한 세포는 매우 적은 세포수로도 이식 생착에 관여

한다고 알려져 있음.

- 이식편에서 T세포를 제거하고 이식하는 T세포제거 조혈모세포이식은 GVHD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었음. 

- T세포 제거법으로 T세포 표면 항원에 대한 단항체를 이용하는 방법과 T세포의 

작은 크기를 이용한 elutriation방법, 양적혈구(sheep RBC)와의 응집성을 이용

한 sheep RBC방법 등이 있음 

- 다기능조혈모세포(pluripotent hematopoietic stem cell)는 세포주기 특성 

상 G0이고 세포 할성화가 없는 상태이기에 세포질이 상대적으로 적어 작은 

림프구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T세포제거 조혈모세포이식 시 같이 제거될 수 

있어 elutriation방법시 같이 제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T세포제거 조혈모세포이식에서 GVHD 발생이 확연하게 감소되어 새로운 이식

기법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생착 거부 및 백혈병 재발율이 높아 

T 세포를 제거하지 않은 조혈모세포이식 성적과 큰 차이가 없었음.

- GVHD가 있었던 경우 백혈병의 재발이 현저하게 낮다는 임상적 결과는 백혈병세

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항원에 대한 T세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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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혈모세포이식에서의 면역관용

- CD4 양성 T세포는 발현하는 싸이토카인에 따라 CD4 Th1, CD4 Th2, CD4 

Th17, 조절 T세포, CD4 Th9, CD4 Th22 등 다양한 아형이 존재함. 이 중 

Th1은 세포면역에, Th2는 체액면역에, Th17은 염증면역에 관여하며 조절 

T세포는 활성화된 면역반응을 조절함. 

- 대표적 조절 T세포로는 1995년 Sakaguchi 등이 발표한 CD4+CD25+FOPX3+ 

세포가 있으며 공동자극신호(co-stimulatory signal)에 작용하는 CTLA-4가 

활성화된 T세포에 작용하는 과정과 면역조절 싸이토카인 중의 IL-10 또는 

TGF-β를 분비하여 활성화된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과정이 알려져 있음. 

- 면역관용의 기전으로는 제거(deletion), 아너지(anergy), 무시(ignorance), 클

론 고갈(clonal exhaustion)이 있음.

7 조혈모세포이식후 면역재구성

이식 후 말초혈액세포의 회복

- 일반적으로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후 약 14일 전후로 호중구 수가 회복되고,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 NK)는 이식 후 생착이 되면서 급격하게 수가 

증가하였다가 점진적으로 감소하지만 약 1년간 말초혈액에서 다량으로 존재하

며 T세포의 아형은 CD8 T세포가 CD4 T 세포보다 많이 존재함. 

T세포의 재구성

- T 세포의 재구성은 두 기전으로 이뤄지는데, 흉선-비의존성으로 성숙된 말초 

T세포가 증식하는 기전과 공여자 T세포가 흉선-의존성으로 새로이 생산되는 

기전이 있음. 흉선-비의존성인 경우 GVHD에 관여하게 되며 생착 거부반응과 

이식 직후 감염차단에 관여하고, 흉선-의존성인 경우는 새로운 흉선에서 T 

세포를 생성하는 과정으로서 연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전처치 등으로 인한 

흉선 손상 정도에 따라 T세포 재구성에 차이가 있음.

- 흉선 손상은 전처치나 GVHD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GVHD 시에는 흉선의 

형성장애가 일어나는데 피질과 수질의 흉선세포가 GVHD로 인하여 심각하게 

감소되면서 흉선외피세포의 수와 구성이 변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피질과 수질

의 경계가 불분명해 짐. 전처치나 GVHD로 인하여 흉선외피세포가 소실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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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세포의 형성에 관여하는 Notch 신호의 변화가 생기고 T 세포 형성에 관여하

는 싸이토카인의 생성이 현저하게 감소됨. 또한, 동종항원에 반응하는 T 세포가 

흉선에 침윤되면서 TNF-α나 IFN-γ등을 다량으로 분비하게 되면서 T 전구세

포의 세포주기를 억제하고 Fas의 발현을 증가시켜 세포 사멸을 유도하게 됨. 

- T 세포제거 조혈모세포이식에서 CD4 T 세포가 6-12개월이 되어야 말초에서 

확인되며 성인의 경우 완전하게 회복하는데 1-2년정도 걸리게 됨. 따라서 T세

포제거 조혈모세포이식에서 이식 이후 EB virus, CMV 또는 adenovirus에 

대한 입양면역치료(adoptive immunotherapy)가 시도됨. 

- CD4 양성 T 세포는 환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늦게 회복되며 30세 이상의 경우 

말초혈액에서 CD45RO 양성 세포가 급격하게 증가하지만, 새로운 CD45RA 

양성 세포는 생성이 매우 미미함. CD8 T 세포는 공동자극신호에 대한 반응이 

미미한 CD28-CD8+ T세포가 증식하고 제한적인 단클론 TCR을 발현하게 됨. 

CD4 T 세포 재구성과 유사하게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다양한 TCR를 

발현하게 됨.

Figure 2. 강력한 전처치를 시행한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후 면역세포의 수적 변화 
(reference. Curr Opin Hematol 2012;19:324-35). 

이식 후 면역재구성과 관련된 싸이토카인

- 전처치 후 IL-15가 현저히 증가하면서 NK세포가 급격하게 회복됨. T세포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IL-7이 중요하며 IL-7은 CD4와 CD8 세포 증가에 관여하고 

TCR의 다양성을 증대시키며 미경험 T 세포(naïve T cell)의 흉선-비의존성 

T세포 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함. 또한, 말초 혈액내에 존재하는 T세포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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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증대시킴.

- 면역재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흉선을 위해서는 섬유모세포성장인자(fibroblast 

growth factor)가 중요하며 이는 항암 또는 방사선으로 인하여 손상될 수 있는 

흉선세포를 보호하고 흉선기질세포의 증식을 도와주면서 세포들의 성장과 분

화와 관련된 인자들의 발현을 증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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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MT Handbook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검사

울산의대 진단검사의학과 장  성  수

조혈모세포 이식시 일반적인 ABO typing, irregular antibody screening, CBC, 

PT, aPTT, routine chemistry, 미생물(EBV, CMV, fungus 등) 검사 등 일반검

사 외에도, HLA 항원검사, HLA 항체 검사인 panel reactive antibody (PRA) 

검사, chimerism 분석을 위한 short tandem repeat (STR) 검사, minimal 

residual detection (MRD) 검사 등 다양한 검사 등이 이식 전후에 시행됨. 

1 Human leukocyte antigen (HLA)

- HLA 유전자(또는 항원)는 6번염색체 단완에 위치하는 HLA 유전자와 그 산물로

서 세포표면에 표현되는 HLA 항원이 있음. 적혈구를 제외한 인체 세포의 대부

분에서 표현됨. 

- HLA 항원은 class I (HLA-A, B, C)과 class II (HLA-DR, DQ, DP)로 구분되며, 

보체와 TNF 등이 포함되는 class III 가 있으나, 조혈모이식과 연관이 많은 

class I 과 class II 항원에 대한 검사가 중요함. 

- HLA는 각 유전자좌에 많은 수의 대립유전자가 존재하므로 개인별로 매우 다양

한 항원을 갖게 되고 이를 HLA 다형성이라고 함. 

- 혈청학적 검사에 의한 항원 명명법과 DNA 검사에 의한 대립유전자 명명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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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 단백질 항원 수준에서 HLA-A 28종, B 61종, C 10종, DR 24종이 알려져 

있으며, 대립유전자는 HLA-A 3,399종, B 4,242종, DRB 2,018종이 밝혀져 

있고(2016년 5월), 계속 추가중임(Table1) (http://www.ebi.ac.uk/imgt/hla/ 

stats.html).

HLA locus Class I allele 수 HLA locus Class II alleles 수

HLA-A 3,399 HLA-DRB 2,018 

HLA-B 4,242 HLA-DQA1 69

HLA-C 2,950 HLA-DQB1 911

HLA-DPA1 43

HLA-DPB1 644

Table 1. HLA locus에서의 allele 수(2016년 5월 현재)

2 HLA 명명법

항원 명명법

- 기본적으로 HLA-A, B, C 뒤에 밝혀진 순서대로 숫자가 부여 되었으며, HLA-A, 

B는 겹치지 않게 부여함. 

- “w” 심볼은 원래 혈청학적 또는 세포학적으로 발견되고, 확정(공인)되지 않은 

HLA 항원에 대해 붙여졌으나, 현재는 HLA항원에서 ‘w’ 심볼이 붙는 경우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없음. 

- 예외적으로, HLA-C의 경우에는 보체와의 혼동을 막기위하여 “w”를 붙이며, 

Bw4, Bw6의 경우 여러 종류의 공통 항원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w”를 붙이고, 

class II 에서 세포학적으로 규명된 HLA-D의 경우 “w”를 붙임.

HLA 대립유전자 명명법

- HLA 대립유전자 종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기존의 명명법에 한계가 있어 2010

년 4월, WHO2010 명명법이 새로이 도입됨. 

- HLA DNA 명명의 기본구조는 별표(*)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대립유전자가 규명

된 유전자좌를 기록하고 오른쪽에는 콜론(:)으로 영역 간의 경계가 표시된 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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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 숫자들로 표기되어 있으며, 일부 대립유전자에 한하여 오른쪽 맨 끝에 

한자리의 알파벳 접미사가 붙어 있음. 

- 각 영역의 숫자는 최소 두 자릿수는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자릿수 형별을 

나타낼 경우, 첫 번째에는 항상 숫자‘0’을 넣어 두 자릿수로 채워야 함. 

- 현재 임상적 보고는 2번째 영역까지 동일할 경우 같은 항원성을 갖게 되므로 

보통 2번째 영역까지 보고함(예: HLA-B*15:01) (Figure 1).

Figure 1. HLA 대립유전자 명명법

3 HLA 항원 검사

혈청학적 검사

- 혈청학적 검사법은 환자(또는 공여자)의 혈액에서 T 세포와 B 세포를 분리해서 

항체가 들어있는 microplate (Terasaki tray)에 넣고, 보체의존성 세포독성검

사(complement-dependent cytotoxicity, CDC)를 통하여, 세포가 죽는 정도

로 HLA 항원을 확인하는 방법. 숙련된 직원과 많은 시간이 필요해 현재는 

분자생물학적 검사법으로 대부분 대체되고 있음. 

분자생물학적 검사

- PCR 방법을 이용하여 DNA 형별을 검출하며, 혈청학적 검사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저해상도 검사와 대립유전자 수준의 결과를 보이는 고해상도 검사로 

나누며, 혈연간에는 저해상도 검사를 비혈연 조혈모세포이식에서는 고해상도 

검사를 통해 HLA 일치여부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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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LA 항체 검사(panel reactive antibody, PRA)

일반적으로 조혈모세포이식에서는 HLA 항체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왔지만, 

반일치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경우, 환자의 혈청내 존재할 수 있는 공여자의 

HLA에 대한 항체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시행. 

CDC PRA

- 다수의 공여자로부터 모은 림프구 패널과 환자의 혈청으로 CDC 교차반응을 

시행하여 양성이 보이는 정도를 구함. 림프구패널은 그 집단의 HLA 항원 분포

를 반영하는 구성으로 제작해야 함. 각 검사실에서 자가 제조하고 낮은 민감도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

Luminex PRA

- HLA 항원들이 부착된 고형체(solid phase)에 환자의 혈청을 반응시킨 후 레이

저를 조사하여 형광의 차이를 이용, 환자 혈청내에 존재하는 HLA 항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검출민감도가 뛰어나 대부분의 검사실에서 이용되

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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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himerism 검사

Chimerism 검사

- 조혈모세포 이식후 환자의 체내에서 이식편의 생착과 탈락 등의 변화를 검사하

는 방법으로, 다양한 검사방법이 있으며 검사법에 따른 장단점은 아래와 같음

(Table 2). 

검사법 장점 단점 민감도(%)

RFLP High informativity Time consuming, labor 

intensive
5–10

Cytogenetics Time consuming 5

Red cell 

phenotyping

Simple, accurate Long latency, lineage 

specific
1–5

X/Y FISH Low false positivity, large 

number of cells, high 

sensitivity

Restricted to 

sex-mismatched 

transplants

0.1–0.001

Fluorescence-

based STR–PCR

Robust, fast, high 

quantitative accuracy

Moderate sensitivity
1–5

STR in 

subpopulation

Very high sensitivity Labor intensive, 

expensive
  0.1–0.001

Real-time PCR High sensitivity, rapid False(+)results in 

SNP-based assays, high 

specificity in 

Y-chromosome-specific 

PCRs

 0.001–0.0001

Table 2. Chimerism을 검사하는 방법의 비교

-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short tandem repeat (STR)로서 개인식별에 

이용되던 법의학적 방법을 공여자와 환자의 세포를 감별하는데 사용함. 

- STR은 2-7개의 반복되는 염기서열로서 개인별로 종류가 다양하며, 특정 STR 

표지자를 증폭할 수 있는 primer를 이용하면, 반복단위의 개수 차이를 이용하

여 특정 개인이 가진 유전자를 판정할 수 있음. 환자와 공여자에서 반복단위 

개수의 차이를 보이는 표지자에서 환자와 이식편 peak의 위치 차이를 이용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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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의 정의

- Complete chimerism : 100% 공여자 세포로 바뀐 상태

- Mixed chimerism : 공여자와 환자의 세포가 공존하는 상태

- Split chimerism : 세포계열에 따라 chimerism 상태가 다른 상태(예; T cell은 

complete chimerism, myeloid cell 은 mixed chimerism) (Figure 2). 단, 

검사전에 sorting을 해서 각 계열별로 세포를 분리한 후 검사를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임상검사실에서 시행하기는 어려움

- Microchimerism : 1% 미만의 mixed chimerism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일반적

인 STR 검사로는 측정하기가 어려움. 

Figure 2. Split chimerism의 예. 조혈모세포 이식 이후 STR 검사에서 
T 세포와 B 세포의 경우 complete chimerism (환자 0%)을 보이지만 
myeloid에서는 mixed chimerism (환자 20%)을 보여, 세포 계열간 
chimerism 수준의 차이를 모임(split chimerism).

검사과정

- 환자와 공여자 검체에서 분리된 세포를 이용하여 DNA를 추출

- 다양한 primer를 이용하여 multiplex fluorescent STR 분석을 시행

- 환자와 공여자에서 peak의 위치가 차이를 보이는 primer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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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혈모세포이식 후 환자에게서 채혈한 검체를 이용하여 STR 검사 시행

- 선정된 primer의 공여자와 환자 위치의 peak area 값을 읽어 정량(Figure 3)

- 각각의 primer에서 peak area에 대한 값의 평균값을 보고(Figure 4)

Figure 3. STR검사에서 공여자 primer 선정. A) 환자와 공여자의 세포에서 peak의 위치가 다른 primer를 
선정. B) 4가지 선정된 primer 보고서 양식 C) 조혈모세포이식후 검체에서 환자의 peak 위치에 조그만 
peak이 남아 있음(mixed chime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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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 STR 분석방법. 공여자와 환자의 peak 위치가 차이가 나는 것을 
이용하여 peak의 면적을 구하여 환자(또는 공여자) 세포의 양(%)을 상대적
으로 표시. 환자 peak의 면적의 합(700+800)을 모든 peak의 면적의 합
(700+200+800+150)으로 나누어 %로 표시.

반일치조혈모세포이식에서의 chimerism 검사 

- 반일치 조혈모 이식에서는 환자와 공여자간에 HLA가 절반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를 보이는 HLA 항원에 대한 항체를 이용하면, flowcytometer로 

계열특이성 chimerism 검사를 시행할 수 있음

- Sorter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각 세포계열에

서의 chimerism 검사를 시행할 수 있음

- 단, 사용 가능한 상용 HLA 항체 종류가 많지 않으며, 반일치조혈모세포이식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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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MT Handbook

공여자 선정

가톨릭의대 소아청소년과 조  빈

1 조혈모세포이식 공여자의 선정

- 최선의 공여자를 선택하는 것은 조혈모세포이식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로 사용 가능한 조혈모세포원으로는 골수, 가동화 말초혈, 제대

혈이 있으며, 환자 자신, 일란성 쌍둥이, 형제-가족, 비혈연의 조혈모세포를 

이식할 수 있음. 

- 또한 HLA 일치도에 따라 HLA 일치인 경우와 HLA 부분일치인 경우로 나눌 

수 있음. 

- 조혈모세포 공급원 및 공여자 유형에 따라 심각한 이식관련 합병증의 발생 

양상 및 이식 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용 가능한 

최선의 공여원 및 공여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

- 적절한 공여자를 선택하기 위한 일반적인 알고리즘은 아래 Table 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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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의 중증도 및 병기에 따른 알고리즘 공여자 검색 및 선정의 순서

표준이식(Standard Timeline)

1. 최초 선정 기준 최적의 HLA-일치 공여자 1) HLA-일치 형제/가족

2) HLA-일치 비혈연 공여자(8/8 또는 10/10)

3) HLA-부분일치 비혈연 공여자; 고해상도

HAL-A 또는 HLA–B 중 1개의 allele 불일치

2. 매 8주마다 환자의 상태를 평가 

; 표준, 긴급, 응급이식인지를 재평가

긴급이식(Urgent Timeline): 

2-4개월 이내에 이식이 요구되는 경우

1. 선정 기준; 

가장 빨리 이용할 수 있는 공여자

1) HLA-일치 형제/가족

2) HLA-일치 비혈연 공여자(8/8 또는 10/10)

3) HLA-부분일치 비혈연 공여자 ; 고해상도

HAL-A 또는 HLA–B 중 1개의 allele 불일치

4) HLA-(A, B, DRB1, 4~6/6 일치 제대혈

5) HLA-부분일치(haploidentical) 가족

2. 환자의 상태(이식까지의 시간)이 허용 되는 한 

최상의 공여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

3. 매 4주마다 환자의 상태를 평가 

; 표준, 긴급, 응급이식인지를 재평가

응급이식(Critical Timeline);

1-2개월 이내에 이식이 요구되는 경우

1. 선정 기준; 

반드시 가장 빨리 이용할 수 있는 공여자

1) HLA-일치 형제/가족

2) HLA-일치 비혈연 공여자(8/8 또는 10/10)

3) HLA-부분일치 비혈연 공여자; 고해상도

HAL-A 또는 HLA–B 중 1개의 allele 불일치

4) HLA-(A, B, DRB1, 4~6/6 일치 제대혈

5) HLA-부분일치(haploidentical) 가족

6) 6/8, 8/10 HLA-부분일치 비혈연 공여자

반드시 두 개의 불일치 loci는 서로 다른 위치

2. 매 4주마다 환자의 상태를 평가 

Table 1. 공여자 선택의 일반적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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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MT의 공여자 선택 알고리즘은 아래 Figure 1과 같다.

Figure 1. 공여자 선정 알고리즘(EBMT Handbook, 2012)

2 HLA-일치 형제/가족

- 동종조혈모세포이식에서 HLA가 일치하는 형제/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이식거

부반응 및 심각한 이식편대숙주질환 발생가능성이 낮은 HLA일치 형제/가족 

내 공여자를 최우선으로 선택하게 됨. 

- 이 경우 공급원(골수, 말초혈 또는 제대혈) 유형에 대한 선택은 환자의 질병과 

가장 적합한 공여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데, 말초혈은 골수에 비해 

회복은 빠르나 급성이식편대숙주질환 발생률이 높고, 악성 혈액질환의 재발 가능

성은 낮출 수 있지만 만성이식편대숙주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주의해야 

함. 

3 대체 공여자

-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많은 환자들에서 HLA-일치 형제/가족 내 공여자

를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비혈연 조혈모세포 공여자 또는 가족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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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LA-부분일치 공여자를 검색/선택하게 되며 대상 공여자들 중에서는 환자의 

현재 상태(질환의 병기 및 이식의 긴급성)에 따라 선택함.

- 대체 공여자 선정에서 가능한 HLA 완전 일치 공여자를 추천하나 환자의 병기가 

진행되었거나 이식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HLA가 1-2개 불일치하더라도 

공여자로 선택할 수 있음. 

- HLA-일치 비혈연 이식성적이 HLA-일치 형제간 이식성적과 대등한지에 대해서

는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HLA-일

치 형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형제간 이식이 최우선으로 추천되며, HLA-일치 

형제가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해상도 HLA-일치(8/8 또는 10/10) 

비혈연 공여자를 선택함으로써 거의 비슷한 이식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

비혈연 공여자

- 최적의 비혈연 공여자 선택에 있어 이식관련 사망을 줄이기 위해 고려하게 

되는 수많은 요소들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HLA-일치 정도로 최근에는 고해상

도 HLA-typing 기술이 보편화되었기에 반드시 고해상도 HLA-typing에 기반

을 두고 HLA-일치 정도를 판단해야 함. 

- 비혈연간 이식에서 HLA-불일치 정도가 환자 생존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백하며, 소아의 경우 주로 골수가 선호되나, 성인은 물론 소아에서도 

말초혈이 조혈모세포공급원으로 보편적이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전세계적 추세임. 비혈연간 이식에서의 말초혈과 골수가 이식관련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은 큰 차이가 없으나 만성이식편대숙주질환은 골수에 비하여 말초

혈 이식에서 더 많이 발생함.

- 비혈연 공여자를 선택하는 일반적 지침은 아래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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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자 선택을 위한 필수 지침

1. 고해상도 HLA-A, B, C, DRB1 8/8 일치

2. 8/8 일치 공여자가 없는 경우

1) 공여자-특이 HLA-항체가 존재하는 locus의 불일치를 피할 것

2) 악성질환이 아닌 경우 HLA-C 불일치를 피할 것

3) 악성질환의 경우

(1) 말초혈 공여의 경우 HLA-C 불일치를 피할 것

(2) 골수 공여의 경우 HLA-A 또는 DRB1 불일치를 피할 것

공여자 선택을 위한 추가 지침; HLA-일치 수준이 동일한 다수의 공여자가 존재하는 경우

1. 나이가 어린 공여자

2. ABO-혈액형이 일치하는 공여자

3. 기타 고려 사항 CMV-음성 공여자, 남성 공여자→남성 환자

Table 2. 비혈연 공여자 선택을 위한 일반 지침

- 또한 최상의 비혈연 공여자 선택을 위해 공여자가 HLA에 감작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필요한데, 환자 혈청을 패널반응항체(panel reactive antibo-

dies, PRA)와 반응시켜 특정 항-HLA 항체의 존재 유무를 스크리닝할 수 있으

며, 교차반응에서 양성인 경우에는 이식편 거부반응의 위험성이 증가함. 

- 최근 환자의 공여자-특이 항체(donor-specific antibody)를 직접 검출할 수 

있는 예민하고 정확한 방법(solid surfaces or beads coated with purified 

HLA molecules)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환자에서 공여자의 특정 HLA-항원에 

대한 특이 항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식 거부반응의 위험성이 증가함. 

- 따라서 비혈연 이식에서 패널반응항체 검사는 모두 시행하는 것이 추천되며 

패널반응항체 검사의 결과와 HLA-불일치의 정도에 따라 HLA-항체 검사

(donor-specific antibody assay)로 확인이 필요하고, 환자에게 공여자-특이 

항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공여자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 추천됨.

PRA 검사결과를 검토 ⟶ HLA-일치 정도 평가 ⟶ DSA assay 시행

양성 일치하거나 불일치하거나 검사 필요

음성 일치하는 경우 검사 불필요

음성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검사 필요

PRA; panel reactive antibody assay, DSA; donor-specific antibody assay, HLA; 고해상도로 평가

Table 3. 공여자-특이항체 검사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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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혈

- 제대혈은 몇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제대혈 유닛에 포함된 총유핵세

포, CD34+세포 및 CD+3 세포수는 대략 골수이식 시 주입되는 세포수의 1/10 

정도에 불과하지만 재생 및 분화능력이 우수하며, 제대혈의 림프구는 

alloreactivity가 약하고, 염증 싸이토카인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낮음.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제대혈 이식은 골수 또는 말초혈 이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이식 시 제대혈 유닛 선택에 영향을 미침.

- 제대혈 이식 초창기에는 HLA-일치의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HLA-일치 정도가 이식관련 사망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제대혈 이식의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음. 따라서 제대혈 유닛의 HLA는 

가능하면 고해상도 allele level에서 재확인하는 것을 추천함.

- 제대혈 유닛의 세포수는 이식의 성공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로 

가능한 총유핵세포수가 환자 체중 1 kg 당 2×107세포수 이상인 제대혈 유닛을 

선택하길 추천하며, 아직 제대혈 유닛의 최소 CD34+ 세포수에 대해서는 확실

한 consensus는 없으나 최소 환자 체중 1 kg 당 1.7×105세포수 이상인 유닛을 

선택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추천함. 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상의 제대혈 유닛을 

선택함에 있어서 반드시 HLA-일치 정도와 세포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제대혈 유닛 내의 세포수에 따른 HLA-일치 정도가 이식의 결과와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제대혈 유닛을 선택하는 것이 

좋음. 최근에는 총유핵세포수의 경우 환자 체중 1 kg 당 최소 2.5×107세포수 

이상이면서 HLA-일치 정도의 경우 4/6 일치 이상의 제대혈 유닛을 선택하는 

것이 추천되며 기준 제대혈이 환자 체중 1 kg 당 최소 2.5×107세포수에 미달하

는 경우에는 이차 보조 제대혈을 이용한 2-유닛 제대혈 이식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음. Table 4와 같은 기준으로 일차 기본 제대혈 유닛과 이차 보조 제대혈 

유닛을 선택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음. 

- 제대혈 역시 공여자-특이 항체(donor-specific antibody; anti-HLA Ab)가 

존재하는 경우 이식거부반응, 백혈구 지연생착, 이식관련 사망률 증가의 위험성

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환자에게서 제대혈 유닛에 

대한 공여자-특이 항체가 존재할 경우 해당 제대혈 유닛의 선택은 가능한 피해

야 함. 2-유닛 제대혈 이식의 경우에는 두 유닛 모두에서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 추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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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 제대혈(First unit)의 선정

∙ 최적의 HLA-일치(-A, -B, -DRB1), 환자체중 1kg 당 총유핵세포수 최소 2.5 × 107세포수 이상

1) 환자 체중 1kg 당 총유핵세포수 2.5 × 107세포수 이상의 경우: HLA-6/6 일치 > 5/6일치 >4/6 

일치 순으로 선정하며, 3/6은 허용되지 않음. 

2) 총유핵세포수 1.5 ~ 2.4 × 107 사이인 경우: 가장 세포수가 가장 많은 유닛을 선택

2. 보조 제대혈(Second Unit)의 선정

1) 기준 제대혈(First Unit)의 총유핵세포수가 환자체중 1kg 당 2.5 × 107세포수 미만의 경우 보조 

제대혈(Second Unit)의 선정 및 2-유닛 이식을 고려

2) 기준 제대혈(First Unit)의 HLA-일치 정도가 4/6인 경우 보조 제대혈(Second Unit)의 선정 및 2-

유닛 이식을 고려

3) 보조 제대혈(Seond Unit)의 선정 지침은 기준 제대혈의 선정 지침과 동일

Table 4. 2-유닛 제대혈 선택에 대한 일반적 지침

-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조혈모세포이식 결과를 기대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최선

의 공여자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HLA-일치 정도는 물론 조혈모세포

의 공급원 및 공여자의 유형에 따라 생존율, 이식관련 합병증, 및 이식 후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공여원 

및 공여자를 선택해야 하겠음.

4 Suggested readings

1. Smith FO, et al. Hemat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in children with cancer. 
Berlin: Springer-Verlag Berlin Heidelberg, 2014.

2. Apperley J, et al. The EBMT handbook. Paris: European School of Haematolog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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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치요법 결정

울산의대 내과 이  제  환

1 개요

전처치요법의 목적

- 이식편거부반응(graft rejection)의 예방을 위한 충분한 면역억제의 제공

- 종양 부하(tumor burden)의 감소: 악성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전처치요법의 방법

- 전신방사선조사(total body irradiation [TBI])

- 독성이 서로 다른 항암제들의 조합

 저강도(reduced-intensity) 혹은 골수비제거성(nonmyeloablative) 전처치요법

- 이식편대종양효과(graft-versus-tumor [GVT] effect)에 의한 치료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음(Table 1)

- 고령환자 혹은 의학적으로 허약한 환자에서도 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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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민감한 종양 만성골수성백혈병

만성림프구성백혈병

저등급 림프종

맨틀세포림프종

민감한 종양 급성골수성백혈병

중등도 림프종

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비교적 민감하지 않는 종양 급성림프구성백혈병

고등급 림프종

Table 1. 질환에 따른 이식편종양효과에 대한 감수성

2 용어 정의

최적의 전처치요법의 선택을 위한 고려 사항

- 질환 요인: 진단, 질환의 상태

- 환자 요인: 환자의 연령, 공여자의 종류, 동반질환

- 전처치요법이 필요하지 않은 예: 중증복합면역결핍병을 가진 소아 환아, 동계

(syngeneic) 공여자에게 이식 받는 중증재생불량빈혈 환자

Reduced-Intensity Conditioning Regimen Workshop by CIBMTR 

- 전처치요법의 강도에 따른 분류: myeloablative (high-dose), reduced- 

intensity, nonmyeloablative

- Myeloablative regimen

- 알킬화제(단독 혹은 복합) ± TBI

- 자가조혈기능의 회복이 불가능한 요법

- Reduced-intensity regimen

- 조혈모세포 주입 없이도 28일 이내에 골수억제로부터 회복 가능한 요법

- 초기 평가 시 상당수의 환자에서 혼합키메라증(mixed chimerism)이 관찰되는 요법

- 비혈액학적독성이 적은 요법

- 일반적으로 myeloablative regimen에 비하여 알킬화제 혹은 전신방사선조

사를 30% 이상 감량

- Reduced-intensity regimen의 예

- 500 cGy (단일 조사) 또는 800 cGy (분할 조사) 이하의 T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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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sulfan 총용량 9 mg/kg 이하

- Melphalan 총용량 140 mg/m2 미만

- Thiotepa 총용량 10 mg/kg 미만

- Nonmyeloablative regimen

- 조혈모세포의 주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정도의 최소한의 혈구감소증을 초래

하는 요법

- Nonmyeloablative regimen의 예

- Fludarabine + cyclophosphamide + antithymocyte globulin (ATG)

- Fludarabine + cytarabine + idarubicin

- Cladribine + cytarabine

- Total lymphoid irradiation + ATG

- 2 Gy 이하의 TBI ± purine analog

3 Myeloablative conditioning regimen

TBI를 근간으로 하는 전처치요법

- TBI의 장점: 뛰어난 면역억제능, 백혈병 및 림프종에 대한 우수한 효과, 

sanctuary site 로의 침투 능력

- 가장 흔한 요법: TBI 12-16 Gy 분할 조사 + cyclophosphamide [CyTBI]

- TBI와 병합 사용되는 다른 항암제: cytarabine, etoposide, melphalan, busulfan

- TBI와 연관된 독성

- 급성 독성: 오심, 구토, 일과성 이하선염, 구강건조증, 점막염, 설사

- 지연 독성: 간질성폐렴, 폐섬유화증, 폐기능감소, 신기능장애

- 장기 합병증: 불임, 백내장, 갑상선기능항진증 및 갑상선염, 이차 암

고용량 항암제를 기반으로 하는 전처치요법

- 알킬화제가 선호되는 이유: 용량제한독성이 골수독성임, 분할하지 않는 종양세

포에도 작용함

- Busulfan

- 다양한 암종과 myeloid 계열 세포에 대하여 우수한 효과를 보이나, 성숙한 

림프구에는 작용하지 않으므로 단독으로 사용되기 어려움.

- 가장 흔한 요법: busulfan (12.8 mg/kg, 정맥주사) + cyclophospha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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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mg/kg) [BuCy]

- 새로운 요법: busulfan + fludarabine [BuFlu]

- Melphalan

- 단독요법

- Melphalan (200 mg/m2) 

- 병합요법

- Melphalan (140 mg/m2) + TBI: melphalan 단독요법에 비해 우수하지 않음.

- Melphalan (140 mg/m2) + busulfan

- Melphalan + busulfan + thiotepa + cyclophosphamide 

- Melphalan + busulfan + cyclophosphamide + etoposide

- BEAM (BCNU, etoposide, cytarabine, melphalan): 림프종 자가이식

- Treosulfan

- 용량제한독성: 점막염, 설사, 피부염

- Treosulfan + fludarabine ± 저용량 TBI

고용량 항암제와 고용량 항암제/방사선요법의 비교

- 만성골수성백혈병(chronic myeloid leukemia [CML])

- BuCy vs. TBI-based, 2개의 전향적 연구

- 경구용 busulfan을 사용한 연구이며, 동등한 결과를 보였음.

- 급성골수성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 [AML]).

- BuCy vs. TBI [경구용 busulfan]

- 전향적 연구: TBI-based 전처치가 생존율, 재발률, 비재발사망[NRM] 면에

서 우수하였음.

- BuCy vs. TBI [정맥용 busulfan]

- EBMT 주관 후향적 연구, BuCy vs. CyTBI: 동등한 결과를 보였음.

- CIBMTR 주관 후향적 연구, AML in first CR: BuCy가 CyTBI에 비해 

생존율, NRM 면에서 우수하였음.

- CIBMTR 주관 전향적 연구: busulfan이 TBI에 비해 생존율 면에서 우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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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duced intensity conditioning regimen 및 

nonmyeloablastive conditioning regimen

개요

- GVT 효과에 근거한 전처치요법 강도의 감소를 목적으로 함

- 다양한 전처치요법이 시도되고 있음(Figure 1)

Figure 1. 대표적인 전처치요법들의 강도

- 이식 후 초기 혼합키메라증(mixed chimerism): 전처치요법의 강도, HLA 차이 

등에 따라 그 정도가 다양함. 악성종양의 경우 GVT 효과를 위하여 공여자완전

키메라증(donor complete chimerism)이 필요함.

- 질환의 종류 또는 상태에 따라서는 추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 이식 전 항암제 치료 혹은 이식 후 유지요법

- 표적치료제: 단클론항체(예, rituximab), 세포독성 T 림프구, tyrosine- 

kinase 억제제(예, imatinib, dasatinib, nilotinib, FLT3 억제제)

- 이식 연령의 증가: 최근 70대에서도 이식이 증가하는 추세임.

흔히 사용되는 reduced intensity conditioning regimens

- Purine nucleoside analog-based regimens

- Fludarabine or cladribine + melphalan (100-180 m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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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udarabine + busulfan (8 mg/kg po or 6.4 mg/kg iv) + ATG

- 기타

- Fludarabine + cytarabine + amsacrine → 4-Gy TBI (or busulfan), ATG, 

cyclophsphamide (80-120 mg/kg)

- Clofarabine + busulfan or TBI

흔히 사용되는 nonmyeloablative regimens

- Low-dose, 2-Gy TBI-base ± fludarabine (90 mg/m2)

- Fludarabine (90 mg/m2) + cyclophosphamide (2250 mg/m2)

- Total lymphoid irradiation (8-12 Gy) + ATG

5 Radioimmunotherapy에 근거한 요법

 개요

- 단클론항체를 이용한 targeted radiotherapy가 TBI 보다 독성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기대됨. 종양으로는 좀 더 높은 용량의 방사선을 전달하고, 정상조직은 

보호하는 방법임.

- 주된 표적항원

- CD20, CD33, CD45

- 사용되는 방사선 동위원소(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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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감기 경로 길이

전달

에너지

(MeV)

입자 

종류

Beta-

emitting 

isotopes

Iodine-131 8.1 d 0.8 mm 0.6 β,γ

Radiation isolation, high 

energy gamma 

component

Yttrium-90 2.7 d 2.7 mm 2.3 β

No imageable gamma 

photon, no radiation 

isolation required

Rhenium-188 17 h 2.4 mm 2.1 β,γ
Convenient, inexpensive, 

higher nephrotoxicity

Copper-67/64 62 h 0.05-2.1 mm 0.6 β Limited accessibility

Lutetium-177 6.7 d 0.04-1.8 mm 0.5 β,γ Inexpensive

Alpha-

emitting 

isotopes

Bismuth-213 46 m 84 μm 6.0 α,γ Very short half-life

Actinium-225 10 d 50-80 μm 8 α,γ Difficult to generate

Astatine-211 7.2 h 60 μm 6 α,γ Relatively long half-life

Table 2. Radioimmunotherapy에서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

CD20 단클론항체를 이용한 radioimmunotherapy

- 주로 비호지킨림프종의 자가조혈모세포이식에서 사용됨.

- 131I-toxitumomab (Bexxar)

- 90Y-ibritumomab (Zevalin)

- Bexxar or Zevalin + BEAM (BCNU, etoposide, cytarabine, melphalan)

CD45 단클론항체를 이용한 radioimmunotherapy

- 131I-labeled CD45 단클론항체 + CyTBI

- 131I-labeled CD45 단클론항체 + fludarabine + 2-Gy TBI

- 90Y-labeled antibody 연구 중임.

CD33 단클론항체를 이용한 radioimmunotherapy

- CD33 표현: promyelocyte ~ mature myeloid cells

- 초기 연구: 131I-M195, 131I-HuM195

- 최근 연구: 213Bi, 225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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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CD66, CD138을 표적으로 하는 단클론항체

6 T세포 항체를 포함하는 요법

 T세포 항체: ATG, alemtuzumab

ATG

- 이식 거부 및 이식편숙주질환(graft-versus-host disease; GVHD)의 예방

- 환자 및 공여자 T 세포의 체내 제거

- 다른 기전: 림프구와 내피세포의 상호작용 조절, antigen-presenting cell의 

제거, regulatory T cell의 유도

-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투여 용량, 제형의 종류(rabbit vs. horse; 

thymoglobulin, ATG-Fresenius vs. Atgam), 투여 시기, HLA disparity 정도, 

graft source, 전처치요법의 강도 이에 대한 전향적 연구 결과가 없음.

- 대부분의 후향적 연구에서 GVHD는 감소시키나, 감염 및 재발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Alemtuzumab

- 감염 및 재발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이식 전처치요법으로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

7 이식전처치요법의 선택

 고려해야 할 요인

- 환자 요인: 연령, 동반 질환

- 질환 요인: 진단, 질환 상태

- Graft 요인: 공여자 종류 및 HLA disparity 정도, graft source

고용량 vs. 저용량 요법

- 전향적 연구 결과가 거의 없음.

- 저용량 요법의 이득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 젊은 연령, 관해 상태, 동반질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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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거나 적은 경우

- 이식 후 재발이 우려되나 저용량 전처치요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식 전 추가 치료 혹은 이식 후 유지요법을 고려해야 하며 가능한 임상시험에 

등록시킬 것을 권유함.

8 Suggested readings

1. Gyurkocza B, et al. Conditioning regimens for hemat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one size does not fit all. Blood 2014;124:3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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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e spectrum. Report of a workshop convened by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blood and marrow transplant research. Biol Blood Marrow Transplant 2009; 
15:367-9.

3. Ali AM, et al. Radioimmunotherapy-based conditioning for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another step forward. Blood Rev 2016. [Epub ahead of print] 

4. Pingali SR, et al. Pushing the envelope-nonmyeloablative and reduced intensity 
preparative regimens for allogeneic hematopoietic transplantation. Bone Marrow 
Transplant 2015;50:1157-67.



질환 별 고려 사항

성인 급성골수성백혈병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성인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성인 림프종

다발골수종

소아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소아 급성골수성백혈병

소아 고형암(자가이식)

재생불량빈혈





49

KSBMT Handbook

성인 급성골수성백혈병

가톨릭의대 내과 김  희  제

1 서론

- 급성골수성백혈병(AML)은 성인에서 가장 흔한 백혈병이며 진단 시의 연령 

중앙값이 약 70세에 이르고 매년 발생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 급성 백혈병의 질환 특성으로 인해 혈액, 골수, 기타 조직들이 골수구계의 악성 

세포들에 의해 침윤되어 급속하게 진행하는 임상 특징을 갖는 다양한 이질적 

질환군을 포함하는 질환 집합체를 통칭하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별 특성에 맞는 

최적의 치료에 집중하기 어려운 난점을 가지고 있음.

- 매년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성인 AML 환자는 대략 1,500명 이상으로 

예측되며 국내 인구의 노령화 추세에 따라 점차 발생 환자수가 증가하는 경향임.

- 최종 치료로써 조혈모세포이식을 받는 환자는 매년 국내에서 약 600명 수준이

며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임.

- AML의 조혈모세포이식은 관해유도 및 표준 공고화학요법 이후 시행되는 궁극

적 치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식 전의 임상 상태가 매우 중요한 치료 성적의 

변수가 되고 있음.

- 노령 환자 발생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젊은 연령층의 성적에 비해 크게 

발전이 없는 한계점을 고려할 때 예후군의 정확한 분별에 따른 시기 적절한 

저독성의 효과적 이식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Figure 1,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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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70세 이상의 노령 환자의 경우 고식적 관해유도 항암치료의 낮은 효과에 

비해 치료 관련 초기 사망률이 높아 5년 장기 생존율은 여전히 매우 낮기 

때문에 치료법의 혁신이 필요함(Table 1).

Figure 1. 연령별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 성과

＜60세 ≥60세 ≥70세

＜1970 3% 0%

1970-1979 13% 8%

1980-1989 21% 5%

1990-1999 30% 8% 6%

2000-2009 38% 10% -

CR rate (1980-2009) 72% 48% 47%

8주 사망률 14% 29% 35%

Table 1. 노령 환자 항암치료 성적-5년 장기생존율



성인 급성골수성백혈병

51

2 본론

1) 초기 조혈모세포이식 성적

- 1970년대 말 AML에서 첫번째 관해 상태에서 HLA 일치 혈연 공여자를 이용한 

조혈모세포이식 성적이 보고된 이후,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은 AML을 완치시키

기 위한 가장 중요한 치료법으로 자리잡게 되었음. 

- 최근까지의 많은 후향적 비교 대조 및 전향적 관찰 연구와 일부 무작위 대조 

임상연구 결과들에 근거할 때, 1차 관해 상태는 잔존백혈병이 적고 내성을 

보일 가능성이 적으며, 환자의 상태가 양호하므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의 가장 

좋은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음. 

- 많은 대규모 연구에서 AML 환자의 조혈모세포이식 성적이 지속적으로 향상되

는 결과를 보여 주었으며, 최근 IBMTR에 보고에 의하면 초기 양호 상태에서의 

이식 시 약 60%의 5년 무병생존율을 기대할 수 있음(Figure 2).

Figure 2. 최근 AML 형제 사이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성적 보고 (IBMTR)

2) 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의 발전과 미래 도전

- 이러한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성적은 주로 젊고 상태가 양호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로서, 항암화학요법에 비해 재발이 낮으나, 최근의 핵가족 사회에서 

HLA가 일치하는 형제 공여자를 구하기가 어렵고, 여전히 항암화학요법에 비해 

치료관련 독성이 높아 특히 50~60세 이상 고령의 환자에서 원활하게 시행하기

에는 부담이 큼. 

- 동종/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의 다양한 독성들을 극복하기 위한 환자별, 이식 



질환 별 고려 사항

52

 종류별, 질환의 진행 정도에 따른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하고 일반적인 급성 

및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간질성폐렴, 간정맥폐쇄증, 각종 감염 및 장기부전 

등의 예상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신중한 예방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최근에는 다양하게 발전하는 임상술기의 개발과 적용을 통한 임상 경험의 축적

의 성과로 인해 훨씬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이식의 적응이 가능하게 되고 있음.

- 다양한 전처치법을 이용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은 형제 공여자가 없는 경우에

는 비혈연 공여자를 이용하거나 가족 사이의 HLA 절반일치 이식 혹은 제대혈 

이식을 고려하는 수준까지 발전하였으므로, 임상에서는 환자의 임상상태와 이

식 센터의 특성, 개개 이식의 장, 단점을 세밀하게 고려한 이식법의 선택이 

요구됨(Table 2).

특성
가족사이 HLA 

절반일치 이식

HLA 일치 혹은 부분 

일치 비혈연 이식
제대혈 이식

공여자 선택 가용성 쉬움 많은 시간 소요, 어려움 중간(국내 은행 등록 

제대혈 확보에 의존)

경비 저렴 비쌈 중간

추가 공여 가능성 가능 가능하나 시간 소요 어려움

GvHD 양호 높음 양호

감염 합병증 높으나 예방 가능 높음 생착 속도 영향 받음

조혈모세포 양 안정적 채취 가능 안정적 채취 가능 안정적 채취 어려움

재발률 양호 양호 양호

TRM 양호 높음 중간(지연 생착 등)

Table 2. 형제 이외 대체 공여자 이식의 주요 장단점 비교

- 가족 사이 HLA 절반일치 이식 분야의 혁명을 이룬 북경대의 보고를 살펴보면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안정된 이식 성적을 보고하고 있으며, 항암치료만 시행하

는 경우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음(Blood 

2012;119:5584-90). 

- 광저우대와 에모리대의 보고에서는 공통적으로 HLA-일치 혈연 대 타인 일치 

대 가족 사이 절반일치 이식의 성적이 거의 유사하여 표준이식법으로 생각하는 

HLA-일치 혈연 간 이식 성적에 거의 육박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음(J Clin Oncol 

2013;31:1310-6, Blood 2014;124:2735-43) 

- 존스 홉킨스대에서 시작된 이식 후 대량 cyclophosphamide 요법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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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A 절반일치 이식법은 공여자 조혈모세포에 섞여 주입되는 활성 면역세포들

을 대폭 제거하여 면역관용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저가의 고식적 항암제를 

편리하게 다량 투여하여 충분한 면역억제를 이루었다는 성과가 있지만, 그 

대신 이식편대 백혈병 효과를 상쇄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식 후 

초기 생착률의 저하라는 단점도 있음(J Clin Oncol 2014;32:3497-506). 

- 최근 일본에서 이식 후 cyclophosphamide의 용량을 변경한 절반일치 이식에 

대한 비교 연구가 시행되고 있음. 

- 국내에서 연구 제시된 성적을 보면, 상기 외국 주요 기관의 이식 성적과 유사한 

결과를 보고 하고 있음(Biol Blood Marrow Transplant 2012;18:1552-63, 

Blood 2011;118:2609-17). 

- 이러한 매력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후 비교적 높은 

이식관련 사망률로 인해 1980~2000년 시대의 대규모 무작위연구에서는 1차 

관해 상태의 AML의 경우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항암치료 혹은 자가조혈모세

포이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생존율의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였으나, 이후 

보다 발전된 이식 기법의 덕택으로 현시점에서는 NCCN 혹은 ELN 권고안에 

기준하면 중간군 혹은 불량 고위험군 환자의 1차 관해 상태에서는 대체로 HLA-

일치 형제 혹은 비혈연 사이의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은 가장 확실한 표준치료법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Table 3, 4). 

RISK STATUS CYTOGENETICS MOLECULAR ABNORMALITIES

Favorable-risk ∙ Core binding factor: inv(16) or 
t(16;16) or t(8;21)

∙ t(15;17)

∙ Normal cytogenetics: NPM1 
mutation in the absence of 
FLT3-ITD or isolated biallelic 
CEBPA mutation

Intermediate-risk ∙ Normal cytogenetics
∙ +8 alone
∙ t(9;11)
∙ Other non-defined

Poor-risk ∙ Complex (≥3 clonal 
chromosomal abnormalities)

∙ Monosomal karyotype
∙ -5, 5q-, -7, 7q-
∙ 11q23 - non t(9;11)
∙ inv(3), t(3;3)
∙ t(6;9)
∙ t(9;22)

∙ Normal cytogenetics: with 
FLT3-ITD mutation

∙ TP53 mutation

Table 3. 2015년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세포유전학/분자 이상에 따른 NCCN 예후군 분류표 (Version 
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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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군 평가인자
공고요법 후 재발위험율 무재발 사망률 예측 예후점수

항암/자가이식   vs.  동종이식 EBMT  vs.  HCT-CI  vs.  NRM risk

양호 ∙ t(8;21)+WBC ≤2만

∙ inv(16)/t(16;16)

∙ CEBPA(double)

∙ NPM1 mutation + FLT3 wild 

type

∙ Early CR1 and no MRD

35-40% 15-20% NA (≤1) NA (≤1)   10-15%

중간 ∙ t(8;21)+WBC ＞2만

∙ 정상 염색체 혹은(-X,-Y)

∙ WBC ≤10만

∙ Early CR1 (after first cycle)

50-55% 20-25% ≤2 ≤2 ＜20-25%

불량 ∙ 양호/중간군에 해당하는 인자를 

가지고 있지만, Late CR1 (＞ 

first cycle)인 경우

∙ 정상 염색체+ WBC ＞10만

∙ 염색체 이상

70-80% 30-40% ≤3-4 ≤3-4 ＜30%

매우 

불량

∙ Monosomal karyotype 

∙ 3q26 이상

∙ Evi-1 표현의 증가

＞90% 40-50% ≤5 ≤5 ＜40%

Table 4. AML, CR1에서 ELN 예후군별 통합-위험인자 평가점수에 따른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의 권고(즉, 중간
군 환자의 경우 EBMT 혹은 HCT-CI 점수가 2점 이하일 경우에만 동종이식을 권고하고 이 경우 항암치료만 시
행하는 경우의 최대 기대치와 유사 혹은 양호할 수 있음을 예측)

- 최적의 동종조혈모세포이식 대상 환자를 선택하기 위해, 유럽의 예후군별 

EBMT 점수 혹은 HCT-CI 점수를 참조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외에서 

제시된 권고안임을 주의하여야겠고 임상 일선에서는 담당 전문의가 자신의 

임상 환경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변별력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고안하여야 

할 것임. 

- 향후 HLA 절반일치 혹은 제대혈 이식의 확대 적용 가능성과 더불어 분자유전학

적 이상 등을 정밀하게 반영한 신뢰도 높은 예후 예측 평가지표들이 고안되어야 

할 것임.

- ELN의 통합적 위험군 분류에 따른 1차 관해 상태에서의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후 재발률 및 무재발 사망률 성적을 보면 예후 불량군 혹은 매우 불량군에서는 

동종이식의 이득이 있으나 중간군 및 양호군에서는 항암치료군에 비해 재발률

은 낮으나 무재발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낮은 재발률의 이득이 상쇄되는 

것을 알 수 있음(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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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대체 공여자원을 이용한 동종이식의 성적이 현저히 호전되면서 예후 

중간군에서도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추세임. 

- 아시아권에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HLA 절반일치 이식법이 낮은 무재발 

사망률과 안정적인 생착률, 낮은 재발률을 보고하고 있어, 예후 중간군과 불량

군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공여자원을 이용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수행되고 있음. 

- 제대혈 이식은 아직 국내외에서의 임상경험과 성적 보고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함.최근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저강도/저독성 전처

치법을 이용한 이식 성적이 발표되고 있으며, 고령의 환자에서도 동일한 임상 

조건에서는 젊은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저강도 전처치법을 이용한 적극

적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이 권장되고 있음. 

- 아직까지 예후 불량군 특히 재발 후 이식에서의 저강도 전처치법의 적용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골수제거 전처치법을 선호하였던 과거의 관점과 달리 최근 

저강도 혹은 저독성 전처치법의 유용성에 대한 보고들이 속속 제시되고 있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 이식 대상 환자의 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과거 65세를 기준으로 제한하였

던 관점이 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비록 보험급여의 제한이 있으나 다양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이식 적용이 가능한 노령 환자의 선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70세 이상의 환자에서도 일부 증례 보고이지만 긍정적 연구결

과들이 발표되고 있음.

- 오늘날 특별히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관심을 집중해야 할 분야는 급속한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인 환자의 지속적 증가와 이들의 적절한 치료 접근, 그리고 

치료 불응 및 재발 환자에 대한 적절한 새로운 동종조혈모세포이식법의 개발임. 

- 표적치료제를 병용하거나 이식 전, 후에 면역치료법을 접목하는 시도들에 대한 

이용한 일부 보고들이 있으나 매우 소수의 경험적 보고에 그치고 있어 이 분야

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함.

3) 새로운 예후인자들의 임상 진단 및 치료 현장에서의 활용

- 오늘날 많은 분자유전면역학적 예후 인자들이 AML에서 완전관해에 들어갈 

가능성, 완전관해의 유지기간, 완치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으나, 주요 변이유전체에 대한 정밀 분석과 표준화된 임상 적용은 여전히 

시간이 더 필요하고, 높은 검사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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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가장 편리하고 경제효율성이 높은 미세잔류질환

의 연속 검출법은 RT/RQ-PCR법에 의한 융합 유전자 전사체의 검출법이며, 

이는 치료 과정과 치료 종료 후 재발을 예측하고 이른 시기에 다양한 구제요법

을 시작하기 위한 핵심적인 지침이 되고 있음. 

- 유세포분석기를 이용한 면역표현형 분석을 통한 미세잔류질환 측정 방법의 

경우, 숙달된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고가 항체를 사용하여 진단 시부터 정도 

관리를 엄격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최근 치료 과정에서의 백혈병 관련 클론의 진화에 대한 장기간의 추적 검사 

관찰 등에 대한 보고가 초점이 되는 바, 조혈모세포이식 전후의 이러한 분야에

서의 연구 투자가 절실함(Leukemia 2016;30:295-302).

- 진단 시 염색체 분석 결과와 일부 변이 유전자 존재 여부를 종합한 최근 NCCN

의 치료 지침에 따라 중간 혹은 예후 불량 예후군에서는 1차 관해유도 후 

보다 이른 시기에 적극적인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권장하고 있음. 

- 과거 예후 양호군으로만 분류되었던 core-binding factor 양성군에서도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불량 예후 인자들의 영향을 받아 치료 성적이 열등함이 보고되면

서 이들 환자군을 선택적으로 조기에 평가하여 적극적 이식을 고려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식 초기 RUNX1/RUNX1T1 기반 예후군 추적에 대한 중국 

보고 및 BAALC 유전자와 c-kit 변이 유전자, 나이, 추가 염색체 등을 종합한 

예후 예측 지표에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음(Bone Marrow Transplantation 

2014;49:1466-74).

- 진단 시 염색체 이상은 치료 시기 및 치료법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독립 예후인자이며 최근에는 CN (cytogenetically normal)-AML과 같은 다수

의 환자군을 위해서는 분자유전학적 이상들이 특히 유용함. 즉, FLT3-ITD, 

NPM1, CEBPA, IDH1/2, DNMT3, MLL-PTD 등의 진단 시 평가는 NCCN과 

ELN에 의한 AML의 치료지침으로 구체화되었음(Table 4).

- 아직 임상에서 참고할 고용량 cytarabine 대 자가/동종 조혈모세포이식과 관련

된 성적 보고는 없으나 고령에서의 경우 오히려 저강도 전처치법을 이용한 

동종조혈모세포이식법이 신경독성을 포함한 고용량 cytarabine의 제한을 해결

할 대안이 될 수도 있음. 

- 새로운 약제 혹은 초저강도-동종 조혈모세포이식과 같은 새로운 동종이식법에 

대한 관심도 제기되고 있음.

- DNA 메칠전이효소를 억제하는 뉴클레오시드 유사체의 하나인 azacitidine/ 

decitabine을 조혈모세포이식법에 접목하는 연구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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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clofarabine, immune check point 억제제, 골수 미세환경 조율제 등과 

신기원의 약제들을 적극 활용한 21세기형 맞춤형 조혈모세포이식법을 개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4) 1차 조혈모세포이식 후 재발 혹은 1차 불응성 환자의 치료

-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APL)을 제외한 AML의 경우 일단 1차 관해 이후 재발하

면 추가적인 표준-용량의 항암치료와 2차 조혈모세포이식을 동원하여도 완치

되기 매우 힘들고 무엇보다 연령에 비례하여 치료 관련 독성 합병증이 극도로 

증가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재발 시 치료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자는 재발 이전 완전관해의 기간과 

첫 번째 완전관해를 얻기 위해 필요했던 관해유도치료의 횟수와 관해 후 치료의 

종류, 그리고 진단 시와 치료과정에서의 악성 클론의 종류 등이며 재발 환자에

서 재관해유도치료 후 이식 혹은 바로 재이식을 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모범

적 대단위 연구는 없음. 

- 과거 국내외 일부 보고에서는 동일 공여자 림프구 수혈에 대한 후향적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었으나 대체로 실망스러운 성적으로 보고되어, 이후 급성 백혈

병에서의 이들 시도는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다양하고 적극적

인 이식 기법의 발전으로 인해 거의 고려되지 않는 추세임. 조기 첫 재발환자

(6~12개월 이내)의 결과는 나쁘기 때문에(HLA-적합 공여자가 없는 환자의 

경우) 새로운 약제나 면역치료 등의 혁신적인 요법의 적용이 정당하지만, 첫 

번째 완전관해의 유지기간이 긴(＞6개월 혹은 ＞12개월) 환자의 경우 대개 

약제에 대해 감수성이 있으므로 재완전관해를 얻을 확률이 높아짐. 그러나,어떤 

경우에도 완치는 흔하지 않아서 만일 추가적인 조혈모세포이식이 불가능하다

면 새로운 치료적 접근법이 고려되어야 함. 

- 근래에는 여러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개발된 구제요법 임상시험들이 제공되고 

있으며, 기대치는 매우 낮지만 가급적 임상적 활성도가 높게 기대되는 신약들을 

활용한 적극적 임상연구가 필요함. 특히, 60~65세 이상의 고령 환자의 경우 

조기재발(＜6개월) 하거나 불응성인 경우 이들 신약제의 적용과 효과는 제한적

일 것이며, 다양한 대체 공여자원을 활용한 미니 혹은 저강도 전처치법을 이용

한 이식 치료와의 병합요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5) 소수의 예후 불량 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 치료

- CML 혹은 ALL과 달리 훨씬 발생 빈도가 낮은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AML은 

전체 급성골수성백혈병의 1~3% 수준으로 매우 드문 유형으로 알려져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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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적치료법을 조혈모세포이식에 적용한 모범적 치료 접근의 예시가 될 것으로 

생각됨.

- 1세대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인 Imatinib mesylate (Gleevec)을 이식 전에 

잘 활용하는 경우 과거와 달리 매우 희망적인 치료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Eur J Haematol 2007;79:170-3).

6) 자가조혈모세포이식

- 자가 조혈모세포이식도 재발 고위험군을 제외한 환자들에게는 AML을 완치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으나(Figure 3) 상대적으로 재발률이 

높고 고위험군 환자에서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며, 최근 다양한 저강도/저독성 

전처치법, T-세포 제거 이식법 등 동종조혈모세포이식법이 개량되어 자가이식

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저하되어있음. 

- 적절한 동종 공여자원을 찾을 수 없는 경우와 일부 노령층 환자 등 임상 적용에 

매우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며,비록 낮은 이식관련 사망률(동종이식 시 표준 

이식 성적 20~30% 대비 대개 5% 전후)의 장점이 있음에도 일부 연구에서는 

동종 이식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재발률로 인해 한계에 부딪혔음. 

- 이식 시 주입되는 CD34 양성 조혈모세포수의 이식 후 재발과의 상관성에 

대한 배경,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에서의 1차 재발 이후 치료법으로서의 역할, 

채취한 자가 조혈모세포가 충분하지 않은 때의 문제와 골수와 말초혈액을 이용한 

경우의 비교 연구 및 동종 이식과의 무작위 대조 연구를 통한 명확한 역할 규명 

등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숙제가 있으나 확대 연구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음.

Figure 3. 자가조혈모세포이식에서의 주입된 CD34 양성 세포의 양적 상관성 국내 연구 보
고(Bone Marrow Transplantation 2004;34:2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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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혈모세포이식 후 미세 잔류병의 추적과 새로운 치료 지향

- 다양한 예후 지표를 이용한 임상 추적을 위한 안정된 척도가 필요함.

- 정상 염색체를 갖는 경우에서처럼 임상 추적을 위한 적당한 표적이 없는 많은 

AML 환자에서 백혈병 유관 항원으로서 현재까지 제시된 몇 가지 단서들 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 성과를 제시한 것은 WT1 유전자이며, 임상에서의 적절한 유용

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음(Biol Blood Marrow Transplant 2013; 

19:958-66).

- 최근 유전체 연구의 활성화에 따라 많은 후보 대상 유전자들을 정확하고 신속하

게 추적하는 기법들이 소개되고 있음. NPM1 유전자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FLT3 유전자의 변이가 없으면서 정상 염색체를 갖는 중간 예후군 환자들에서도 

미세 잔류병을 추적하여 새로운 예후군을 조명한 최근 보고를 모범적인 임상 

적용의 예로 참조할 필요가 있음(N Engl J Med 2016;374:422-33).

3 결론

- AML 치료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의 역할은 매우 크며, 최근 더욱 발전하는 분자유

전면역학적 분류 및 예후인자 발굴과 이들의 임상이용 증가에 따라 향후에는 

현재 임상에서 실시되고 있는 조혈모세포이식의 치료성적을 보다 향상시키고 

노령 환자를 포함한 개개인 환자의 임상상태를 반영한 최적의 이식 치료법을 

고안하여 적기에 시행하려는 노력이 증대되어야 함. 

- 최근 표적치료제와 면역항암요법의 적용과 질환 특이 접근에 대한 틀이 정립되

어 가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이식관련 사망률과 합병증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것이고 지금보다

도 더 다양한 임상상태와 불량 예후군에서도 이식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보다 효과적인 이식 연계 면역조절요법의 신속한 임상 도입을 통해 중증 이식편

대숙주질환은 최소화하고 이식편대백혈병 효과(graft-versus-leukemia effect)

를 극대화하여 재발률을 낮춘다면, 치료 성적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임. 

-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신약 임상 시험의 결과가 기대되며, 특히 

최신 이식면역학의 지식과 기술의 발달로 제대혈 이식과 가족 사이 HLA 절반일

치 이식과 같이 다양한 대체 공여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이식치료법이 전략적으

로 활성화될 수 있다면 새로운 표적치료제 및 면역조절제의 개발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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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령대에서 환자 맞춤형 이식의 실현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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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MT Handbook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순천향의대 내과 박  성  규

1 서론

-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지속적인 혈구감소증과 세포 성숙과정에 이상 소견을 

보이는 클론성 조혈모세포질환으로 다양한 임상 소견 및 경과를 보이므로 진단 

당시 임상적 특징을 바탕으로 분류와 예후 평가가 중요하고, 적절한 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임. 현재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2008년에 발표되었던 WHO

분류(Table 1)을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예후 평가는 일반적으로 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 (IPSS; Table 2)와 revised IPSS (IPSS-R; Table 

3)를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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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type Blood Bone marrow

Refractory cytopenia 

with unilineage 

dysplasia (RCUD)

single cytopenia or 

bicytopenia
dysplasia in ≥10% of one cell line, ＜5% blasts

Refractory anemia with 

ring sideroblasts 

(RARS)

anemia, no blasts

≥15% of erythroid precursors with ring 

sideroblasts, erythroid dysplasia only, ＜5% 

blasts

Refractory cytopenia 

with multilineage 

dysplasia (RCMD)

cytopenia(s), ＜1 × 

109/L monocytes

dysplasia in ≥10% of cells in ≥2 

hematopoietic lineages, ±15% ring 

sideroblasts, ＜5% blasts

Refractory anemia with 

excess blasts-1 

(RAEB-1)

cytopenia(s) ≥2-4% 

blasts, ＜1 × 109/L 

monocytes

unilineage or multilineage dysplasia, no Auer 

rods, 5-9% blasts

Refractory anemia with 

excess blasts-2 

(RAEB-2)

cytopenia(s), 5-19% 

blasts, ＜1 × 109/L 

monocytes

unilineage or multilineage dysplasia, Auer 

rods, ±10-19% blasts

Myelodysplastic 

syndrome – 
unclassified (MDS-U)

cytopenias

unilineage dysplasia or no dysplasia but 

characteristic MDS cytogenetics, ＜5% 

blasts

MDS associated with 

isolated del(5q)

anemia, platelet 

levels normal or 

increased

unilineage erythroid dysplasia, isolated 

del(5q), ＜5% blasts

Vardiman JW, Thiele J, Arber DA, et al. The 2008 revis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classification of myeloid neoplasms and acute leukemia: rationale and important changes. 

Blood 2009;114:937-951.

Table 1. WHO Classification of MDS

Score Value

Prognostic variable 0 0.5 1 1.5 2

Marrow blasts (%) ＜5 5~10 - 11~20 21~30

Karyotype Good Intermediate Poor

Cytopenia 0/1 2/3

Table 2. 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 (I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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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SS, risk category 

(% IPSS population)
Overall score

Median survival (y) in 

the absence of therapy

25% AML progression (y) 

in the absence of therapy

Low (33) 0 5.7 9.4

Intermediate-1 (38) 0.5~1.0 3.5 3.3

Intermediate-2 (22) 1.5~2.0 1.1 1.1

High (7) ＞2.5 0.4 0.2

Greenberg P, Cox C, LeBeau M, et al. International scoring system for evaluating prognosis 

in myelodysplastic syndromes. Blood 1997;89:2079-2088.

* Cytogenetics: Good=normal, -Y alone, del(5q) alone, del(20q) alone; Poor=complex (≥3 

abnormalities) or chromosome 7 abnormalities; intermediate=other abnormalities. t(8;21), 

inv16, and t(15;17) are considered to be AML.

* Cytopenias: neutrophil count ＜ 1,800/μL, platelet ＜ 100,000/μL, Hb ＜ 10g/dL.

Score Value

Prognostic variable 0 0.5 1 1.5 2 3 4

Cytogenetic
Very 

good
- Good - Intermediate Poor Very poor

Marrow blasts (%) ＜2 - 2~＜5 - 5~10 ＞10

Hemoglobin ≥10 - 8~＜10 ＜8 - - -

Platelets ≥100 50~＜100     ＜50 - - - -

ANC ≥0.8       ＜0.8

Table 3. Revised 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 (IPSS-R)

IPSS-R, risk 

category (% IPSS-R 

population)

Overall 

score

Median survival in the 

absence of therapy

25% AML progression in 

the absence of therapy

Very low (19) ≤1.5 8.8 Not reached

Low (38) ＞1.5~≤3.0 5.3 10.8

Intermediate (20) ＞3.0~≤4.5 3 3.2

High (13) ＞4.5~≤6.0 1.6 1.4

Very high (10) ＞6.0 0.8 0.7

Greenberg PL, Tuechler H, Schanz J, et al. Revised International Scoring System for 

Myelodysplastic Syndromes. Blood 2012;120(12):2454-2465.

* Cytogenetics: Very good=-Y, del(11q); Good=normal, del(5q), del(12p), del(20q), double 

including del(5q); Intermediate=del(7q), +8, +19, i(17q), any other single or double in-

dependent clones; Poor=-7, inv(3)/t(3q)/del(3q), double including -7/del(7q), complex 3 

abnormalities; Very poor=complex ≥3 abnormalities.



질환 별 고려 사항

64

 -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은 잠재적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이며, 

intermediate-2, high, very high 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에서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HLA 일치 공여자가 부족하고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나이가 많은 

이유로 이식이 진행되는 경우는 제한적임.

- 최근, 이식 관련 지식 및 기술의 진보와 함께 저강도 전처치(reduced intensity 

conditioning: RIC)의 도입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은 60대 환자뿐만 아니라 70대 

초반 환자에게도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환자의 나이, 전신상태, 동반 질환 

등을 고려하여 이식 관련 위험성과 기대되는 이식 성공률을 평가하고, 환자의 

이해 및 요구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2 조혈모세포이식 적응

- 환자 나이: 표준적인 골수파괴 전처치(myeloablative conditioning: MAC)를 

이용한 이식의 경우 50세 미만의 환자에서 주로 고려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의 

환자에서는 저강도 전처치(RIC) 혹은 비골수파괴 전처치(non-myeloablative 

conditioning: NMA)를 이용을 고려하여야 함. NMA 전처치를 이용한 이식의 

경우 정상 장기 기능, 좋은 전신상태라면 70대 환자까지 고려할 수 있음.

EBMT 자료 분석에서 50-60세와 60세 이상의 생존율 차이(34% vs. 27%)가 

없었으며, 표준적인 MAC와 RIC 사이에도 차이가 없었음(30% vs. 32%). 재발 

관련 없는 사망률의 경우 36%로 MAC, 비혈연간 공여자, 진행된 질병상태 

등이 나쁜 영향을 줌. 재발률의 경우 RIC를 사용할 때 증가하였음(41% vs. 

33% for MAC) (J Clin Oncol 2010;28(3):405-411).

- 전신 수행상태(performance status, PS) 및 동반질환 평가: 전신 수행상태는 

불량한 예후를 반영하는 인자로 ECOG PS score, Karnofsky index 등을 사용

하여 평가함. 이식 성적에 대한 동반질환의 영향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 소개되어 있으며(HCT-CI score, PAM score, EGBMT score), HCT-CI 

score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HCT-CI ≥3인 경우 불량한 예후를 반영

함. 최근 고령환자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의 성적을 예측하는데 삶의 질 평가를 

위한 기구를 사용한 보고가 있음(Haematologica 2013;98(2):208-216).

- 질병의 진행 정도: 예후 인자로 진단 시 예후를 평가하는 IPSS 혹은 IPSS-R에 

포함되어 임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후 단독으로 성적

에도 영향이 있음(Blood 2012;120(7):1398-1408, Blood 2013;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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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7-4008). IPSS-R 중 very good 그룹의 경우 이식 후 5년 재발률이 20% 

미만이나 very poor 그룹의 경우 약 50%에 이름. 따라서 IPSS 기준으로 

intermediate-2, high 위험군, IPSS-R 기준으로 intermediate, high, very 

high 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 후 이른 시기에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

하도록 추천함. 다만, intermediate-1인 경우에도 불량한 예후와 관련 있는 

세포유전자 이상을 동반하거나, 심한 혈소판감소증, 빈번한 적혈구 수혈 요구량

이 있다면 이식을 고려할 수 있음. 치료 연관 골수형성이상증후군(therapy- 

related MDS)의 경우 예후가 불량하기 때문에 급성 백혈병으로 이행하기 전 

조기에 이식을 시행하도록 추천함.

- 세포유전자 이상: 중요한 예후인자로 IPSS 혹은 IPSS-R을 통해 확인된 세포유전

자 이상 외에 monosomal karyotype, TP53, EZH2, ETV6, ASXL1, TET2, 

DNMT3A 등도 불량한 예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됨.

3 조혈모세포이식 시기 결정

- 고위험군(IPSS 기준으로 intermediate-2 and high risk, IPSS-R 기준으로 

intermediate, high, and very high risk group)의 경우 진단 후 가능한 빠른 

시기에 이식을 추천함.

- 저위험군(IPSS 기준으로 low and intermediate-1 risk, IPSS-R 기준으로 very 

low and low risk group)의 경우 저메틸화제를 포함한 보존적인 치료법을 

시행하면서 질병의 악화와 관련된 증상 및 징후가 확인될 때까지 이식을 연기

함. 질병의 악화 관련 소견으로 혈구 감소의 악화, 수혈 요구의 증가, 반복적인 

감염성 혹은 출혈 합병증 등을 고려할 수 있음.

4 조혈모세포이식 전 치료

- 이식 전 관해 유도 항암화학요법의 역할은 불분명함. 항암화학요법은 동반 

부작용의 빈도가 높고 심하지만, 관해 유도율이 높기 때문에 증식 속도가 높은 

종양 부하(burden)를 동반한 젊고 건강한 환자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치료법임. 저메틸화제는 부작용이 적어 60세 이상 혹은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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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선택할 수 있음.

- 철분과부하(iron overload) 상태는 이식 후 초기 사망률을 증가시킴. 따라서 

이식 전 적극적으로 deferoxamine, deferasirox 등의 약물을 투여하여 혈청 

ferritin을 1,000 μg/L 미만으로 감소시킬 것을 권장함.

5 조혈모세포이식의 공여자 선택

- HLA 일치 혈연 공여자를 가장 선호하지만, 대상 환자 중 약 30%에서만 적절한 

공여자를 찾을 수 있음. 따라서 혈연 공여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대체 공여자로 

완전 일치(8/8) 혹은 부분 일치(7/8) 비혈연 공여자를 선택할 수 있음(현재 

국내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으로 HLA-A,B,C, DR 중 1 allele 불일

치까지만 보험으로 인정하고 있음).

- CIBMTR 자료 분석에서 완전 일치 비혈연 공여자를 이용한 경우 3년 무병 

생존율이 혈연간 공여자를 이용한 경우와 유사하였으며, 전체 생존율도 비슷하

였음(Blood 2013;122(11):1974-82). 반면, 부분 일치 비혈연 공여자의 경우는 

무병생존율, 전체 생존율이 낮았음. 급성 GVHD의 빈도는 혈연 공여자, 완전 

일치 및 부분 일치 비혈연 공여자 순으로 증가하였으며(42%→54%→57%), 만성 

GVHD의 빈도는 유사하였음(45%→34%→47%). 참고로 연구 대상 환자 중 약 

40%에서 RIC 혹은 NMA (non-myeloablative) 전처치를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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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n 

age
Patients DFS (%)

Relapse 

(%)
NRM (%)

De Witte (Br J 

Haematol 

2000;110(3):

620-630)

33 

years

MRD 885 36 at 3 

years

36 at 3 

years

37 at 3 

years

MUD 198 25 41 58

Mismatched 

related donor

91 28 18 66

Saber W (Blood 

2013;122(11):

1974-82)

53 

years

MRD 176 38 at 3 

years

30 at 3 

years

32 at 3 

years

MUD 413 35 25 40

Mismatched 

related donor

112 28 28 44

* Abbreviation: DFS, disease-free survival; NRM, non-relapse mortality; MRD, matched re-

lated donor; MUD, matched unrelated donor.

a) Age means median age.

Table 4. Clinical outcomes of allogeneic HSCT for MDS according to donor types

- HLA 불일치(반일치) 혈연 공여자(haploidentical donor)를 이용한 이식은 

HLA-일치 혈연, 비혈연 공여자가 없는 경우 시행. 최근 성적은 비혈연간 이식 

성적과 유사하다고 보고함.

- 제대혈이식은 혈연간 또는 비혈연간 이식이 HLA-일치 혈연, 비혈연 공여자가 없는 

경우 시행함.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식의 이식에 비하여 드물게 사용됨.

6 조혈모세포이식의 공급원(source)

- EBMT 자료에서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중 말초혈액조혈모세포(PBSC)를 이용하

는 경우 골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빠른 골수기능회복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재발률을 보여 무병 생존율의 향상됨을 보고하였음(Blood 2002;99: 

4370-4378). 반면, 급성 GVHD 빈도의 차이가 없었으나, 만성 GVHD는 PBSC

를 이용하는 경우에서 증가하였음. Seattle 그룹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

는데, 3년 무병생존율이 PBSC의 경우 68%로 골수의 경우 48%에 비하여 양호

한 성적을 보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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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처치요법(conditioning regimen)

- 이식이 가능한 충분한 면역억제 및 백혈병세포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항암화학요법 ± 방사선치료로 구성하고 강도에 따라 골수파괴 전처치

(myeloablative conditioning; MAC), 저강도 전처치(reduced intensity 

conditioning; RIC), 비골수파괴(non-myeloablative: NMA) 전처치로 나뉨.

- MAC: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방법으로 초기 임상연구에서 골수파괴 전신방사선

조사(TBI)을 이용한 전처치가 항암제로만 하는 전처치에 비하여 성적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많은 센터에서 fractionated TBI를 cyclophosphamide(Cy)와 

병용하여 전처치로 사용하였으나, 추가 임상연구에서 Busulfan과 Cy 병용요법

과 비슷한 이식성적을 보고함(Blood 2002;100(6):1997-2004).

Median 

age
Intensity Patients DFS (%)

Relapse 

(%)
NRM (%)

Anderson JE 

(Blood 1993;

82(2):677-681)

30 

years

MAC

TBI/Cy=88

Bu/Cy=5

93 41 at 4 

years

28 at 4 

years

43 at 4 years

Appelbaum FR 

(Leukemia 1998;

12(Suppl 1):

S25-29)

38 

years

MAC 251 40 at 5 

years

18 at 5 

years

Deeg HJ (Blood 

2002;100(4):

1201-1207)

46 

years

MAC

Bu/Cy

109 56 at 3 

years for 

MRD, 59 

for MUD

16 at 3 

years for 

MRD, 11 

for MUD

28 at 3 years 

for MRD, 

30 for 

MUD

* Abbreviation: DFS, disease-free survival; NRM, non-relapse mortality; MAC, myeloablative 

conditioning; TBI, total body irradiation; Cy, cyclophosphamide; Bu, busulfan; MRD, match-

ed related donor; MUD, matched unrelated donor.

a) Age means median age.

Table 5. Clinical outcomes of allogeneic HSCT for MDS according to conditioning regimens

- 골수파괴 전처치(MAC)를 할 수 없는 경우 저강도 전처치(RIC)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식 관련 사망률이 감소하지만, 재발률이 증가하여 생존 성적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음. 진단 당시 불량한 예후를 갖는 세포유전자 이상, 

IPSS 고위험군, 항암 불응성인 경우 RIC를 이용한 이식 성적이 나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함. 향후 재발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전처치 방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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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Intensity Patients OS (%) DFS (%) Relapse (%) TRM (%)

Martino R 
(Blood 
2006;
108(3):
836-846)

MAC 621 45 at 3 

years

39 at 3 

years

27 at 3 

years

32 at 3 years

RIC 215 41 33 45 22

Scott BL (ASH 
2015; 
abstract 
LBA-8)

MAC 135 77.4 at 18 

months

47.3 at 18 

months

13.5 at 18 

months

15.8 at 18 

months

RIC 137 67.7 67.7 48.3 4.4

* Abbreviation: OS, overall survival; DFS, disease-free survival; TRM, transplant-related 

mortality; MAC, myeloablative conditioning; RIC, reduced intensity conditioning.

Table 6. Comparison between myeloablative versus reduced intensity conditioning regimens

- Dose intensity에 의한 이식성적 영향: 전처치의 dose intensity가 증가하는 

경우 재발 위험성은 감소하지만, non-relapse mortality 증가함. 전향적 연구를 

통한 비교 평가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Figure 1. Intensities of commonly used regimens for MDS HSCT (Am Soc Hematol Educ 
Program 2012;2012:49-55). * Abbreviation: NMA, non-myeloablative conditioning; RIC, 
reduced intensity conditioning; MAC, myeloablative conditioning; Flu, fludarabine; Mel, 
melphalan; Bu, busulfan; TBI, total body irradiation; Cy, cyclophosphamide; Ida, idarubicin; 
Thio, thiotepa; ATG, anti-thymocyte globu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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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men Total dose Dose per day Days

Cy/TBI
Cyclophosphamide
TBI

120 mg/kg
12 ~ 14 Gy

60 mg/kg
2 Gy, bid

-6, -5
-3 ~ -1

Cy/VP/TBI
Cyclophosphamide
Etoposide
TBI

120 mg/kg
30-60 mg/kg
12 ~ 13.8 Gy

60 mg/kg
30-60 mg/kg
2~2.3 Gy, bid

-6, -5
-4,
-3, -2, -1

Bu/Cy
Busulfan (IV)
Cyclophophamide

16 mg/kg
120 mg/kg

4 mg/kg
60 mg/kg

-7 ~ -4
-3, -2

Bu/Mel
Busulfan (IV)
Melphalan

16 mg/kg
140 mg/m2

4 mg/kg
140 mg/m2

-5 ~ -2
-1

Flu/Bu
Fludarabine
Busulfan (IV)

150 ~ 180 mg/m2

12.8 mg/kg
30 mg/m2

3.2 mg/kg
-9 ~ -5 or -4
-6 ~ -3

Flu/Bu
Fludarabine
Busulfan (IV)

160 mg/m2

520 mg/m2
40 mg/m2

130 mg/m2
-6 ~ -3
-6 ~ -3

Myeloablative conditioning regimen for MDS

Regimen Total dose Dose per day Days

Flu/Bu
Fludarabine
Busulfan (IV)

150 mg/m2

8 ~ 10 mg/kg
30 mg/m2

2.5 ~ 4 mg/kg
-6, -5, -4, -3, -2
-5 ~ -2

Flu/Mel
Fludarabine
Melphalan
± alemtuzumab

100~150 mg/m2

140, 180 mg/m2
20~30 mg/m2

70, 90 mg/m2
-7 ~ -3
-2, -1

Flu/Cy/Mel
Fludarabine
Cyclophosphamide
Melphalan

125 mg/m2

2 g/m2

140 mg/m2

25 mg/m2

1 g/m2

140 mg/m2

-7 ~ -3
-3, -2
-1

Flu/Cy
Fludarabine
Cyclophosphamide

125 mg/m2

100 mg/kg
25 mg/m2

50 mg/kg
-5 ~ -1
-5 ~ -4

Treosulfan/Flu/TBI
Treosulfan
Fludarabine
± TBI

42 g/m2

150 mg/m2

2 Gy

14 gm2

30 mg/m2
-6 ~ -4
-6 ~ -2
D0

Reduced intensity conditioning regimen for MDS

- 전처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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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men Total dose Dose per day Days

Flu/TBI

Fludarabine

± TBI

90 mg/m2

2 Gy
30 mg/m2 -4 ~ -2

D0

TLI/ATG

Total lymphoid irradiation

Anti-thymocyte globulin

12 Gy

7.5 mg/kg

1.2 Gy

1.5 mg/kg

-11 ~ -1

-11 ~ -7

Flu/Ara-C/Ida (FAI)

Fludarabine

Cytarabine

Idarubicin

120 mg/m2

1 g/m2

36 mg/m2

30 mg/m2

1 g/m2

12 mg/m2

-7 ~ -4

-3, -2

-3 ~ -1

Non-myeloablative conditioning regimen for MDS

8 자가조혈모세포이식(autologous stem cell transplantation: ASCT)

- 과거 관해 유도 항암요법 후 시행하여 일부에서 장기간 치료반응을 유지한 

보고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관해 유도율로 제한된 환자에게 적용 가능함. 

최근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시행한 예가 더욱 감소하는 추세임. EBMT 자료에

서 173명을 대상으로 ASCT를 시행하여 3년 무병생존율이 33%이었음(Br J 

Haematol 2000;110(3):620-630).

9 이식 후 재발 방지

- 이식 후 치료 실패의 주요 원인은 재발임. 따라서 유지치료 전략 혹은 미세 

잔류암(minimal residual disease: MRD) 평가를 통한 preemptive 치료 전략

이 필요함.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후 1년 내 재발이 많기 때문에 유지치료는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Maintenance therapy: 고위험군 환자에서 이식 후 azacitidine을 투여하였을 

때 양호한 이식 성적을 보고되었고, 동반된 부작용 혹은 GVHD에 나쁜 영향이 

없었음(Cancer 2010;116:5420-5431). 객관적 평가를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

함. Lenalidomide의 경우 del(5q) 이상을 동반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및 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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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수구백혈병 환자에서 이식 후 유지치료로써 사용하는 임상연구가 진행 중으

로 GVHD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MRD 평가를 통한 preemptive 치료 전략: 이식 후 공여자 chimerism에 대한 

추적검사, flow cytometry 검사 등을 이용하여 MRD를 평가하고, 조기 재발을 

확인하였을 때 공여자림프구 주입(donor lymphocyte infusion: DLI)을 고려

할 수 있음. Azacitidine을 포함한 약물 치료법과 DLI 혹은 자연살해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법도 연구 중임.

10 Suggested readings

1. Platzbecker U. Who benefits from allogeneic transplantation for myelodysplastic 
syndromes?: new insights. Hematology Am Soc Hematol Educ Program 
2013;2013:522-8.

2. Oran B. Which patients should undergo allogeneic stem cell transplantation for 
myelodysplastic syndromes, and when should we do it? Clin Lymphoma Myeloma 
Leuk 2015;15 Suppl :S43-9.

3. Brierleya CK, et al. Allogeneic stem cell transplantation in myelodysplastic 
syndromes: does pretransplant clonal burden matter? Curr Opin Hematol 
2016;23:167-74.

4. Shaffer BC, et al. Scoring system prognostic of outcome in patients undergoing 
allogeneic hemat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for myelodysplastic syndrome. J 
Clin Oncol 2016;34:18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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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MT Handbook

Study 

group
Year No. Age, y SCT indication CR, % OS, % (y)

CALGB 1998 198 35 (16-83) Ph+ ALL only 85 50 (3)

SWOG 2000 353 32 (15-84) Not reported 76 35 (8)

NILG 2001 121 35 (15-74) High-risk only 84 49 (5)

JALSG 2002 263 31 (15-59) Donor (+) 78 30 (6)

GIMEMA 2002 767 28 (12-60) High-risk only 82 27 (9)

EORTC 2004 340 33 (14-79) Donor (+) 74 36 (6)

GOELAL 2004 198 33 (15-59) High-risk only 86 41 (6)

Table 1. 성인 ALL의 대규모 연구 결과

성인 급성림프모구백혈병

가톨릭의대 내과 이  석

1 서론

- 성인 급성림프모구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 ALL)에서 시행된 

대규모 연구 결과, 관해유도요법 후 80-90%의 환자에서 CR(complete 

remission)이 획득되지만 약 50%의 환자에서 항암화학요법 혹은 동종조혈모세

포이식(allogeneic stem cell transplantation, 이하 SCT) 후 재발되어 장기 

생존율은 30-50%에 불과함(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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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LA 2004 922 33 (15-55) High-risk only 84 36 (5)

MDACC 2004 288 40 (15-72) Ph+ ALL only 92 38 (5)

PETHEMA 2005 222 27 (15-50) High-risk only 82 34 (5)

GMALL 2007 713 34 (15-55) High-risk only 89 54 (5)

MRC-ECOG 2008 1646 31 (15-64) Donor (+) 90 39 (5)

HOVON 2009 433 31 (16-55) Donor (+) NR 37 (5)

Study Group No.
Age,

y

TKI dose,

mg/d

CR,

%

SCT in 

CR1, %

DFS,

% (y)

OS,

% (y)

Imatinib

MDACC 54 51 400-800 93 30 43 (5) 43 (5)

Korea (CBMTC) 116 34 400 95 82 62 (5) 64 (5)

JALSG 100 48 600 97 60 46 (3) 55 (3)

GMALL 92 43 400-600 95 77 40 (2)

GRAALL 45 45 600-800 96 53 44 (4) 52 (4)

PETHEMA 30 44 400 90 53 30 (4) 30 (4)

NILG 59 45 600 92 57 39 (5) 38 (5)

MRC-ECOG 175 42 400-600 92 46 33 (4) 38 (4)

GRAALL 268 47 800 95 60 37 (5) 46 (5)

Dasatinib

MDACC 72 55 100 96 17 44 (5) 46 (5)

GIMEMA 53 54 140 100 51 (2) 69 (2)

US Intergroup 94 44 100 88 44 74 (1) 88 (1)

GIMEMA 60 42 140 97 49 (3) 58 (3)

Korea (multicenter) 51 46 100 98 77 52 (5) 51 (5)

Nilotinib

Korea (multicenter) 90 47 800 91 63 72 (2) 72 (2)

Ponatinib

MDACC 37 51 45 100 24 81 (2) 80 (2)

Table 2. 성인 Ph-positive ALL에서 TKI에 기반한 초치료요법(first-line treatment) 성적

- 이중 Philadelphia chromosome (Ph)-positive ALL은 tyrosine kinase 

inhibitors (TKI)가 임상에 도입된 이후 치료성적의 향상과 함께 치료 페러다임

이 크게 변화되어 별도의 subgroup으로 구분하고 있음(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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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후인자

- 성인 ALL에서 높은 CR rate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에서 재발되는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 각 환자 별 진단 시 특성 및 치료에 따른 분자생물학적 특성을 반영하는 

재발위험도 평가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현재까지 보고된 성인 ALL의 예후인자들을 요약하면, 진단 시 연령, 백혈구 

수 및 세포유전학적 이상소견 등과 같은 임상 지표와 더불어 미세잔류병

(minimal residual disease, 이하 MRD)이 가장 중요한 독립적인 예후인자로 

제시되고 있음(Table 3).

Age continuous variable

WBC count ＞30×109/L (B-cell), ＞50~100×109/L (T-cell)

Cytogenetics t(9;22)/BCR-ABL1, t(v;11q23)/MLL, hypodiploidy (44 chromosomes), 

complex (≥5 chromosomal abnormalities)

MRD MRD persistence (molecular failure), 

MRD reappearance (molecular relapse)

Molecular 

markers

IKZF1DEL/MUT, JAKMUT, CRLF2HIGH, ERGHIGH, BAALCHIGH, HOX11LOW/NEGATIVE, 

HOX11L2HIGH/POSITIVE, NOTCH1/FBXW7NEGATIVE

Table 3. 성인 ALL의 불량한 예후인자

- 연령: MRC-ECOG의 대규모 연구에 의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존율이 저하됨

이 확인됨. 그러나 최근 adolescent/young adult ALL에서 소아 치료지침에 

근거한 항암화학요법이 기존의 성인 치료지침에 비해 보다 효과적임이 확인되

고 있어, 단순한 연령에 근거한 재발위험도 평가보다는 각 해당 연령층에서 

개개인의 세포유전학적 특성 및 MRD level에 근거한 risk stratification이 

보다 중요함.

- 세포유전학적 이상소견: MRC-ECOG 및 SWOG의 연구에 의해 Ph [t(9;22)/ 

BCR-ABL1], t(v;11q23)/MLL rearrangement, hypodiploidy (＜44 chromo-

somes), complex karyotype(≥5 chromosomal abnormalities)이 불량한 예

후와 연관된 이상소견으로 확인됨. 

- MRD level: 실시간-정량-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quantitative poly-

merase chain reaction) 기법이 발달되면서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성인 Ph-negative ALL: 관해유도요법 및 공고요법 후 MRD-positive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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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D-negative인 환자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생존율을 보임으로써 가장 

강력한 예후인자임이 제시되고 있음.

- 성인 Ph-positive ALL: BCR-ABL1 transcript에 대한 MRD monitoring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 최근 IKZF1 deletion 등과 같은 새로운 molecular markers의 역할이 보고되고 있음.

3 조혈모세포이식(SCT)

형제공여자-SCT

- CIBMTR data (2003~2013년)에 의하면 성인 ALL에서 형제공여자-SCT의 성

적은 이식 전 질환상태가 CR1인 경우 3년-생존율이 56%, 이보다 진행된 CR2 

및 advanced status인 경우 각각 36%, 27%임(Figure 1).

Figure 1. 성인 ALL의 형제공여자-SCT 생존율(2003~2013)

-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성인 ALL의 경우 대상환자의 재발위험도에 근거하여 

가능한 조기에 CR1 상태에서 SCT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유용성은 특히 재발-고위

험군(high-risk group)에서 보고되었음(meta-analysis; donor versus no donor).

- 이에 반하여 성인 Ph-negative ALL 환자만을 대상으로 보고된 meta- analysis 

(donor versus no donor) 결과에 의하면, 공여자가 있는 경우에서 유의하게 

낮은 재발율이 확인되어 graft-versus leukemia (GVL) 효과가 입증된 반면, 

35세 이상 연령층에서 높은 이식관련사망율(transplant-related mortality, 이하 

TRM)로 인하여 생존율에 있어서는 35세 미만 젊은 연령층에서 SCT의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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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고, 35세 이상에서는 TRM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음.

- 최근 보고된 GRAALL data에 의하면, 성인 Ph-negative ALL 환자만을 대상으

로 관해유도요법 후 MRD level에 따라서 SCT를 시행 받은 환자군과 항암화학

요법을 시행 받은 환자군의 성적을 비교한 결과, SCT의 역할은 MRD level이 

≥10-3인 경우에서 현저하였던 반면 MRD level이 ＜10-3인 경우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성인 Ph-positive ALL의 경우, 대부분의 보고에서는 TKI 도입 후에도 여전히 

SCT의 필요성이 있음이 제시되고 있는 반면, MRD가 지속적으로 검출되지 

않는 경우 SCT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장기 생존이 가능하다는 일부 연구 결과 

또한 보고되고 있어, 이 환자군에서의 SCT의 역할에 대해서도 장기간 추적관찰

에 근거한 연구결과들의 취합이 필요함. 

- 따라서 성인 ALL에서 SCT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

하며, 특히 모든 기존의 보고들이 재발-고위험군에 대한 동일한 정의 하에 분석된 

결과가 아니고 치료 방법 또한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비혈연공여자(unrelated donor)-SCT

- 최근 고해상도-HLA 검사법에 근거한 공여자 선별, 이식편대숙주질환(graft- 

versus-host disease, GVHD) 예방 및 보조요법의 발전, 표적항암제 도입 등으

로 인하여 비혈연공여자-SCT의 성적이 형제공여자-SCT의 성적과 유의한 차이

가 없음.

- CIBMTR data (2003~2013년)에 의하면 성인 ALL에서 비혈연공여자-SCT의 

성적은 SCT 전 질환상태가 CR1인 경우 3년-생존율이 55%, 이보다 진행된 

CR2 및 advanced status인 경우 각각 36%, 21%로 형제공여자-SCT 성적과 

유사함(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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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성인 ALL의 비혈연공여자-SCT 생존율(2003~2013)

- 따라서 재발-고위험군에 속하는 성인 ALL 환자에서 형제공여자가 없을 경우 

비혈연공여자-SCT를 CR1 시 고려함은 타당함. 재발-표준위험군(standard- 

risk group)에서 비혈연공여자-SCT가 권고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속

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함.

저강도-전처치요법(reduced-intensity conditioning)을 이용한 SCT

- 고강도-전처치요법(myeloablative intensity conditioning, 이하 MAC)을 이용

한 SCT를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 제한요소는 TRM이며, 이는 특히 대상환자

의 연령이 높거나 이식 전 co-morbid condition이 동반된 경우에서 증가됨.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저강도-전처치요법(reduced-intensity 

conditioning, 이하 RIC)을 이용한 SCT가 도입됨.

- 성인 ALL에서 시행된 RIC-SCT 성적은 Table 4와 같음.

Study group Year No.
Relapse, 

% (y)

TRM, 

% (y)

OS, 

% (y)

City of Hope 2009 24 (11 CR1) 21 (2) 22 (2) 62 (2)

Minnesota 2009 22 (12 CR1) 36 (3) 27 (3) 50 (3)

EBMT 2010 127 (105 CR1) 47 (2) 21 (2) 48 (2)

CIBMTR 2010 93 (55 CR1) 35 (3) 32 (3) 38 (3)

FHCRC 2011 51 (32 CR1) 40 (3) 28 (3) 34 (3)

CBMTC 2009, 2013 60 (52 CR1) 34 (5) 21 (5) 55 (5)

Table 4. 성인 ALL의 RIC-SCT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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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EBMT와 CIBMTR data에 의해 성인 ALL에서 RIC과 MAC을 비교한 

결과, RIC 환자군에서 MAC 환자군에 비해 재발율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TRM이 감소되어 궁극적인 생존율의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음이 보고됨.

- 따라서 성인 ALL에서 MAC을 시행하기 어려운 노령층 혹은 젊은 연령층이지만 

co-morbid condition이 동반된 경우, RIC-SCT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4 NCCN guideline

- 상기 내용에 근거하여 현재 NCCN guideline (version 2, 2014)에서 권고되고 

있는 성인 ALL의 SCT 적응증은 ＜65세인 Ph-positive ALL, ＜65세인 

Ph-positive ALL 환자 중 특히 불량한 세포유전학적 이상소견이 있거나 관해유

도요법 후 MRD-positive인 경우임(https://www.nccn.org/professionals/ 

physician_gls/f_guidelines.asp).

5 결론

- 성인 ALL에서는 최근 백혈병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다양한 기전의 새로운 약제

들이 임상에 도입되면서 환자 개개인의 재발위험도를 기존의 임상지표(연령, 

세포유전학적 이상소견)와 함께 정량적 MRD monitoring을 통해 평가하고, 

이에 기반한 risk-based SCT의 적용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이와 같은 권고안의 보편화를 위해서는 향후 모든 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same 

MRD language가 필요하며, MRD 외에도 이 질환의 발병기전, 약제내성 및 

치료반응과 관련된 markers의 발굴에 대한 지속적인 분자유전학적 연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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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MT Handbook

성인 림프종

성균관의대 내과 김  석  진

1 림프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의 적응증

호지킨 림프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경우

1) 자가조혈모세포이식

- 1차 치료 후 관해 유도에 실패하였거나 관해 후 추적 중에 재발한 경우

2) 동종조혈모세포이식

-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발한 경우

-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후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할 수 있는 위험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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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호지킨 림프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경우

- 재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1차 치료 후 공고 요법으로 시행

- 1차 치료 후 관해 유도에 실패하였거나 관해 후 추적 중에 재발한 경우

비호지킨 림프종에서 1차 치료 후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경우

1) 재발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세부아형의 경우 공고 요법으로 권고됨

- Immature B/T-lymphoblastic lymphoma

- Mature T-cell lymphoma with aggressive clinical behavior

- Peripheral T-cell lymphoma, not otherwise specified stage I-IV

- Angioimmunoblastic T-cell lymphoma stage I-IV

-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 ALK-negative stage I-IV

-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 ALK-positive (only in case of IPI 

score ≥ 3)

- Enteropathy-associated T-cell lymphoma stage I-IV

- Extranodal NK/T-cell lymphoma, nasal type stage III/IV

- Other unclassified types of T-cell lymphoma with advanced stage

2) 반드시 1차 치료 후 공고 요법으로 권고되지는 않으나 고려해볼 수 있는 경우

- Mature B-cell lymphoma with aggressive clinical behavior (not 

mandatory)

-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only in case of IPI score ≥ 3)

- Burkitt lymphoma (R-HyperCVAD/R-MA 요법과 같은 고강도 치료로 

완전관해에 도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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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tle cell lymphoma (R-CHOP 치료를 받은 young patient: 공고 요법

으로 고려 가능하지만 R-HyperCVAD/R-MA 요법과 같은 고강도 치료로 

완전관해에 도달한 경우 꼭 필수사항은 아님) 

- Primary CNS lymphoma 

- Gray zone B-cell lymphoma stage III/IV

- Other unclassified types of B-cell lymphoma with advanced stage

비호지킨 림프종에서 구제항암치료의 목적으로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경우

1) 1차 치료 후 관해 유도에 실패하였거나 관해 후 추적 중에 재발한 경우

- 종류에 관계없이 재발성 혹은 불응성 호지킨 또는 비호지킨 림프종에서 구제 

항암 치료 후 부분 반응 이상의 상태가 된 경우에는 이전에 자가 조혈모세포이

식을 한 적이 없는 환자에서 시행

- 1차 치료 종료 후에 최종 반응 평가에서 stable disease 또는 progressive 

disease 인 경우 구제 항암 치료 후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고려 가능

2) 1차 치료 종료 후에 부분 반응에 도달한 경우

- PET/CT에서 Deauville score 3 이상의 병변이 존재하는 경우는 가급적 

구제 항암 요법 또는 방사선 치료 등으로 반응을 유도한 후 임상의사의 판단에 

따라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고려

- 림프종에서 1차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한 환자에서 다시 재발 후 2차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권고되지 않음

비호지킨 림프종에서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이 일반적으로 권고되지 않는 경우

- Mycosis fungoides/Sezary syndrome

- Aggressive NK-cell leukemia

- Chronic lymphocytic leukemia/small lymphocytic lymphoma

-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경우

림프종에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이 권고되는 경우

1) 재발 고위험군으로 1차 치료 후 공고 요법으로 권고되는 경우

- B/T-lymphoblastic lymphoma (Preferred: ALL에 준해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일차로 시행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됨)

- Mature T-cell lymphoma with aggressive clinical behavior

- Aggressive NK-cell leukemia (Prefe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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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tranodal NK/T-cell lymphoma, nasal type stage IV (Preferred: BM 

involvement와 EBV DNA positive in peripheral blood인 경우는 가급적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을 고려)

- 아래의 경우에는 공여자가 있고, 1차 치료 최종 반응이 완전반응이 아닌 

경우는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후에도 재발의 위험도가 높아서 고려해 볼 수 

있음(not mandatory)

- Peripheral T-cell lymphoma, not otherwise specified stage IV 

(Especially, BM +)

- Angioimmunoblastic T-cell lymphoma stage IV (Especially, BM +)

-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 ALK-negative stage IV (Especially, 

BM +)

- Enteropathy-associated T-cell lymphoma stage IV (Especially, BM +)

- Other unclassified types of T-cell lymphoma with advanced stage 

(Especially, BM +)

- 그러나 일반적으로 Mature B-cell lymphoma에서는 처음부터 동종 조혈

모세포이식을 고려할 근거는 미약함

2)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발한 경우

-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발한 경우는 구제 항암 치료에 부분 반응 이상을 

보이면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고려 가능

- 그러나 구제 항암 치료에 부분 반응 이상을 획득하는 데 실패한 경우는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음

3)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지는 않았지만 반복되는 치료에 재발성인 경우

- Mycosis fungoides/Sezary syndrome

- Chronic lymphocytic leukemia/small lymphocytic lymph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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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혈모세포 채집(Stem cell mobilization and collection)

말초 혈액 자가 조혈모세포 구동 및 채집

- 림프종에서 관해유도 항암치료 이후 자가조혈모세포 채취는 2 × 106 CD34+ 

cells/kg 용량이면 자가이식이 가능

- 그러나 일반적으로 최소한 3-4 × 106 CD34+ cells/kg 이상을 채취하기를 

권고

- Granulocyte colony-stimulating factor (G-CSF) 10 mcg/kg/day 단독을 

4일전부터 매일 피하주사 하면서 5일째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거나 

cyclophosphamide (보통 3-4 g/m2)와 G-CSF 투여 후 조혈모세포를 채취하

는 방법을 사용함. 

- 또한 Etoposide를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며 이 경우는 모든 항암 치료를 

마치고 반응 평가를 한 후 아래와 같이 외래에서 주사를 시행한 후 1주일 

후 입원하여 nadir에서 회복될 때 GCSF 투약 후 PBSC 시행

- D1-2  Etoposide  375 mg/m2 + NS 1 L  MIV  over 4hrs

(final concentration: 0.2~0.4 mg/mL) 

- 혹은 항암 치료 중에 nadir에서 회복될 때 채취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개 2-3주기 치료 후 반응 평가를 확인하고 골수 내 침범이 없다는 것을 

확인 후 4번째부터 6번째(혹은 3번째부터 4번째) 치료를 하는 중에 채취함.

- 적절한 양의 조혈모세포 채취에 실패한 경우 plerixafor (chemokine receptor 

type 4 inhibitor, Mozobil)와 G-CSF를 사용하여 조혈모세포 채취를 다시 

시도함.

- 채취한 말초조혈모세포를 purging하는 것에 대한 이득이 있다는 근거는 미약함.

말초 혈액 동종 조혈모세포 채집

-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한 공여자의 선택과정은 일반적인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절차와 원칙을 따름

- 림프종의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의 공여자는 혈연간 공여자, 비혈연간 공여자, 

그리고 반일치 공여자의 순서로 고려될 수 있음(그러나 현재 반일치 공여자 

이식은 보험급여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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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처치 요법(Conditioning regimen)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1) BEAM 요법이 대표적인 전처치 요법이지만 국내에서는 BCNU의 사용이 제한

되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 BCNU 300 mg/m2 D-6

- Etoposide 800 mg/m2 D-5 ~ -2

- Ara-C 800 mg/m2 D-5 ~ -2

- Melphalan 140 mg/m2 D-1

2) 전신방사선조사(Total body irradiation, TBI)를 포함하는 전처치 요법과 TBI

를 대신하여 Busulfan을 포함하는 전처치 요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음

3) TBI를 포함하는 전처치 요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법이 있음

- Cyclophosphamide 120 mg/kg D-6, -5

- Etoposide 30-60 mg/m2 D-4

- TBI 12-13 Gy D-3 ~ -1

4) Busulfan을 포함하는 전처치 요법으로 Bu-Cy-VP16과 Bu-Mel-VP16 요법이 

있음

- Bu-Cy-VP16

D-7~D-5 Busulfan: 3.2 mg/kg +NS 500 mL (0.54 mg/mL) mix iv over 2hr

D-5~D-4 Etoposide: 400 mg/m2 +NS (＜0.4 mg/mL) mix iv over 3hr

D-3~D-2 Cyclophosphamide: 50 mg/kg + 5DW 200 mL BTL mix iv over 2hr

          Mesna: 50 mg/kg #3 +NS 100 mL (max.20 mg/mL) mix iv over

          30min q 4hr(0,4,8hr) 

- Bu-Mel-VP16

D-8~D-6 Busulfan 3.2 mg/kg + NS 500 mL (0.54 mg/mL) mix iv over 3-4hr 

D-5~D-4 Etoposide 400 mg/m2 + NS (＜0.4 mg/ml) mix iv over 2hr

D-3~D-2 Melphalan 50 mg/m2 + NS 500 mL (0.4 mg/mL) mix iv over 1hr

5) 중추신경계를 침범한 림프종에 대한 전처치 요법으로는 Bu-Thiotepa 전처치 

요법이 추천됨

- D-8~D-5 Busulfan 3.2 mg/kg + NS 500 mL (0.54 mg/mL) mix iv over 3hr

D-4~D-3 Thiotepa 5 mg/kg + NS 150 mL mix iv over 2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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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조혈모세포이식

- 일반적인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의 전처치 요법이 적용됨

-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한 전처치 요법과 면역억제제 사용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등에 대해 적용되는 방법과 동일함

4 Suggested rea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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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MT Handbook

다발골수종

연세의대 내과 김  진  석

1 Introduction

- 다발골수종(multiple myeloma, MM)은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한 경우 

적절한 관해유도 항암치료 후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하는 것이 무진행생

존율과 전체 생존율을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다만 자가조혈

모세포이식이 완치를 유도하기는 어려움.

- 최근 proteasome inhibitor와 immunomodulatory drugs(IMiDs)를 사용한 

관해유도 항암치료가 도입되면서 초기 관해유도 항암치료 이후에 바로 자가조

혈모세포이식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임상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최근에 

발표된 결과에서도 여전히 조기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군에서 더 높은 

무진행생존율을 보고하고 있어 자가이식이 가능한 경우 자가이식을 조기에 

진행하는 것을 표준요법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의 성적은 진단시의 biologic risk와 이식 전/후의 반응으로 

예측이 가능함.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FISH) 검사에서 del 17p, 

t(14;16), t(14;20) 등의 고위험군이 나오거나, 자가이식 전(관해유도 항암치료 

후) very good partial response (VGPR)과 자가이식 이후 complete response 

(CR, 최근 자료에서는 stringent CR)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불량한 예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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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2회 연속하는 tandem 자가이식은 1차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이후 VGPR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최근 proteasome inhibitor와 IMiDs를 사용한 관해유도 항암치료의 성적이 

향상되면서 그 역할 규명이 다시 필요함. 

-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이후의 미세 잔류암(minimal residual disease, MRD)을 

제거하여 재발을 늦추는 방법으로 다양한 신약들을 사용한 공고요법과 유지요

법이 시도되고 있고, 이러한 공고요법 및 유지요법이 생존기간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음. 

- 1차 치료로 관해 유도 치료 이후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바로 하지 않은 경우에

는, 1차 치료 이후 재발한 경우 반드시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고려해야 함. 

또한 1차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이후 재발한 경우에는, 관해 기간이 12-18개월 

이상인 경우이고 조혈모세포이식에 적절한 경우 다시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시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65세이상의 고령에서의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은 최근 생존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전신상태가 양호한 경우 65세이상의 고령에서도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고려할 수 있음.

-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은 다발골수종에서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치료로 그 

역할이 있음. 현재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이후 재발한 경우 2차 이식으로 동종조

혈모세포이식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음부터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하

거나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이후 바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추가하여 진행해 

볼 수 있음. 이식관련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높은 상태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의 

결정은 고위험군의 젊은 환자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2 관해유도 항암치료

- 조혈모세포이식 전에 수개월간의 관해유도 항암치료를 하여 골수 내 암의 양을 

줄이고, 조혈모세포 채취에 적절한 상태를 만들어야 함. 

- Melphalan이 포함된 관해유도 항암치료는 조혈모세포에 손상을 유발하여 적절

양의 조혈모세포 채취에 영향을 미치므로 관해유도 항암치료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권고됨.

- 새로운 약제가(bortezomib, thalidomide, lenalidomide) 관해유도 항암치료로 

사용되면서 전체적인 이식 성적도 기존의 항암제인 vincristine, adriamy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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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xamethasone (VAD) 요법을 사용할 때와 비교하여 향상됨. 현재 스테로이드

를 포함한 3가지 약제를 병용하는 관해유도 항암요법이 이식 전에 더 좋은 

반응률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Lenalidomide 포함 관해유도 항암치료 역시 장기간 사용 시 조혈모세포 채취에 

영향을 미침. lenalidomide 포함 관해유도 항암치료 사용 시 4주기 이내에 

조혈모세포 채취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3 Stem cell mobilization

- 다발골수종에서 관해유도 항암치료 이후 자가조혈모세포 채취는 2회 자가이식

이 가능한 용량을 채취함. 최소한으로는 2 × 106 CD34+ cells/kg 용량이면 

1회 자가이식이 가능함. 보통 2회 이식을 위하여 여유 있게 6 × 106 CD34+ 

cells/kg를 채취하기를 권고함.

- Granulocyte colony-stimulating factor (G-CSF) 10 mcg/kg/day 단독을 

4일전부터 매일 피하주사 하면서 5일째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거나 

cyclophosphamide (보통 3-4 g/m2)와 G-CSF 투여 후 조혈모세포를 채취하

는 방법을 사용함. 두 가지 조혈모세포 채취 방법은 모두 사용이 가능함. 국제다

발골수종연구그룹(IMWG)에서는 가능하다면 G-CSF 단독 사용을 권고하고 있

음.

- 적절한 양의 조혈모세포 채취에 실패한 경우 plerixafor (chemokine receptor 

type 4 inhibitor, Mozobil)와 G-CSF를 사용하여 조혈모세포 채취를 다시 시도함.

- 채취한 말초조혈모세포를 purging하는 것에 대한 이득이 있다는 근거는 미약함.

4 Conditioning regimen

- 다발골수종에서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는 정맥용 melphalan을 사용하는 

것이 표준치료임.

- 자가조혈모세포이식에서 저용량의 melphalan과 전신방사선조사 (TBI)을 이용

한 전처치는 고용량 melphalan 단독 전처치와 비교하여 성적이 불량함.

- Melphalan은 200 mg/m2을 사용하는데, 나이와 신기능에 따라 적절한 감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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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함. 보통 serum creatinine ＞2.0 mg/dL인 경우 melphalan 용량은 140 

mg/m2으로 감량할 것을 권고함.

- 자가조혈모세포이식에 melphalan에 bortezomib이나 busulfan/bendamustine을 

추가하는 새로운 전처치 요법이 시도되고 있음.

Regimen Total dose Dose per day Days

Melphalan 200 mg/m2

(140 mg/m2)
100 mg/m2

(70 mg/m2)
-3, -2

Melphalan 200 mg/m2

(140 mg/m2)
200 mg/m2

(140 mg/m2)
-2

Busulfan (IV)
Melphalan

9.6 mg/kg
140 mg/m2

3.2 mg/kg
140 mg/m2

-5, -4, -3
-2

Bendamustine
Melphalan

200 mg/m2

140 mg/m2
100 mg/m2

140 mg/m2
-4, -3
-2

Conditioning regimen for autologous stem cell transplantation in MM

- 다발골수종의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한 melphalan/TBI나 busulfan/melphalan

과 같은 골수파괴(myeloablative) 고강도 전처치는 이식 관련 부작용이 많아 

아주 젊거나 불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사용하지 않음. Fludarabine이나 

TBI를 기반으로 하는 저강도 전처치(RIC, reduced intensity conditioning)를 주로 

사용함. 저강도 전처치를 해도 이식 관련 사망률이 5년에 11-18%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만성이식편대숙주질환이 심하게 보이는 경우가 50-74%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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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men Total dose Dose per day Days

TBI/Mel
Melphalan 
TBI

140 mg/m2

12 Gy
140 mg/m2

2 Gy, bid
-4
-3, -2, -1

Bu/Mel
Busulfan (IV)
Melphalan

9.6 mg/kg
140 mg/m2

3.2 mg/kg
140 mg/m2

-5, -4, -3
-2

TBI only
TBI 2 Gy 2 Gy 0

Flu/TBI
Fludarabine
TBI

90 mg/kg
2 Gy

30 mg/kg
2 Gy

-4, -3, -2
0

Flu/Mel
Fludarabine
Melphalan

125 mg/kg
140 mg/m2

25 mg/kg
70 mg/m2

-6, -5, -4, -3, -2
-3, -2

Conditioning regimen for allogeneic stem cell transplantation in MM

5 Suggested readings

1. Harousseau JL, et al. Autologous hematopoietic stem-cell transplantation for 
multiple myeloma. N Engl J Med 2009;360:2645-54.

2. Cavo M, et al. International myeloma working group consensus approach to 
the treatment of multiple myeloma patients who are candidates for autologous 
stem cell transplantation. Blood 2011;117:6063-73.

3. Attal M, et al. Single versus double autologous stem-cell transplantation for 
multiple myeloma. N Engl J Med 2003;349:2495-502.

4. Sonneveld P, et al. Bortezomib-based versus nonbortezomib-based induction 
treatment before autologous stem-cell transplantation in patients with previously 
untreated multiple myeloma: a meta-analysis of phase III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J Clin Oncol 2013;31:3279-87.

5. Giralt S, et al. International myeloma working group (IMWG) consensus statement 
and guidelines regarding the current status of stem cell collection and high-dose 
therapy for multiple myeloma and the role of plerixafor (AMD 3100). Leukemia 
2009;23:1904-12.

6. Laubach J, et al. Management of relapsed multiple myeloma: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myeloma working group. Leukemia 2016;3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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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of blood and marrow transplantation, blood and marrow transplant 
clinical trials network, and international myeloma working group consensus 
conference on salvage hemat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in patients with 
relapsed multiple myeloma. Biol Blood Marrow Transplant 2015;21:2039-51.



다발골수종

93

8. Lokhorst H, et al. International myeloma working group consensus statement 
regarding the current status of allogeneic stem-cell transplantation for multiple 
myeloma. J Clin Oncol 2010;28:4521-30.



94

KSBMT Handbook

소아 급성림프모구백혈병

가톨릭의대 소아청소년과 정  낙  균

1 서론

- 소아 림프모구백혈병은 최근 병합화학요법을 통해 좋은 치료 성적을 보이는 

대표적인 분야이며 특히 예후가 나쁜 것으로 알려진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ALL도 최근 표적치료제의 병용요법 치료 후와 이식 후 생존률은 비슷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식 적응 기준도 변화가 되고 있음.

- 그러나 재발하였거나 초기 관해유도 실패를 하는 경우 그 생존율은 매우 낮으며 

영아형 ALL의 경우에도 아직 완치율이 낮아 앞으로 새로운 치료의 시도가 

필요함.

- 조혈모세포이식은 항암전처치를 통해 항백혈병효과를 최대화하고 이식된 동종

세포의 면역학적인 반응(이식편대항백혈병효과, Graft-versus-leukemia effect, 

GVL 효과)을 통해 이론적으로는 백혈병 재발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임. 

- 현재까지 병합항암화학요법으로 완치가 힘든 소아 ALL 에서도 조혈모세포이식 

보다 효과적인 대안은 없음. 그러나 다양한 임상 상황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을 

치료로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으며 이식을 하는 경우 사망위험과 합병증 

발생을 고려한다면 조혈모세포이식의 결정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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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아 ALL의 조혈모세포이식 적응증

1) Infantile ALL

2) Philadelphia chromosome positive ALL

3) Hyperleukocytosis

4) Early T cell precursor (ETP)-T ALL

5) Hypodiploidy

6) Primary induction failure with subsequent CR1

7) Relapsed ALL; CR2 and beyond

8) Persistent minimal residual disease (MRD)

Indications for allogeneic HSCT in pediatric ALL

Infantile ALL; 최근 Interfant-99 group 연구에서 단순한 MLL gene 

rearrangement 이외에 진단 시 높은 백혈구수(300,000/mm3 이상), 생후 6개

월 이하에서 발병 또는 세포유전학적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 항암치료에 비해 

조혈모세포이식의 생존율이 높음을 보고함. 단순한 KMT2A gene 

rearrangement만 있는 infantile ALL은 항암치료와 이식의 결과에 차이가 

없었음이 보고됨(5-year DFS of 60.9% vs. 53.8%, p=0.99, Blood 

2010;116:2644). 

Philadelphia chromosome positive ALL; 최근 표적치료제로 tyrosine kinase 

inhibitors (TKIs) 병용요법의 임상시험 치료성적이 조혈모세포이식과 장기간 

leukemia free survival의 차이가 없어 미세잔존질환이 지속하지 않는다면 

이식을 하지 않고 항암치료로 대치할 수도 있음(그러나 국내 여건에서 소아에

서 사용 가능한 표적치료제의 부작용과 표적치료제 동시 치료의 어려움 및 

치료 후반기 재발 이후 이식을 계획할 때 문제점 등을 고려하면 일차 완전관해 

이후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적용도 적절한 치료로 판단됨). 

Hyperleukocytosis; 이식이 적응되는 hyperleukocytosis (100,000/mm3 또

는 200,000/mm3 이상)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음. 

ETP-T ALL에서 이식 성적이 항암치료 성적에 비해 우월하다는 논문의 증례 

수가 적어 모든 ETP-T ALL에 일괄 적용을 하는 데에 대한 의문이 있음. T 

cell ALL 에서 이식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초기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았던 고위험군에서 이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Hypodiploidy ALL (＜44 chromosomes); hypodipoidy 의 경우 예후가 불량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CIBMTR 보고와 비교하면 이식 성적이 생존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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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Relapsed ALL; CR2 and beyond,

- 조기재발; 치료 종결 6개월 이내에 재발, 또는 진단 36개월 이내에 재발

- 후기재발; 항암화학요법만의 치료와 예후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조혈모세포이식은 이식팀이 환자 및 환자의 가족과 

함께 위험과 이득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결정해야 함. 

Persistent minimal residual disease (MRD)

- Isolated CNS relapse; 조혈모세포이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님. 

- Isolated Testicular relapse; 동종이식에 대한 자료가 부족으로 필요성을 

결론지을 수 없음. 

3 조혈모세포이식의 공여원 선택

- 소아 ALL에서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은 항암치료 성적과 차이가 없어 권장되고 

있지 않음. 

-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의 공여원은 HLA-일치 공여자의 경우 혈연간 또는 비혈연 

공여자로부터의 이식 성적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Haploidentical HSCT; HLA-불일치(반일치) 혈연간 이식에 대해서는 적극 권

장할 만한 근거자료는 충분하지 않음(급성백혈병에서 T-cell depleted 반일치

이식에서 모친공여자가 이식결과가 좋다는 보고가 있으나 좀더 연구가 필요함, 

Blood 2008;112:2990). 

- 제대혈이식은 HLA-일치 혈연, 비혈연 공여자가 없는 경우 시행.

- HLA-불일치 비혈연 공여자를 통한 이식은 권장하지 않으나 고해상도 HLA 

typing에서 어느 정도의 HLA-불일치 공여자까지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음(현재 국내에서는 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으로 

HLA-A,B,C, DR 중 1 allele 불일치까지만 보험으로 인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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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one marrow or peripheral blood stem cell (PBSC) using HLA-matched sibling  (Bone 

marrow or PBSC using 5 out of 6 HLA matched family members if available)

2) Bone marrow or PBSC using HLA matched unrelated donors

3) Umbilical cord blood stem cells (allogeneic), using HLA matched sibling, or 4 or 5 out 

of 6 HLA matched unrelated cord blood.

Recommended sources of HSCT for pediatric ALL

1), 2) Related matched donor와 unrelated matched donor; 소아에서 HLA-

일치 혈연간 공여자와 비혈연간 공여자의 이식 결과의 차이는 없음. 따라서 HLA-

일치 형제가 없는 경우 HLA-일치 비혈연간 공여자 기원 조혈모세포이식(BM, 

PBSC, Cord blood)을 시행할 수 있음. 

3) Umbilical cord blood transplantation; 혈연간 공여자의 제대혈 조혈모세

포를 이식 할 수 있는 경우 시행할 수 있으며 비혈연간 제대혈이식도 시행 가능함. 

4 Conditioning regimen

- ALL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는 초창기부터 백혈병세포의 약물저항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로 골수파괴전처치를 시행함.

- 전신방사선조사(TBI)을 이용한 전처치가 항암제로만 하는 전처치에 비하여 

성적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많은 센터에서 fractionated TBI를 

cyclophosphamide (Cy) 또는 etoposide와 병용하여 전처치로 사용하고 있음.

- Busulfan (Bu)은 AML에서는 Cy와 병용한 요법으로 TBI 포함 전처치와 비슷한 

성적이 보고되고 있으나 ALL에서는 아직까지 TBI-병용 전처치가 주로 골수파

괴전처치로 시행되고 있음.

- 최근 골수파괴전처치를 할 수 없는 경우 저강도 전처치(RIC, reduced intensity 

conditioning)를 시행하고 있으며 결과도 비교적 좋은 편이나 일괄적용을 위해

서는 좀더 장기간의 추적관찰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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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ulfan과 TBI 전처치의 비교

Potential advantages with Busufan Potential disadvantage with Busulfan

- Easier administration

- Fewer secondary malignancies

- Reduce incidence of interstitial 

pneumonitis and cataract

- Reduce incidence of endocrine 

dysfunctions

- Less potent anti-tumor effect in 

sanctuary sites

- Unpredictable drug absorption 

and metabolism

- Increase risks for VOD of the liver, 

and hemorrhagic cystitis, & permanent 

alopecia

Comparing conditioning regimen : TBI vs. Busulfan

ALL에서 전처치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신방사선 조사량 및 항암약제의 용량

Drugs Total dose Total TBI dose

Cyclophosphamide 120 mg/kg 8 ~ 16 Gy

Etoposide 60 mg/kg 12 ~ 13.2 Gy

Cytosine arabinoside 36 g/m2 10 ~ 12 Gy

Melphalan 110 ~ 140 mg/m2 9.5 ~ 14.85 Gy

(Adopted from Best Pract Res Clin Haematol 2007;20(2):295)

Preparative regimens with total body irradiation (TBI) and a single drug

Drugs Total dose Cy dose Total TBI dose

Etoposide 25 ~ 60 mg/kg 60 ~ 120 mg/kg 12 ~ 13.2 Gy

Busulfan 7 mg/kg 50 mg/kg 12 Gy

Cytosine arabinoside 6 ~ 36 g/m2 10 ~ 12 Gy 5 ~ 12 Gy

(Adopted from Best Pract Res Clin Haematol 2007;20(2):295)

Preparative regimens with TBI, Cyclophosphamide (Cy) and a second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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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ALL에서 전처치의 예

Regimen Total dose Dose per day Days

TBI/Cy

Cyclophosphamide

TBI

120 mg/kg

12 ~ 14.4 Gy

60 mg/kg

2~2.2 Gy, bid

-5, -4

-3, -2, -1

TBI/Cy/VP

Cyclophosphamide

Etoposide

TBI

120 mg/kg

30-60 mg/kg

12 ~ 13.2 Gy

60 mg/kg

30-60 mg/kg

2~2.2 Gy, bid

-6, -5

-4,

-3, -2, -1

TBI/Cy/Ara-C

TBI

Cyclophosphamide

Ara-C

12 ~ 13.2 Gy

120 mg/kg

12 g/m2

2~2.2 Gy, bid

60 mg/kg

3 g/m2, bid

-8, -7, -6

-5, -4

-3, -2

Busulfan

Cyclophosphamide

Melphalan

ATG-Fresenius

20 mg/kg

120 mg/kg

140 mg/kg

60 mg/kg

5 mg/kg

60 mg/kg

140 mg/kg

20 mg/kg

-7, -6, -5, -4

-3, -2

-1

-3, -2, -1

Interfant 06

(ATG – not 

applied in 

MSD)

Busulfan (PO)

Etoposide

Cyclophophamide

560 mg/m2

60 mg/kg

120 mg/kg

35 mg/m2, P.O., qid

60 mg/kg

60 mg/kg

-8, -7, -6, -5

-4,

-3, -2

Infant ALL

(Japan)

Busulfan (IV)

Cyclophophamide

ATG

520 mg/m2

200 mg/kg

3.75 mg/kg

130 mg/m2 

50 mg/kg

1.25 mg/kg

-7, -6, -5, -4

-5, -4, -3, -2

-3, -2, -1

Infant ALL

Conditioning regimen for ALL

Regimen Total dose Dose per day Days

RIC

Fludarabine

Busulfan (IV)

Thiotepa

Methylprednisolone

150 mg/m2

1.6 ~ 2.4 mg/kg

10 mg/kg

25 mg/kg

30 mg/m2

0.8~1.2 mg/kg

20 mg/kg

5 mg/kg

-6, -5, -4, -3, -2

-5, -4

-3, -2

-6, -5, -4, -3, -2

PTCY

Fludarabine

Busulfan (IV)

Melphalan

150 mg/m2

9.6 mg/kg

140 mg/m2

30 mg/m2

0.8 mg/kg

140 mg/m2

-6, -5, -4, -3, -2

-4, -3, -2

-1

Cyclophos-

phamide 

50mg/kg/d 

(D+3, +4)

Conditioning regimen of haploidentical transplantation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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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men Total dose Dose per day Days

TBI/Cy

Cyclophosphamide

TBI

ATG or Fludarabine

120 mg/kg

12 ~ 14.4 Gy

60 mg/kg

2~2.2 Gy, bid

-5, -4

-3, -2, -1

TT/Bu/Flu

Thiotepa

Busulfan (IV)

Fludarabine

rabbit ATG

10 mg/kg

9.6 ~ 12 mg/kg

150 mg/m2

8 mg/kg

5 mg/kg

3.2 ~ 4 mg/kg,

50 mg/m2

2mg/kg

-7, -6

-5, -4, -3

-5, -4, -3

-5, -4, -3, -2

weight 

adjust

TBI/Flu/Ara-C

TBI

Fludarabine

Ara-C

12 Gy

150 mg/m2

9 g/m2

2 Gy, bid

30 mg/m2

1.5 g/m2, bid

-9, -8, -7

-6, -5, -4, -3, -2

-6, -5, -4

Conditioning regimen of cord blood transplantation for ALL

5 GVHD prophylaxis

- 재발의 억제 관점으로 보면 형제간 이식의 경우 cyclosporine A 단독 사용이 

이식편대숙주질환 예방요법으로 권장됨. 

- 비혈연간 이식이나 HLA 불일치 이식의 경우 short course MTX, ATG 또는 

다른 제제들의 병용 추가를 할 수 있음.

- 이식편대숙주질환에 대한 예방요법의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후향적 연구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잘 계획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함.

6 Suggested rea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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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급성골수성백혈병

울산의대 소아청소년과 임  호  준

1 서론

- 급성골수성백혈병(AML)은 소아에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의 가장 흔한 적응증

인 질환.

- 소아의 급성골수성백혈병(AML)은 항암치료, 대증요법 그리고 조혈모세포이식

의 발전과 더불어 최근 치료 성적의 향상을 보임.

- 소아 AML은 다양한 질환군으로, 세포유전(cytogenetics) 및 분자유전

(molecular genetics)검사 기법을 이용한 예후와 관련된 염색체 이상 혹은 

유전자돌연변이(genetic mutation)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고 있음.

- 소아 AML의 치료는 항암치료만으로 치료하는 경우, 항암치료 후 HLA-일치 

형제공여자가 있는 경우에만 이식을 시행하는 경우, 혹은 HLA-일치 비혈연 

공여자라도 있으면 이식을 시행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발전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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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status Cytogenetics Molecular abnormalities

Favorable-risk Core binding factor: t(8;21) 

or inv(16) or t(16;16)

t(15;17)

Normal cytogenetics:

NPM1 mutation 

(FLT3-ITD negative) 

CEBPA mutation (biallelic)

Intermediate-risk Normal cytogenetics

11q23 abnormalities except 

t(6;11), t(10;11)

Other non-defined

Poor-risk Complex (≥3 abnormalities)

-7, -5, del(5q), abn(3q)

t(6;9)

t(6;11)

t(10;11)

Normal cytogenetics:

FLT3-ITD mutation

Table 1. 소아 AML의 위험군 분류

2 소아 AML의 위험군 분류(risk group stratification)

- 진단 시 염색체 이상과 유전자돌연변이에 의한 분자 표지자(molecular marker)

에 따라 3개의 위험군으로 분류됨.

- CBF-AML with t(8;21)/RUNX1-RUNX1T1 에서 KIT mutation의 의미

- 성인 CBF-AML에서 KIT mutation이 동반될 경우 재발의 고위험군으로, 

중간 위험군으로 분류함(NCCN guidelinesⓇ Version 1.2016).

- KIT mutation은 소아 AML with t(8;21)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유전자 

이상으로, 예후적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서로 상이한 보고를 보임.

- FLT3/ITD mutation에서 allelic ratio의 의미

- FLT3 Internal tandem duplication (FLT3/ITD)은 소아 AML의 약 15%에서 

검출되는 유전자 이상으로 관해유도 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고 재발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특히, high ITD allelic ratio (ITD-AR ＞0.4)인 경우 재발의 고위험군으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예후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보고가 있음(Blood 

2006;108:3654-61).

- 최근, 생존률 향상을 위하여 tyrosine kinase inhibitor (TKI)인 sorafenib을 

포함한 항암치료 혹은 조혈모세포이식 후 투여하는 연구가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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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군 일차 관해(CR1) 이차 관해 이상(≥ CR2)

저(양호) 위험군 대개 이식이 권유되지 않음

이식이 권유 됨중간 위험군 대개 이식이 권유 됨(국내)

고(불량) 위험군 이식이 권유 됨

Table 2. 진단 시 위험군에 따른 소아 AML의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의 적응증

3 소아 AML의 조혈모세포이식

-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은 일반적으로 항암치료와 비교하여 생존율을 향상시키지 

못함.

- 소아에서 HLA 일치 형제공여자와 HLA 일치 비혈연공여자를 이용한 이식이 

비슷한 이식성적을 보임.

- 북미에 비해 유럽에서 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한 적응증이 다소 엄격함.

- AML M3의 경우 일차 관해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하지 않고 재발한 경우에 

한해서 고려됨.

- 항암치료 후 발생한 AML (Therapy-related AML, t-AML)의 경우 예후 불량군

으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추천됨.

- 골수형성이상증후군(myelodysplastic syndrome, MDS) 이후에 발생한 AML의 

경우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추천됨.

- 진단 시 위험군 분류뿐 아니라 항암치료에 대한 반응 혹은 미세잔존질환(minimal 

residual disease, MRD) 정도에 따라 이식의 적응증이 달라 질 수 있음.

- 1차 관해유도 치료 후 골수내에 15%이상의 백혈병세포가 남아있을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기도 함.

- 관해를 이루기 위해 2차례 이상의 항암치료가 필요한 경우 예후가 불량한 

군으로 분류되기도 함.

- MRD 측정이 가능한 분자표지가 있는 경우 이식여부 및 이식시기 결정뿐 

아니라 이식 후 재발의 조기발견에 에 유용함. (예, RUNX1-RUNX1T1, 

CBFB-MYH11, NPM1 등)

예) 소아 t(8;21)-AML에서 항암치료 후 RUNX1-RUNX1T1 transcript level

에 따른 위험군 분류에서 고위험군의 경우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치료성적

의 향상에 기여함을 보고함(Blood. 2013;121:4056-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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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외 제거(ex vivo depletion) 생체내 제거(in vivo depletion)

CD34 양성세포 선택법

CD3 양성 T세포 제거법 

αβ 양성 T 세포 제거법

이식 전 항림프구항체 투여

이식 후 cyclophosphamide 투여

Table 3. 반일치 조혈모세포이식에서 T세포 제거방법

4 조혈모세포이식의 공여자 선택

- HLA 일치 형제공여자의 골수 혹은 말초혈을 이용한 이식이 가장 선호 됨.

- HLA 일치 혹은 7/8 allele 일치 가족공여자의 골수 혹은 말초혈 이식이 두 

번째로 선호됨.

- 고해상도 HLA 검사상 일치(8/8) 혹은 7/8 일치 비혈연 공여자의 골수 혹은 

말초혈 이식.

- HLA-일치 형제 공여자 혹은 HLA 4/6이상 일치 비혈연 제대혈을 이용한 이식.

5
반일치 가족공여자를 이용한 조혈모세포이식

(Haploidentical hemat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 적절한 혈연 및 비혈연 공여자가 없는 경우 HLA 반일치 가족공여자를 이용한 

이식이 소아에서 시행되고 있어 가능한 공여자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 반일치이식을 위해서는 공여자의 T 세포 제거가 필요하며 이는 생체 외에서 

혹은 생체 내에서 이식 전 혹은 이식 후에 시행됨.



질환 별 고려 사항

106

 
6 소아 AML의 동종조혈모세포이식시 전처치

- 부설판(Busulfan)을 포함한 전처치가 전신방사선조사(Total body irradiation, 

TBI) 기반 전처치에 비해 이식성적의 차이가 없음.

- 골수파괴 전처치(myeloablative conditioning, MAC)가 주로 이용되지만, 최근 

환자의 상황에 따라 저강도 전처치(reduced intensity conditioning, RIC)도 

소아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이식경험은 제한적임.

Preparative regimens for transplant using matched related donor or unrelated donor

약물 용량

Busulfan

Cyclophosphamide

± rabbit ATG (URD)

3.2 mg or 4.4 mg/kg/dose (≤12 kg) iv daily × 4 days

60 mg/kg/dose iv daily × 2 days

2.5 mg/kg/dose iv daily × 2-3 days

Busulfan

Fludarabine

± rabbit ATG (URD)

120 mg/m2/dose iv daily × 4 days

40 mg/m2/dose × 5-6 days

2.5 mg/kg/dose × 3 days

Treosulfan

Fludarabine

Thiotepa or

Melphalan

14 g/m2/dose iv daily × 3 days

30 mg/m2/dose iv daily × 5 days

10 mg or 7 mg/kg/dose (＜12 kg) iv as a single dose

140 mg/m2/dose iv as a single dose or 70 mg/m2/dose × 2 days

Busulfan

Cyclophosphamide

Melphalan

3.2 mg or 4.4 mg/kg/dose (≤12 kg) iv daily × 4 days

60 mg/kg/dose iv daily × 2 days

140 mg/m2/dose iv as a single dose

Table 5. 소아 AML의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의 전처치의 예시

Preparative regimen for transplant using unrelated umbilical cord blood

약물 용량

TBI

Fludarabine

Cyclophosphamide

333 cGy/dose daily × 3 days

25 mg/m2/dose iv daily × 3 days

60 mg/kg/dose iv daily × 2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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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치
T 세포 제거

약물/방사선 용량

Busulfan

Fludarabine

TBI

130 mg/m2/dose iv daily × 2 days

40 mg/m2/dose iv daily × 4 days

200 cGy/dose daily × 4 days

Rabbit ATG (5 mg/kg as a 

total dose)

Busulfan

Fludarabine

Cyclophosphamide

120 mg/m2/dose iv daily × 4 days

40 mg/m2/dose iv daily × 5 days

14.5 mg/kg/dose iv daily × 2 days

Post-transplant 

cyclophosphamide 

(50 mg/kg/dose) 

on days +3 & +4

Fludarabine

Cyclophosphamide

TBI

rabbit ATG

30 mg/m2/dose iv daily × 6 days

60 mg/kg/dose iv daily × 2 days

200 cGy/dose daily × 3 days

3 mg/kg iv as a total dose

Ex vivo depletion of 

αβ+ T cells

Abbreviations. URD, unrelated donor; TBI, total body irradiation

Preparative regimens for transplant using haploidentical family donor

7 이식편대숙주질환의 예방

- 혈연 혹은 비혈연 공여자로부터 골수 혹은 말초혈을 이용한 동종조혈모세포이

식에서 calcineurin inhibitor (cyclosporine or tacrolimus)와 methotrexate의 

3-4회 투여가 가장 흔히 사용되는 이식편대숙주질환의 예방법임.

- 제대혈이식의 경우 calcineurin inhibitor와 mycophenolate mofetil 혹은 스

테로이드가 흔히 사용됨.

8 조혈모세포이식 후 재발한 AML

-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후 재발한 AML의 경우 예후가 불량하나, 이식 후 재발시

기가 특히 중요한 예후인자로 이식 후 6개월 이내에 재발한 경우 예후가 매우 

불량함.

- 구제 항암치료로 관해를 성취한 후 추가이식이 가장 현실적인 치료적인 접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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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용량

Granulocyte CSF

Fludarabine

Cytarabine

± Idarubicin

5 mg/kg/dose daily from day 0 until ANC＞1,0×103/mm3

30 mg/m2/dose iv daily × 4 days

2,000 mg/m2/dose iv daily × 4 days

12 mg/m2/dose iv daily × 3 days

Table 6. 재발한 소아 AML의 구제 항암화학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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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고형암(자가이식)

성균관의대 소아청소년과 성  기  웅

1 서론

- 1980년대 이후 소아 고형암의 치료성적은 현저히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수술 

+ 화학요법 ± 방사선치료로 구성되는 통상적인 치료로는 일부 고위험 종양의 

성적은 여전히 불량하며 또한 재발성 종양의 성적도 불량함.

- 이들 종양에서 고용량의 화학요법을 시행하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운 조혈기능의 저하를 미리 채취한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이식함

으로써 극복하는 ‘고용량 화학요법 및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이하 고용량 화학요

법)’을 시행하면 치료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음.

- 고용량 화학요법은 소아 난치암에서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

이지만 소아에서 심각한 late effects를 초래할 수 있는 방사선 치료를 감량하거

나 생략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음.

- 고용량 화학요법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항암제 용량이 증가할수록 치료 효과

도 증가한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용량-효과 곡선이 종양마다, 환자마다 달라서 

고용량 화학요법의 효과도 환자마다 달라지는데 이는 고용량 화학요법 전 치료

에 대한 반응으로 유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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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응증

- 통상적인 치료로는 예후가 불량한 모든 고위험 종양, 재발성 종양이 고용량 

화학요법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고용량 화학요법의 효과가 입증된 대표적인 고위험 고형암으로는 고위험 신경

모세포종, 고위험 embryonal brain tumors, 영유아 뇌종양 등이 있음.

- 고용량 화학요법의 효과 입증이 아직 충분하지 않거나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중

인 종양으로는 전이성 골연부 육종, 뇌종양 중 고등급 교종 및 anaplastic 

ependymoma, 진행된 양측성 망막모세포종 등이 있음. 

- 재발성 종양의 경우 재발 후 통상적인 구제 화학요법에 반응하는 경우 고용량 

화학요법의 적응증이 될 수 있음.

3 고용량 화학요법 전 치료

화학요법

- 고용량 화학요법 전 얼마나 오래 시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consensus

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

- 다만 고용량 화학요법 전 종양이 충분히 줄어들수록 고용량 화학요법 후 생존율

이 좋은 것은 잘 알려져 있으므로 진단 혹은 재발 후 충분한 관해유도요법을 

시행하고 가능하면 CR, 적어도 PR 이상에서 고용량 화학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조혈모세포의 채집

- 통상 화학요법 후 조혈기능이 회복되는 시기에 G-CSF를 투여하면서 백혈구 

분반술을 시행하여 말초혈 조혈모세포를 채집하지만 환자 사정에 따라 선행 

화학요법 없이 steady state에서 G-CSF를 4-5일간 투여하여 조혈모세포를 

가동화한 후 채집할 수도 있음.

- 통상 G-CSF는 5-10 ug/kg를 사용하지만 2-5 ug/kg 용량으로도 잘 채집될 

수 있음.

- 목표 채집량에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많은 세포를 모을수록 이식 후 조혈기능의 

회복이 빠른 것은 잘 알려져 있음. 통상 2 × 106/kg 이상의 CD34+ 세포 

이식을 권유하지만 세포 채집이 잘 되지 않는 경우 그 이하의 세포를 이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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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큰 문제는 없음. 다만 조혈기능, 특히 혈소판 회복이 늦어져 수혈 의존기간이 

연장되는 문제는 있음. 연속적인 고용량 화학요법을 계획하는 경우 충분한 

세포를 채집하는 것이 중요함. 

- 충분한 세포가 채집되는 경우, 고용량 화학요법 후 종양이 재발하여 구제 화학요

법을 시행할 때를 대비하여 일부를 남겨두는 것도 한 방법임.

- 진단 혹은 재발 후 조혈모세포 채집을 언제 시행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아직 consensus가 없음. 진단 후 바로 채집하면 진단 시 혈액에 순환하는 

종양세포가 채집 시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음. 그러나 채집 

전 화학요법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염 가능성은 줄지만 채집량이 감소함을 고려

해야 함.

- 채집량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plerixafor 사용을 소아에서도 고려할 수 

있으나 상당 수 환자에서 악몽, 불안장애, 환각 등 정심 심리학적 문제가 보고된 

적이 있고 plerixafor 사용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세포를 채집하지 못하는 경우

도 있음을 감안해야 함.

4 Single versus Tandem

- 생존율: 1회의 고용량 화학요법 후 생존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혹은 

1회의 고용량 화학요법 후에도 관해에 이르지 못한 경우 연속적인 고용량 화학

요법을 시행하여 dose-intensity를 높여 생존율을 더 향상시키고자 하는 임상 

보고들이 있었으며 통상 1회 시행 시 보고된 성적보다 더 양호한 생존율을 

보고하고 있음. 최근 고위험 신경모세포종에서 tandem 이식 시 생존율이 더 

우수하였다는 COG의 전향적 비교연구의 결과가 보고되었음(2016년 ANR 

meeting). 

- 단기 부작용: Tandem 이식에서 dose-intensity를 더 높이는 만큼 이로 인한 

장단기 독성도 증가함을 고려해야 함. 단기 독성으로는 2차 이식 시 독성, 

특히 hepatic VOD로 인한 사망을 주의해야 함. 단기 독성의 종류와 심한 

정도는 고용량 화학요법에 사용되는 약제의 종류에 따라 다름.

- 후기 부작용: Tandem 이식에서 dose-intensity를 더 높이는 만큼 이로 인한 

장기 독성도 증가함을 고려해야 함. 특히 전신방사선치료가 포함되는 경우 

장기적인 부작용이 심함.

- 혈액학적 회복: Tandem 이식에서는 채집된 세포를 나누어 이식하므로 혈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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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회복이 single이식에 비해 늦을 수 있음. 특히 tandem에서 같은 수의 조혈세

포를 이식하여도 2차 이식 시 조혈기능, 특히 혈소판 회복이 지연됨. 따라서 

2차 이식 시 더 많은 조혈세포의 이식이 필요할 수 있음을 감안해서 세포를 

채집하고 사용량을 결정해야 함.

5 고용량 화학요법

- 다양한 고위험 종양에서 어떤 regimen이 가장 좋은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으며 비교연구도 없음. 

- 연속적인 고용량 화학요법을 시행하는 경우 어떠한 regimen을 사용할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 되는 동일한 regimen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이식 시 독성을 분산하고 약제 내성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다른, 약제가 중복되지 않는 regimen을 각각 사용하는 방법이 있음. 두 가지 

방법의 우열에 대한 비교연구는 아직 없음.

- 고용량 화학요법 시 전신방사선치료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나 독성이 증가함

에 대해 유의해야 함. 또한 전신방사선치료가 1차 고용량 화학요법에 포함되면 

2차 고용량 화학요법 시 독성 사망이 현저히 증가되는 보고가 있으므로 전신방

사선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2차 고용량 화학요법에 포함되도록 regimen을 구성

하는 것이 필요함.

- 고용량 화학요법의 용량을 정할 때 보통 체표면적당 용량을 사용하는데 영유아

의 경우 상대적인 과용량이 될 수 있으므로 용량 산정에 주의를 요함. 신절제술

을 시행한 환자에서도 용량 산정에 주의를 요함.

- 고용량 화학요법 후 다양한 종류의 급성 부작용이 올 수 있는데 이는 고용량 

화학요법에 사용되는 약제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다름.

- 고용량 화학요법 후 다양한 후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존이 확인된 

후에도 후기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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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질환 별 소개

고위험 신경모세포종

- 고위험 신경모세포종에서 고용량 화학요법의 효과는 잘 보고되어 있음. 다양한 

regimen이 사용되고 있으나 우열을 비교한 연구는 없음. 

- 1회의 고용량 화학요법을 시행하면 대개 30-40%의 장기 생존율이 보고됨. 

그 동안 tandem 이식를 이용하여 생존율이 더 향상된 single arm trial의 성적

이 보고되었으나 single 이식과의 비교 연구는 없었음. 최근 COG의 비교연구결

과가 보고 되었는데 tandem 이식 시 유의하게 생존율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됨.

- 항암제만으로 고용량 화학요법을 구성하는 경우도 많지만 전신방사선치료 혹은 
131I-MIBG 치료를 병합하여 고용량 화학요법을 구성하여 시행한 single arm 

trial에서 우수한 생존율이 보고된 바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비교 연구는 없음.

- 고용량 화학요법 후에는 cis-retinoic acid를 사용하는 것이 그 동안의 표준 

치료였으나 근래에 고용량 화학요법 후 cis-retinoic acid에 더하여 GD2 항체

를 사용하면 재발을 더 줄일 수 있음이 보고되어 향후 고용량 화학요법 후의 

표준치료로 채택될 것으로 기대됨.

- 일부 보고에서 고용량 화학요법 후 cis-retinoic acid에 더하여 IL-2 면역치료를 

시행한 보고도 있으나 IL-2의 효과에 대해서 비교연구로 증명된 바 없음.

 고위험 뇌종양

- 고위험 뇌종양에서 고용량 화학요법을 시행하는 목적은 생존율의 향상뿐 아니

라 방사선 치료를 감량하거나, 생략하거나, 혹은 시기를 지연시켜 방사선치료로 

인한 후기 부작용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 고위험 수모세포종: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혹은 동시에 방사선 치료도 

감량하기 위해 고용량 화학요법을 시행한 초기 임상시험에서 생존율이 20-30% 

정도 향상됨이 보고된 바 있음. 또한 뇌척수 방사선 선량의 감량이 가능하였음. 

그러나 통상적인 치료와의 비교연구 혹은 single vs tandem의 비교연구는 

없음. 수모세포종과 생물학적으로 유사하지만 예후가 더 불량한 PNET에서도 

같은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충분한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고는 

없음.

- 영유아 뇌종양: 방사선 치료에 취약한 영유아에서 방사선 치료의 시기를 최대한 

미루고 또한 방사선 치료의 용량과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량 

화학요법을 시행하는 임상시험이 꾸준히 시도되었으며 그 결과 생존율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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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면서도 방사선 치료를 최소화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음.

- 기타 고위험 뇌종양: 악성 상의세포종(anaplastic ependymoma), atypical 

teratoid rhabdoid tumor, 고등급 교종, non-germinomatous germ cell 

tumors, choroid plexus carcinoma 등에서 고용량 화학요법이 생존율을 향상

시키거나 방사선 치료를 최소화 할 목적으로 다양한 임상시험이 시행되고 일부 

고무적인 성적이 보고되었으나 아직 고용량 화학요법의 효과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없음.

골연부 육종

- 전이성 혹은 초기 치료반응이 미흡한 골연부 육종에서 고용량 화학요법을 시행

하여 치료 성적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고한 임상시험들이 다수 있으나 아직 

고용량 화학요법의 효과나 적응증에 대한 충분히 일치된 견해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임.

기타 고위험 소아암

- 망막모세포종: 양측이 모두 진행한 양측성 망막모세포종에서 양안 적출을 피하

기 위해 고용량 화학요법을 시행하여 시력을 보존한 보고가 있음. 또한 안구 

외 침범이 있는 망막모세포종은 고용량 화학요법의 적응증이 됨.

- 그 외에 화학요법에 반응하지만 통상적인 치료로는 완치를 기대하기 힘든 모든 

소아 고형암이 고용량 화학요법의 적응증이 될 수 있음.

재발성 소아암

- 재발성 종양의 예후는 매우 불량하므로 고용량 화학요법을 시행하는 임상시험

이 다양한 재발성종양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음. 질환 별로 고용량 화학요법의 

효과는 다양하지만 재발 후 통상적인 구제 화학요법에 반응하는 경우 고용량 

화학요법 시 성적이 양호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견해가 일치함. 

그러나 고용량 화학요법 전 구제 화학요법의 종류, 기간, 조혈모세포 채집시기 

등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음. 

- 재발 전 치료가 강하고 기간이 길수록 재발 후 조혈모세포 채집량이 적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음. 그러므로 재발 후 조혈모세포 채집 시기를 너무 늦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구제 치료 후 종양 반응이 우수할수록 고용량 화학요법 후 성적이 좋지만 구제치

료를 얼마나 오랫동안 시행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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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용량 화학요법 regimen의 예시

Regimen Drug Dose Schedule Total dose

First HDCT regimen

  CTE Carboplatin 500 mg/m2/day Days –8, –7, –6 1,500 mg/m2

Thiotepa 300 mg/m2/day Days –5, –4, –3 900 mg/m2

Etoposide 250 mg/m2/day Days –5, –4, –3 750 mg/m2

Second HDCT regimen

  CyM Cyclophosphamide 1,500 mg/m2/day Days –8, –7, –6, –5 6,000 mg/m2

Melphalan 60 mg/m2/day Days –4, –3, –2 180 mg/m2

Table 1. Tandem HDCT regimen for Brain Tumors

Regimen Drug Dose Schedule Total dose

First HDCT regimen

  CEC Carboplatin 650 mg/m2/day Days –7, –6, –5 1,950 mg/m2

Etoposide 650 mg/m2/day Days –7, –6, –5 1,950 mg/m2

Cyclophosphamide 1,800 mg/m2/day Days –4, –3, –2 5,400 mg/m2

Second HDCT regimens

  MIBG-TM 131I-MIBG 12 or 18 mCi/kg Days 21 12 or 18 mCi/kg

Thiotepa 200 mg/m2/day Days –8, –7, –6 600 mg/m2

Melphalan 60 mg/m2/day Days –5 & –4 120 mg/m2

  TM Thiotepa 300 mg/m2/day Days –6, –5, –4 900 mg/m2

Melphalan 60 mg/m2/day Days –3 & –2 120 mg/m2

Table 2. Tandem HDCT regimen for Neuroblast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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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불량빈혈

울산의대 내과 김  혁

1 서론

- 재생불량빈혈은 조혈 줄기 세포의 감소에 의해 혈액세포를 충분하게 생성하지 

못하여 말초혈액에 적절한 혈액세포의 양을 확보할 수 없는 비 종양 혈액질환임.

- 재생불량빈혈의 조혈모세포이식을 고려 할 때 결정해야 하는 것들은 이식 대상

자 선정, 이식 시기, 공여자, 조혈모세포 종류, conditioning regimen, 이식편대

숙주질환(GvHD) 예방 법, 이식 후 고려 사항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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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 결정 알고리즘

- 성인 재생불량빈혈 환자의 치료 결정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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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치료 결정 알고리즘

3 이식 전 고려 사항

- 이식을 고려할 때 이식이 필요한지 및 conditioning regimen을 결정하기 위해 

다학제팀의 evaluation을 시행해야 함.

- 이식이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이식 대상자는 진단 시 HLA typing을 시행하고 

혈연 및 비혈연 이식 대상자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함. 

-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hypoplastic myelodysplastic 

syndrome 등 재생불량빈혈과 유사한 질환의 경우 이식 시 고려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생불량빈혈의 진단을 다시 확인. 선천성 골수기능부전 증후군의 



질환 별 고려 사항

122

 경우 이식에 의한 치명적인 독성 예방 및 형제간 공여자를 잘못 선택하지 않기 

위해 이식을 진행하기 전에 확인해야 함. 

- 면역억제 치료를 포함한 이식 대체 치료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함. 

- 불임의 가능성을 논의해야 함. 특히, 고용량 cyclophosphamide (CY)를 

conditioning regimen으로 사용할 경우 이식 후 불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식 대상자와 불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함. 

Fludarabine (FLU) 포함 또는 저용량 total body irradiation (TBI)을 이용한 

conditioning도 불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4 이식 대상자 선정

- 일반적으로 중증 재생불량빈혈 환자를 대상으로 함.

- 중증 재생불량빈혈은 골수의 세포충실도가 25% 미만이면서 말초혈액검사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한 경우로 정의함: 

    - Absolute neutrophil count ＜500/mm3 (＜200/mm3 인 경우는 초중증)

    - Reticulocyte count＜1% or ＜20,000/mm3 

    - Platelet count＜20,000/mm3

- Hematopoietic Cell Transplant Comorbidity Index 또는 이와 유사한 

assessment를 documentation

- HLA antibody screening test를 시행하여 HLA antibody를 확인

- 이식 대상자 연령

    - 성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0세 이하인 경우 이식 대상자로 함. 질환의 

중증도 및 면역억제치료의 반응 등을 고려하여 50세 이상에서도 이식을 

시행하기도 함.

    - 소아의 경우에는 중증 재생불량빈혈의 경우 HLA가 일치하는 공여자가 

있는 경우 면역억제치료 없이 이식을 바로 시행하는 것이 권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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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여자 선정

- HLA가 일치하는 공여자가 대상이 됨.

- 공여자의 우선 순위는 HLA 일치 형제＞HLA 일치 비혈연 의 순이며, 젊은 

공여자가 선호됨. 

- 여성 공여자가 남성 이식 대상자에 공여하는 경우, 특히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공여자인 경우에 이식 성적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음.

- HLA 반일치 혈연, HLA 부분일치 비혈연, 제대혈 공여자의 경우 현재 우선 

순위를 정할 수는 없으며 이식의 급박성, 질환의 중증도(초중증), 이식 대상자의 

선호도, 의료 기관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됨. 

6 이식 시기 결정

- 성인에서는 중증 재생불량빈혈인 경우에 HLA 일치 형제 공여자가 있는 경우에

는 면역억제 치료 없이 이식을 바로 시행함. 단, 환자의 나이가 35-50세인 

경우에는 이식을 고려하기 전에 comorbidity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필요함. 

성인에서 비혈연간 이식은 면역억제 치료에 효과가 부족한 경우에 고려함. 

7 조혈모세포 결정

- HLA가 일치하는 형제간 이식의 경우에는 골수에서 조혈세포를 채취하는 것이 

GvHD가 낮고 생존율에서 우수하므로 우선 고려해야 함.

- 일반적으로 생착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최소 3 × 106 CD34-positive cells/kg 

(또는 3 × 108 TNC/kg)의 조혈모세포양이 권장됨.

- 비혈연간 이식의 경우에도 GvHD 발생이 낮을 수 있으므로 골수를 조혈모세포

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추천되나 현재 이런 경우에 말초 조혈모세포이식

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 

- 반일치 이식에서 골수 및 말초 조혈모세포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조혈모세포

의 양을 늘리기 위해 말초 조혈모세포를 이용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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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ngeneic donor의 경우에는 graft failure를 줄이기 위해 말초 조혈모세포를 

골수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8 주요 Conditioning regimen

Matched 

sibling donor

30세 미만:  high dose CY (200 mg/kg) + ATG/alemtuzumab

30세 → 30 mg/m2×4 + CY 300 mg/m2 + ATG/alemtuzumab or FLU 

30 mg/kg×5 + CY 50 mg/kg×2 + ATG 3 mg/kg×3

Unrelated 

donor

10/10 match: FLU 30 mg/m2×4 + CY 300 mg/m2 + ATG/alemtuzumab; 

or FLU 30 mg/m2×4 + CY 300 mg/m2 + ATG + 2 Gy TBI; or FLU 30 mg/kg×5

+ CY 50 mg/kg×2 + ATG 3 mg/kg×3

9/10 match: FLU 30 mg/m2×4 + CY 300 mg/m2 + ATG/alemtuzumab 

+ 2 Gy TBI

Cord blood FLU + CY 120 mg/kg + ATG + 2 Gy TBI + Rituximab (D5)

Haploidentical 

family

FLU 30 mg/m2×4 + CY 14.5 mg/kg×2 + 2 Gy TBI + postinfusional CY 

50 mg/kg (D3-4)

Syngeneic high dose CY (200 mg/kg) + ATG

9 GvHD 예방

- 일반적으로 cyclosporine (CSA)과 short course methotraxate를 많이 사용함.

- Alemtuzuamb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CSA을 단독 사용하기도 함.

- 이식 후 CSA은 9개월 동안 유지하다가 12개월까지 tapering하여 후기 GvHD의 

위험을 줄임

- CSA의 혈중 농도는 300-350μ/L 정도로 혈액암의 경우보다 높게 유지할 필요

가 있음. 만약 신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경우에는 반 용량의 CSA와 반 용량의 

mycophenolate mofetil (MMF)용법을 대신 사용할 수 있음.

- 반일치 이식의 경우에는 tacrolimus + MMF를 사용하기도 함.



재생불량빈혈

125

10 이식 후 고려 사항

- 초기 management

- 정기적으로 말초혈액과 골수에서 unfractionated/ lineage-specific CD3 

(T-cell) chimerism 을 시행해야 함. 

- Progressive mixed chimerism은 graft failure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 Full myeloid chimerism 상태에서 stable mixed T-cell chimerism을 보이

는 경우는 fludarabine 이용한 이식에서 흔하게 관찰될 수 있음. 

- 후기 management

- 후기 영향 평가는 international guideline을 따르며 이차 암, 내분비, 대사 

이상, 뼈(avascular necrosis 포함), 심혈관계 위험 등을 고려해야 함. 

- 철분 과잉이 흔하며 이식 후 완전히 engraft된 후에 manage할 수 있음.

- Re-vaccination은 표준적인 조혈세포이식 절차에 따름. 

11 향후 발전 방향

- HLA가 일치하는 공여자가 없는 경우 시행하는 alternative donor 이식에서 

최근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아직은 연구 단계인 경우가 많음. 

- 현재 alternative donor 이식에서 시도되고 있은 방법들은 post-transplant 

cyclophosphamide, cord blood mesenchymal stem cell co-infusion, 말초 

및 골수 co-infusion, CD34+ selection, CD3+ depletion, αβ+ T cells 

depletion 등이 있음.

12 Suggested rea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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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학적 회복과 chimerism

이화의대 내과 문  영  철

1 면역회복(Immune reconstitution)

- 악성혈액질환의 치료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의 역할이 크지만, 이식편대숙주질환

과 더불어 장기간의 강력한 면역저하는 감염에 대한 취약성의 단점이 있음.

- 전통적인 HLA항원 일치공여자의 말초혈조혈모세포 혹은 골수를 이용한 동종조

혈모세포이식에 비하여, 제대혈이식 혹은 불일치 혈연공여자를 이용한 조혈모

세포이식은 이식 후 면역회복이 더욱 느리기 때문에, 장기간의 면역저하로 

인한 이식 후 감염, 재발 혹은 이차암의 발생이 더욱 빈번한 경향이 있음.

- 조혈모세포이식 후 다양한 림프구(B, T, NK, NKT) 및 골수구유래 항원전달세포

(단핵구, 탐식세포, 수지상세포)의 회복을 고려할 때 단순히 양적인 회복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관점에서 질적인 회복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

- 조혈모세포이식 후 면역회복시기

- NK세포 : 3개월 – 6개월

- B세포, CD8 T세포 : 6개월 – 1년

- 형질세포, 수지상세포 : 6개월 – 1년

- CD4 T세포 : 1년이상

- 이식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T cell depleting agents (antithymocyte 

globulin, alemtuzumab)의 사용은 이식편대숙주질환 및 생착실패의 빈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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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일 수 있으나, 면역회복은 더디게 함. 

Host factors Age, sex, conditioning regimen (MAC vs RIC, lymphocyte-depleting 
agents), initial pathology

Genetic 
differences

Degree of genetic differences between donor and recipient (HLA, 
minor histocompatibility Ag, genes associated with immune re-
sponse to microorganisms)

Source of HSC Source : CB, PBSC, BM, haplo-HSCT
Transplant manipulation : TCD, double or multiple CBT, adoptive 

therapy (EBV, CMV)

Post-HSCT 
events

GVHD, relapse, infection
Effect of biotherapy (eg, CD20 monoclonal Ab)

Table 1. Factors affecting immune reconstitution

T세포 회복(T cell reconstitution)

- 조혈모세포이식 후 공여자 기원의 memory T cell이 제일 먼저 증식. 이전에 

노출된 병원균에 대하여 신속하게 반응하며, 주로 주기적으로 재활성화되는 herpes 

virus (CMV or EBV)에 대하여 빈번하게 반응(thymic-independent pathway).

- 장기적으로 숙주에 노출되는 다양한 병원균 및 종양에 대한 안정적인 면역반응

을 위해서는 공여자 조혈모세포 유래의 naïve T cell repertoire의 회복이 필요

함. 이 과정에서 완전한 T cell ontogeny의 회복을 위해 thymus의 역할이 

필요(thymic-dependent pathway).

Figure 1. T cell re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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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선은 T세포의 회복에 매우 중요 : 공여자 기원의 조혈모세포로부터 T세포 

개체발생 과정이 숙주의 흉선에서 진행.

- Thymic-dependent T cell recovey를 저하시키는 요소 : 고령, T cell 

depletion, GVHD, 백혈병재발, 감염발생 등.

NK세포 회복(NK cell reconstitution)

- 조혈모세포이식 후 공여자 유래의 NK세포(mature NK cells, NK progenitors)의 역할

- 공여자 NK 전구세포 및 수여자 기질세포(stromal cells)의 성숙

- 이식 후 바이러스/세균 감염의 억제

- 적응성 면역 반응(adoptive immune response)의 보조 

- Chronic GVHD 예방의 역할 및 호흡기 상피세포의 재생촉진을 통한 이식 

후 바이러스감염억제

- 잔존 종양의 제거

- 조혈모세포이식 후 3개월이내에 회복되는 첫번째 림프구 분획.

- KIR (Killer immunoglobulin-like receptros)/ligand mismatch concept

- 공여자-환자사이의 Inhibitory KIR/HLA mismatch에 의해 NK cell allo-

reactivity 발생

- GVHD 유발없는 graft-versus-tumor 효과를 유도

- NK세포 “education” or “licensing”

- NK세포 면역감시가 시작 및 유지되기 위해서는 self-specific inhibitory 

receptors를 통한 신호전달이 필요

- 자신의 HLA에 대한 inhibitory receptor의 발현이 되지 않는 일부 NK세포의 

경우 NK세포 면역감시가 결여됨

- 공여자형의 NK세포 education (licensing)은 이식 후 약 3년까지 지속됨으로

써 장기간의 GVL효과를 유지함.

B세포 회복(B cell reconstitution)

- B세포 회복은 주로 chronic GVHD의 발생에 영향을 많이 받음. Chronic 

GVHD가 발생하면 B세포의 회복이 지연됨.

- B세포로부터 바이러스를 포함한 특정 단백항원에 대한 항체생성의 정상화는 

대부분 1년이내에 회복되나 폴리오, 홍역, 파상풍에 대한 항체생성은 1년이상 

회복되지 않음.

- B세포 및 CD4 T세포의 수가 ＞200/mm3 이상 회복되는 시기는 이식 후 6개월 

이후이므로 조혈모세포이식 후 예방접종은 이를 감안하여 이 시기 이후 권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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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ronic GVHD의 발생으로 B세포의 회복이 지연됨으로써 IgA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호흡기 혹은 소화기계통의 점막감염의 빈도가 상승

- Chronic GVHD의 발생으로 B세포의 회복이 지연됨으로써 IgG2 및 IgG4의 

결핍이 발생하면 encapsulated bacteria 감염에 취약

- 지속적인 낮은 B세포 수 : 감염 및 chronic GVHD의 빈도 상승과 관련이 있음.

2 키메리즘(Chimerism)

조혈모세포이식 후 키메리즘의 모니터링

- 동종조혈모세포에서의 키메리즘 : 공여자 유래세포와 환자유래 세포사이의 비율

- 키메리즘 모니터링은 동종이식 환자의 이식 후 감시를 위한 필수적인 진단법으

로 이용됨.

- 저강도전처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 및 제대혈이식과 같은 생착이 중요한 이식에

서 키메리즘 검사를 이용한 추적의 임상적 역할이 점점 강조되고 있음.

- 이식 후 기간동안 키메리즘의 분석은 공여자 및 환자의 면역학적인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 그 결과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근거로 활용됨.

- 이식 후 키메리즘의 분석은 성공적인 이식편 생착여부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식편의 생착실패를 조기에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악성혈액질환에

서 재발이 임박하였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로 적용됨.

키메리즘의 모니터링의 방법

- X, Y 염색체의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FISH) : 공여자 및 환자간 

성별불일치 이식의 경우 간기(interphase)세포의 핵을 이용하여 분석 이 비교적 

정확한 정량적 키메리즘 분석으로 알려짐.

- Short tandem repeats (STRs) : 공여자 및 환자로부터 유래된 세포로부터 

나온 구별 및 정량화할 수 있는 각각의 polymorphic DNA sequence를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증폭을 통해 확인하는 검사. DNA 

microsatellites (STRs) marker를 PCR로 증폭시켜 공여자 및 환자의 allele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흔히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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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le leukocyte vs Lineage-specific 키메리즘

- PCR기반의 키메리즘 분석기법은 잔존하는 자가조혈세포를 1% 범위내의 민감

도를 가지고 찾아낼 수 있음. 

- 말초혈액내의 전체백혈구를 이용한 키메리즘 분석의 경우 현재 수준의 민감도

로는 조기재발을 을 찾아내는데 불충분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flow-sorting 혹은 immunomagnetic bead 분리를 통하여 백혈구분획

을 분리하여 키메리즘을 분석할 경우,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함.

- Lineage-specific 키메리즘 분석시 0.1-0.01%의 민감도를 가짐으로써 전체 

백혈구 분획의 키메리즘 분석보다 1/10-1/100 정도 더욱 미세한 분석이 가능함. 

혼합키메리즘(Mixed chimerism)

- 완전키메리즘(complete chimerism) 후 다시 발생한 혼합키메리즘은 환자유래 

조혈모세포의 재출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식전 환자의 질환이 재발하기 전에 

나타나기 때문에, 질환이 완전히 재발하기 전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음.

- 혼합키메리즘의 확인을 위해 말초혈액의 lineage-specific 키메리즘 분석 혹은 

골수검체를이용하여 키메리즘을 분석할 경우, 더욱 민감도가 높아 향후 재발할 

여지가 있는 환자의 조기발견이 가능함. 

- 순차적인 키메리즘 분석에서 지속적으로 환자 키메리즘 분획이 상승하는 것은 

2차 생착실패(혹은 이식전 질환의 재발)가 임박한 상태임을 시사함. 특히, NK세

포 및 T세포분획에서 환자키메리즘이 나타날 경우, 2차 생착실패 혹은 재발의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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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편대숙주질환의 예방/치료

성균관의대 소아청소년과 유  건  희

1 서론

- 이식편대숙주질환(graft-versus-host disease, GVHD)은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후 발생하는 가장 흔한 합병증 중 하나로 스테로이드에 불응하는 경우 치명적임.

- GVHD의 pathophysiology는 전통적인 개념 외에도 다양한 기전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아직도 정확한 기전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음.

- 본 장에서는 급성 및 만성 GVHD의 진단 및 scoring에 대해 기술하고, GVHD 

예방 정책과 표준적 치료 전략을 소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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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성 GVHD (aGVHD)의 진단

- 정확한 평가를 통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적절한 치료 계획이 가능함.

Organ Stage Description

Skin

+1 Maculo-papular eruption over ＜25% of body area

+2 Maculo-papular eruption over 25-50% of body area

+3 Generalized erythroderma

+4 Generalized erythroderma + bullous formation ± desquamation

Liver

+1 Bilirubin 2.0-3.0 mg/dL

+2 Bilirubin 3.1-6.0 mg/dL

+3 Bilirubin 6.1-15 mg/dL

+4 Bilirubin ＞15 mg/dL

Gut

+1 Diarrhea 10-19.9 mL/kg or ＞ 500 mL/day

+2 Diarrhea 20-30 mL/kg or ＞ 1,000 mL/day

+3 Diarrhea ＞ 30 mL/kg or ＞ 1,500 mL/day

+4 Diarrhea ＞ 30 mL/kg or ＞ 2,000 mL/day; or severe abdominal pain/ileus

Grade Skin Liver Gut ECOG-Performance Status

I +1 to +2 0 0 0 (fully active)

II +1 to +3 +1 and/or +1 0-1 (mild dec. in clinical performance)

III +2 to +3 +2 to +3 and/or +2 to +3 2-3 (marked dec. in clinical performance)

IV +2 to +4 +2 to +4 and/or +2 to +4 3-4 (extreme dec. in clinical performance)

Table 1. aGVHD의 진단 및 scoring (Glucksburg et al. 1974)

- aGVHD의 진단은 전통적으로 <Table 1>의 기준에 의해 grading이 되고 있음. 

- 피부 침범의 경우 피부 화상의 범위를 가늠할 때 사용하는 소위 “Rule of 9”법을 

적용하여 침범 범위의 %를 계산함. 소아 및 영유아의 경우 성인과 BSA의 분포가 

다르므로 각각의 표준화된 “Rule of 9”을 이용함(Figure 1).

- 간의 GVHD의 경우 viral hepatitis (CMV, EBV, HSV, adenovirus 등), VOD, 

drug-induced 등의 원인과 감별이 필요함. 간의 생검 없이도 정황상 진단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만일 피부나 장 등 다른 기관의 침범 징후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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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irubin의 상승만 보인다면 확진을 위한 간생검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는 aGVHD에서 간만 침범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임. 

- 간혹 위(stomach)에 GVHD가 발생하는 경우 설사 없이 nausea, anorexia, 

food intolerance, vomiting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음. 이 경우 위내시경을 

통한 생검으로 확진이 가능하며 이 경우 gut의 Grade 2 aGVHD로 진단함

(modified from conventional classification). 

Figure 1. % Skin involvement (Rule of 9)

3 만성 GVHD (cGVHD)의 진단

- 각 장기별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를 종합하여 중증도를 평가함.

skin cGVHD

- Poikiloderma, sclerotic features (Figure 2A)

- Lichen planus-like features, morphea-like features (Figure 2B)

- Lichen sclerosus-like features (Figure 2C)

mouth cGVHD

- Plaque-like oral lichen planus, reticular oral lichen planus, ulcerative 

oral lichen planus (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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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ital cGVHD

- Lichen planus-like features, vaginal scarring or stenosis 

muscles, fascia, joints cGVHD

- Fasciitis, joint stiffness or contractures (Figure 4)

lung cGVHD

- Bronchiolitis obliterans diagnosed by lung biopsy (Figure 5)

GI tract cGVHD

- Esophageal web, esophageal stricture

Distinctive manifestation of cGVHD (insufficient alone to establish 

diagnosis)

- Depigmentation, nail dystrophy, nail loss, pterygium unguis, new onset 

alopecia/scaling, xerostomia, mucoceles, dry eyes, keratoconjunctivitis 

sicca

Other features of cGVHD (can be acknowledged as cGVHD symptom 

if the Dx is confirmed)

- Skin: sweat impairment, hypo- or hyperpigmentation

- Scalp/hair: premature gray hair

- Eyes: photophobia, blepharitis

- GI tract: exocrine pancreatic insufficiency

- Muscles, fascia, joints: edema, muscle cramps, arthralgia, arthritis

- Hematopoietic & immune: thrombocytopenia, eosinophilia, lym-

phopenia, hypo- or hypergammaglobulinemia, autoantibodies

- Others: peripheral neuropathy, myasthenia gravis, ascites, pericardial 

or pleural ef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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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iagnostic manifestation of skin cGVHD

Figure 3. Diagnostic manifestation of mouth cGVHD

Figure 4. Diagnostic manifestation of muscles, fascia, j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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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Diagnostic manifestation of lung cGVHD

Conventional classification of cGVHD

- Limited cGVHD

Either or both: 

- localized skin involvement

- hepatic dysfunction due to cGVHD

- Extensive cGVHD

Either:

- generalized skin involvement, or

- localized skin involvement and/or hepatic dysfunction due to cGVHD

Plus:

- liver biopsy showing chronic aggressive hepatitis, bridging necrosis, 

or cirrhosis, or

- involvement of eye (Schirmer test with ＜5 mm wetting), or

- involvement of minor salivary gland or oral mucosa demonstrated on 

labial biopsy, or

- involvement of any other target or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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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H consensus criteria (Table 2, Table 3)

SCORE 0 SCORE 1 SCORE 2 SCORE 3

PERFORMANCE 

SCORE

ECOG 0

KPS/LPS 100%

ECOG 1

KPS/LPS 80-90%

ECOG 2

KPS/LPS 60-70%

ECOG 3-4

KPS/LPS ＜60%

SKIN No Sx ＜18% BSA

No sclerotic

features

19-50% BSA or

Superficial 

sclerotic

＞50% BSA or

Deep sclerotic or

Impaired 

mobility, 

ulceration

MOUTH

See "BBMT 2005;11:945-55"

EYES

GI TRACT

LIVER

LUNGS

JOINTS & FASCIA

GENITAL TRACT

OTHER

Table 2. NIH clinical scoring of organ system

No. of organs/sites Mild Moderate Severe

1 site Score 1 Score 2 Score 3

2 sites Score 1 Score 2 Score 3

3 or more sites Score 1 Score 3

Lung involvement Score 1 Score 2

Table 3. Severity of cGVHD according to NIH global scoring

4 GVHD의 예방

- aGVHD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cGVHD 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임. 이식의 

종류, 질병의 상태, 현실적 사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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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t Mechanism of action Dose

Cyclosporine CNI
Blockade of T-cell activ.

3 mg/kg/d iv

Tacrolimus CNI
Blockade of T-cell activ.

0.02-0.05 mg/kg/d iv

Methotrexate Antimetabolite 15 mg/m2 on d 1
10 mg/m2 on d 3, 6, (11)

Mycophenolate 
mofetil

Inhibition of DNA synthesis
Lymphocyte apoptosis

1.5-3 g/d or
30 mg/kg/d

Methylprednisolone Rc-mediated lympholysis
Other unidentified actions

0.5-1 mg/kg/d

Sirolimus Macrolide antibiotic
Blockade of T-cell activ.

12 mg d-3 then 4 mg/d

Antithymocyte 
globulin

Rabbit or equine polyclonal Abs 
recognizing T-cells

2.5 mg/kg/d × 3-4 d

Alemtuzumab Anti-CD52, Humanized MoAb
recognizing T-cells

10 mg/kg/d × 5 d

Cyclophosphamide Cytotoxic agent inducing death of 
proliferating cells

50 mg/kg/d on d 3, 4

Table 4. Agents used in GVHD prophylaxis

GVHD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약제는 Table 4에 열거하였음.

 Calcineurin inhibitor (CNI) only → to induce GVL (주로 sibling 이식에서)

CNI + MTX → current “standard of care”

CNI + MMF → 주로 CBT, RIST 등에서 사용

Tacrolimus + sirolimus → investigational

Sirolimus + MMF → investigational

 Posttransplant cyclophosphamide → 최근 각광받음. 생착이 다소 늦은 경향

을 보임.

T-cell depletion → alternative donor, esp. mismatched 

transplantation

  - ex vivo (CD34+ selection), in vivo (ATG or alemtuzumab)

Immune regulatory mechanism → investigational

  - Treg, NK/T cells, MS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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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VHD의 치료

- CNI를 근간으로 한 GVHD 예방조치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약 20-70%는 

Gr 2 이상의 aGVHD가 발생함. Gr 2 이상의 aGVHD에 대해 2 mg/kg/d의 

methyl-prednisolone (mPD)을 iv로 시작하며, cGVHD에 대해서는 경구 PD 

1 mg/kg/d의 용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임. Gr 1의 skin aGVHD

인 경우 topical 스테로이드만으로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음. 환자의 상태에 

따라 aGVHD 시에도 경구용 PD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이럴 때 mPD와 PD간 

동일 용량간 glucocorticoid의 strength (약 1.2:1) 차이를 고려하여 용량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조절은 큰 의미는 없어 보임. 다만, gut GVHD

의 경우 경구용 PD보다는 mPD를 iv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스테로이드 

불응성 GVHD에 대해서는 본 장에서는 다루지 않음.

Treatment for aGVHD

- mPD 2 mg/kg/d (usually #2) → 반응이 좋은 경우 1~2주 사용 후 서서히 

감량함이 원칙

- CNI 용량은 유지하거나 증량.

aGVHD에서 스테로이드 불응성 판단 기준 → 2nd line treatment 고려

- 3 days with progressive manifestation

- 7 days with persistent, unimproving Gr 3

- 2 weeks with persistent, unimproving Gr 2

- Refractory recurrence after initial dose reduction

Treatment for cGVHD (Table 5)

- PD 1 mg/kg/d (usually #2) 로 시작 

- 치료 시작 후 3개월 이내 0.2-0.25 mg/kg/d 또는 0.4-0.5 mg/kg qod로 

감량을 시작함

- 2주마다 20-30% 정도 감량. 즉, 점차 감량하는 절대용량은 감소

- 만일 감량 중 악화나 재발이 명확한 경우 PD 용량을 2 level 증량하여 2-4주

간 매일 투여하고 난 후 다시 alternate-day 투여로 전환

- 이후 다시 감량하기 전까지 최소 3개월간 용량 유지

- 감량 시도와 필요 시 증량하는 cycle은 PD 0.1 mg/kg/d (adre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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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lacement therapy와 동일한 양)에 이를 때까지 필요 시 반복함

- PD 0.1 mg/kg qod로 최소 4주 이상 지난 후 중단 가능

- 만일 0.1 mg/kg qod 이하의 용량으로 치료 중에 재발하는 경우 아주 적은 

양의 PD로 1년 이상 치료해야 할 수 있음

- CNI 용량은 적정 혈중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하거나 증량

- PD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AVN이 적었다는 보고가 있어 steroid-saving 

effect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evidence는 약함.

Week Dose, mg/kg body weight

0 1.0

2 1.0/0.5* (to begin within 2 weeks after objective improvement)

4 1.0/0.25*

6 1.0 qod (continued until resolution of all clinical manifestation) 

8 0.70 qod (to begin after resolution of all clinical manifestation)

10 0.55 qod

12 0.45 qod

14 0.35 qod

16 0.25 qod

18 0.20 qod

20 0.15 qod

22 0.10 qod

*Alternate-day administration

Table 5. PD taper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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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불응성 
이식편대숙주질환의 치료

계명의대 내과 도  영  록

- 만성이식편대숙주질환(cGVHD)는 조혈모세포 이식 후기 합병증으로 주요한 

사망의 원인을 차지하고 자가면역질환과 유사한 임상양상을 보이기도함. 

- 동종면역반응으로 인한 cGVHD의 발생은 이식편대종양효과를 통해 악성종양

을 공격해 무병생존율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함.

- cGVHD의 진단은 i) aGVHD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고 Table 1에 기술된 

최소 1개의 확실한 임상진단기준이 존재하거나 ii) 1개이상의 뚜렷한 임상진단

기준을 만족하며 합당한 조직검사 소견을 가지면서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에 진단함. 



스테로이드 불응성 이식편대숙주질환의 치료

147

Organ or site
Diagnostic 

(진단에 충분함)

Distinctive 

(단일 소견만으로 

진단하기에는 불충분함)

Common 

(a/c GVHD에서 모두 

관찰됨)

Skin Poikiloderma, 

lichen planus-like, 

sclerosis or morphea

Depigmentation Erythema, 

maculopapular rash

Nails Dystrophy, 

onycholysis/

nail loss

Scalp and 

body hair

Alopecia, scaling

Mouth Lichen planus-like, 

hyperkeratotic 

plaques

Xerostomia, 

mucocele, ulcers, 

pseudomembrane*

Gingivitis, erythema

Eyes Keratconjunctivitis*, 

Sicca syndrome

Genitalia Lichen planus-like, 

vaginal scarring 

or stenosis

Erosions*, fissures*, 

ulcers*

Gastrointestinal 

tract

Esophageal web 

or stenosis*

Anorexia/nausea, 

diarrhea

Liver Mixed hepatilis

Lung BO by lung biopsy BO diagnosed by 

pulmonary function 

tests and radiology

BOOP

Muscle 

and fascia

Fasciitis, joint 

contractures

Myositis and 

polymyositis

Hematopoietic Thrombocytopenia, 

eosinophilia, hypo or 

hypergammaglobulinemia,

qutoantibodies

Other Effusions†

Table 1. Signs and symptoms of chronic GV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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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태생리

cGVHD의 발생에는 6가지의 중요한 특징적인 현상이 수반됨(Figure 1)

  - 전처치나 aGVHD로 인해 정상 흉선상피세포의 손상

  - 이로인한 흉선의 alloreactive CD4+ 세포의 (-)selection 기능 저하

  - 대식세포의 활성화 

  - Treg 세포의 감소

  - B 림프구의 활성화 및 조절장애

2 치료

스테로이드와 같은 초기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표준치료

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음.

MMF

- 가장 흔히 Steroid 불응성 cGVHD에 사용되는 약제

- tacrolimus난 cyclosporine과 병용해서 사용하는 경우 양호한 반응을 보이며 

MMF 자체가 감염이나 재발을 증가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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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VA 광선치료

- 불응성 피부 cGVHD에 효과적 

- Extracorporeal photopheresis (ECP)는 광선치료의 변형된 형태로 불응성 

피부, 간, 눈, 구강 점막 cGVHD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국내에서는 

ECP 치료를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Rituximab

- 주로 근골격계와 피부의 cGVHD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치료 반응이 있는 경우 1년까지도 효과가 지속된다고하며, steroid sparing 

효과도 있음.

Pentostatin

- 이전에 2가지 이상의 면역억제제에 실패한 경우 약 50%의 반응율을 보임. 

- 감염의 위험이 높아 적극적인 감염 예방약제를 사용하면서 치료를 해야함. 

Imatinib

- fibrotic 양상을 가진 환자에서 증상의 호전을 가져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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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용량 비고

Prednisone 매일 1mg/kg po - 최소 4-8주간 투여 후 감량함

- 경증에서는 저용량 단일약제로 투여 가능

- 중증에서는 2mg/kg까지 투여 

- 골다공증, 무혈성 괴사, 당뇨 등이 대표적 합병증

Tacrolimus 0.075-0.15 mg/kg po 

every 12h

- 혈중 농도 5-10 ug/L를 유지하도록 투여량 조절 

필요

- 스테로이드 투여시 병합투여 가능 

(steroid-sparing agent)

- 마그네슘 소실, 신손상, 고혈압이 대표적 합병증

- azole과 같이 투여하는 경우(예: fluconazole) 더 

높은 용량이 요구됨

Cyclosporine 2-3 mg/kg po BID - 혈중 농도 100-150 ug/L를 유지하도록 투여량 

조절 필요

- 스테로이드 투여시 병합투여 가능 

(steroid-sparing agent)

- 마그네슘 소실, 신손상, 고혈압이 대표적 합병증

1차 약제

약제 용량 비고

Sirolimus 4mg po loading → 

1-2 mg po once daily

- 혈중 농도 6-12를 유지하도록 용량 조절 필요

- voriconazole과 투여시 권장 용량의 90%까지 

감량

- tacrolimus와 병용 투여시 이식관련 미세혈관병

증(TMA) 및 굴정맥폐쇄증(SOS) 발생 유무 주의

Mycophenolate 

mofetil

0.5-1.5 gm po BID - 혈구감소증과 위장관계 부작용 발생 가능

- 1차 약제로서 3제 병합시 이득 없음

- 바이러스 감염 및 기저질환의 재발 위험

Extracorporeal 

photopheresis

- 매우 다양함

- 예 : 매주 주2회(4주) → 

2주 간격 주2회

(4-6개월) → 감량

- scleroderma 타입의 피부 병변과 폐 GVHD에 

가장 효과적

- 정맥 혈관 확보 필요

- 스테로이드 용량을 감소시키는 효과

- 카테터 관련 감염증과 광과민성의 위험

Rituximab 매주 375 mg/m2 IV (4주) - 주입반응, 호중구 감소증, 감염 위험

Imatinib 

mesylate

매일 100 mg po - 혈구감소증, 체액 저류의 위험

- scleroderma 타입의 피부 병변에 주로 효과적

Acitretin 매일 10 mg po 로 시작 - 피부 cGVHD에서 하루 40 mg po 까지 점진적으

로 용량 증량 가능

- 피부 독성 및 고지혈증 위험

2차 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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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용량 비고

피부 - 국소corticosteroid

- 국소 calcineurin 억제제

- UVA/UVB

- 중증일 경우 피부과에 협진 필요

- 피부암 위험이 증가하므로 매년 피부 검진

- scleroderma 타입의 경우 마사지와 물리치료 

병행

눈 - 인공 눈물

- 국소 corticosteroid

- 국소 calcineurin 억제제

- 자가 혈청 점안액

- 국소 항생제

- 안과에 협진 의뢰 필요

구강 - Steroid 구강 세정제

- 인공타액

- sialogogues

- 구강 내과 협진 의뢰 필요

- 구강암 위험이 증가하므로 매년 구강 검진

폐 - 전신 치료

- 흡입성 corticosteroid

- 기관지 확장제

- azithromycin

- 모든 cGVHD 환자들은 증상 유무에 관계 없이 

PFT로 screening해야 함

- 예방접종, 예방적 항생제 등의 지지적 치료가 필요

간 - ursodiol 모든 환자들은 iron overload에 대해 평가되어야 함

(cGVHD환자에서 주요 간기능 저하 요인 중 하나)

위장간 - 비흡수성 스테로이드 

(beclomethasone, 

budesonide)

- 췌장 효소

- 소화기내과 협진 의뢰 필요

- cGVHD환자 경험이 있는 영양사와 협의 필요

성기 점막 - 국소 steroid 

(mucoadherent 

formulation)

- 국소 calcineurin 억제제

- 부인과 협진 필요

- 조기 폐경 혹은 생식샘기능저하증 있는 경우 

호르몬 보충 요법도 고려

감염 - Encapsulated bacteria, 

viruses(HSV/VZV), 

fungus, PCP 감염에 

대한 예방요법 고려

- Influenza, pneumococcus, Haemophilus 

influenza에 대한 예방접종 시행

- 생백신은 투여 금기

- 저감마글로불린 혈증 혹은 반복적인 감염이 있는 

경우 IVIG 투여 고려

장기별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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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및 예방접종

가톨릭의대 내과 이  동  건

1 서론 

- 동종 이식을 시행한 환자들은 면역기능저하로 감염에 취약할 뿐 만 아니라, 

생착 후에도 이식의 종류, 면역억제제 사용, 급성 및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에 

따라 면역기능 회복이 장기간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감염질환의 종류도 

시기에 따라 호발하는 질환이 다를 수 있음(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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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engraftment period 

(1st 2-4 week)

Immediate 

post-engraftment period 

(2nd and 3rd month)

Late post-engraftment 

period

(after 2nd and 3rd month)

Risk 

factors

Neutropenia, barrier 

breakdown (mucositis, 

central venous catheter), 

Organ dysfunction due 

to conditioning regimen

Acute GVHD,

Immunomodulating 

viruses,

Impaired cellular and 

humoral immunity; NK 

cells recover 1st, CD8 T 

cell numbers increasing 

but restricted T cell 

repertoire

Chronic GVHD,

Hyposplenism, decrease in 

opsonization,

Impaired cellular and 

humoral immunity; B cell 

and CD4 cell numbers 

recover slowly and 

repertoire diversities

Bacteria Gram negative bacteria 

(especially enteric 

bacteria)

Gram positive cocci

Clostridium difficile

Gram negative bacteria 

(especially enteric 

bacteria)

Gram positive cocci

Encapsulated bacteria 

(Streptococcus 

pneumoniae, Haemophilus 

influenzae, etc.)

Nocardia

Fungi Candida

Aspergillus

Aspergillus and other 

molds

Pneumocystis jirovecii

Aspergillus and other molds

Pneumocystis jirovecii

Herpesviruses HSV EBV, CMV, HHV6 EBV, CMV, VZV

Others Polyoma virus (BK, JC 

virus)

Respiratory virus with 

seasonal variations

Tuberculosis, NTM

Abbreviations: CMV, cytomegalovirus; EBV, Epstein-Barr virus; HHV6, human herpes virus 

6; 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VZV, varicella zoster virus

Table 1. Types of infectious diseases and risk factors according to the various time periods after 
stem cell transplantation, adapted from 대한내과학회지 (2013)

2 예방(Prophylaxis)

세균

- 동종 이식 환자는 호중구감소증이 10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감염의 

고위험군으로 세균감염 예방을 위해 fluoroquinolone (ciprofloxacin, 

levofloxacin 등)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일반적으로 호중구감소증에서 회복될 

때까지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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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균

- 호중구감소증 7-14일 이상, 동종 이식(특히 비혈연간, HLA-불일치 이식), 급ㆍ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등이 진균 감염의 위험인자임. 또한 ＞65세, 기저질환

이 관해되지 않은 경우, 과거 침습성 진균감염 병력, 거대세포바이러스

(cytomegalovirus, CMV) 감염 등 역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음.   

- 호중구감소증 시기에 fluconazole, itraconazole, micafungin 등을 예방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함. 일반적으로 호중구감소증에서 회복될 때까지 사용함. 단, 

과거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이 있었던 환자는 이식 중 2차 예방으로 

voriconazole을 사용할 수 있고 이식 후 2-3개월까지 사용함.  

- 이식편대숙주질환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시기에는 posaconazole, 

itraconazole, fluconazole 등을 사용할 수 있음. 이 시기에는 칸디다 등의 

효모균 보다는 아스페르길루스 등의 사상형 진균에 대한 위험이 더 높음. 가이

드라인에는 심각한 이식편대숙주질환이 해소될 때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동종 이식 환자에서 폐포자충 예방을 위해 trimethoprim/sulfamethoxazole을 

권장하고, 적어도 6개월 이상 혹은 면역억제제를 중지할 때까지 사용함.  

헤르페스바이러스 

- Herpes Simplex Virus (HSV) 항체 양성인 동종 이식 환자는 예방이 필요함. 

Acyclovir, famciclovir, valacyclovir 등을 사용할 수 있음. 적어도 호중구 

감소증 시기와 이식 후 30일까지는 사용하고, 이식편대숙주질환이 있거나 이식 

전 HSV 재활성화가 자주 있었던 환자는 더 오래 예방할 수 있음. 

- 이식 전 Varicella-Zoster Virus 항체검사가 필요하고, 양성인 동종 이식 환자

는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 적어도 1년 동안 acyclovir 혹은 valacyclovir 예방을 

권장함. 국내에서는 허가사항을 고려할 때 아직 어려움이 있음. 

- 동종 이식 전 환자와 공여자의 CMV 항체검사가 필요함. CMV 질환 고위험군인 

일부 환자군에서는 ganciclovir 예방이 효과적일 수 있음. 동종 이식 환자에게 

CMV 예방을 위해 고용량 acyclovir, valacyclovir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식 

후 CMV에 대한 모니터링과 선제치료가 병행되어야 함. 

3 생착 전 시기(Pre-Engraftment Period)

- 생착 전 시기에 발생하는 감염질환의 위험인자는 1) 점막피부 손상, 2) 호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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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증으로 인한 포식작용 손실, 3) 전처치와 관련된 기관장애 등임. 

- 이식, 공여자, 조혈모세포의 종류, 전처치의 강도에 따라 회복의 정도가 달라지

고, 이 시기에 발생하는 감염질환은 항암치료 후 호중구감소성 발열과 거의 

비슷함.

호중구감소성 발열 발생시 경험적 항생제

- 각 병원에서 흔히 검출되는 균의 종류와 그 감수성 결과를 참고하여 초기 경험

적 항균제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함. 지역, 시대, 예방적 항생제 사용 등에 따라 

호발하는 세균의 종류와 항생제 감수성 결과가 다를 수 있음

- 동종 이식 환자들은 대부분 호중구감소증이 장기간 지속되는 고위험군으로 

호중구감소성 발열시 주사용 항생제를 사용하고, 항녹농균 효과가 있는 

penicillin, cephalosporin, carbapenem 단일요법 혹은 aminoglycoside와의 

병합요법을 시작함. 이에 해당하는 항생제로는 cefepime, ceftazidime, 

piperacillin/tazobactam, imipenem/cilastatin, meropenem 등이 있음. 

- 통상적으로 glycopeptide를 초기 항생제에 포함하지 않고, 3-5일 후 발열이 

지속되거나 다시 발열이 생겼을 때도  추가하지 않음. 다만 1) 혈액배양에서 

그람양성균이 자라는 경우, 2) 카테터 관련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3) 과거 

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집락화 또는 감염증이 있었던 

경우, 4) 심한 패혈증 또는 패혈성 쇼크가 있는 경우, 5) 피부 또는 연조직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경험적 항생제로 glycopeptide를 사용할 수 있음.  

 

경험적 항생제 사용에도 지속되는 호중구감소성 발열의 원인과 경험적 항진균제 

사용

- 초기 항생제 사용 3-5일이 경과하였으나 호중구감소증 발열이 지속되고 감염

부위나 원인균을 찾을 수 없다면 다음을 고려함(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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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bacterial infection (fungal, viral, mycobacterial infection)

Resistance to antibiotics

Inadequate drug concentration

Drug fever

Bacteremia due to cell wall-deficient bacteria

Infection at an avascular site (such as abscess)

Fever related to underlying malignancy

Intravascular catheter related fever

Table 2. Reasons for persistent fever 3-5 days after initiating antibiotic therapy, adapted from
Infect Chemother (2013) 

- 장기간(＞10일) 호중구감소증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에서 초기 경험

적 항균제 투여 3-5일 후에도 반응이 없을 때는 경험적 항진균제 투여를 권장

함. 또한 발열 유무와 관련 없이 과거 침습성 진균 감염 병력이 있거나, 호중구감

소증 상태에서 진균 집락 형성, 폐렴이 의심되는 증상(흉막통증, 혈액흔적가래, 

객혈) 혹은 징후(새로이 관찰되는 폐렴, 부비동 혹은 안구주위 압통과 부종, 

코 주위 궤양성 혹은 가피성 병변 등)가 있을 때에도 경험적 항진균제 투여를 

권장함.

- 경험적 항진균제로는 caspofungin, liposomal amphotericin B, itracona-

zole등을 고려함. Amphotericin B deoxycholate는 오랜 경험과 광범위한 

항진균 범위 등으로 아직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주입 시 독성, 신독성 

등의 이상반응이 많음. 따라서 신기능 저하가 있거나 신독성이 있는 타 약제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위험군, 과거 신독성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는 투여가 어려

우며, 동종 이식 환자는 대부분 신독성이 있는 타 약제를 사용하고 있어 사용이 

권장되지 않음. 

진균 감염

- 호발하는 진균 감염은 칸디다증과 아스페르길루스증임. 최근 사상형 진균에 

효과적인 항진균제를 예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털곰팡이증

(mucormycosis), 푸사륨(fusarium), Alternaria, Scedosporium 등이 호중구 

감소증이 지속되는 시기나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 중에 발생할 수 있음.

- 칸디다증 

- 점막피부 손상과 호중구감소증, 광범위 항생제 사용, 기관장애, 고밀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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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모집락형성 등이 침습성 칸디다증의 위험인자임. 

- 이식 중 예방적 항진균제를 많이 사용하면서 역학도 달라져, fluconazole

에 감수성인 Candida albicans의 빈도가 감소하고 있어, 항진균제 선택 

시 주의를 요함. 

- 칸디다혈증의 경우 카테터 제거를 고려할 수 있으나 호중구감소증 시기에

는 카테터관련감염, 위장관감염 등에 의한 것인지 감별이 어렵고, 파종될 

위험이 있어 심장초음파 실시, 안과 등과의 협진이 필요함. 

- 음전되는 시기, 특히, 항진균제 투여기간을 알기 위해 주기적인 혈액배양

검사 추적이 필요함. 

- 치료 시에는 azole계 항진균제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echino-

candin계 항진균제(anidulafungin, caspofungin, micafungin)를 권장함. 

- 아스페르길루스증

-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은 폐와 부비동에서 가장 호발함. 호중구감소증 

시기 이외에도 생착 후 이식편대숙주질환으로 치료 받는 시기에도 호발함.

- 진단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미생물학적 진단방법과 영상 검사인 전산화단

층촬영(CT)와 galactomannan 항원 검사가 널리 사용됨. 

- 특히 비(非)-배양적 검사실 생물표지자인 galactomannan 항원 검사는 

1) 진단의 보조적 방법, 2) 고위험군에서의 감시(증상이 나타나기 전 조기

진단을 위해), 3) 항진균제 치료 후 반응을 모니터하기 위해 사용됨. 

- 1차 치료제로는 voriconazole과 liposomal amphotericin B을 사용함. 

4 초기 생착 후 시기(Immediate Post-Engraftment Period)

CMV

- 이식 후 재활성화 또는 재감염되어 발열, 호중구 감소 등의 증상/징후 이외에도, 

간염, 폐렴, 식도염, 위염, 장염, 망막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며, 질병이 발생한 

경우 적극적인 항바이러스 치료에도 치명적일 수 있음. 

- Alemtuzumab 등의 단클론항체를 사용하거나, 이식편대숙주질환이 있는 경우 

빈도가 높아지고, 이식편대숙주질환과 구별이 안되거나 공존하고 있는 경우에

는 진단이 어려움. 진단이 늦어질 경우 항바이러스제에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 

보다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 경험이 필요함.

- CMV pp65 antigenemia 검사, CMV DNA real time PCR 등이 모니터링과 

선제치료(pre-emptive treatment)를 위해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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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로는 질병 발생 전에 CMV antigenemia, CMV DNA real time PCR 등의 

대리표지자 양성 결과를 토대로 치료를 시작하는 선제치료가 현재 가장 보편적인 

치료방법이고, ganciclovir, valganciclovir, foscarnet, cidofovir등을 사용함.

폐포자충 폐렴(Pneumocystis jirovecii Pneumonia)

- 주 증상은 화농성 가래 보다는 발열, 호흡곤란, 마른 기침 등이고, 방사선 소견

은 양측 폐문부 주위에서 시작하는 양측의 미만성 침윤이 전형적인 소견임. 

- 대개 이식 후 6개월 이내에 호발하나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등으로 장기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서 6개월 이후에도 발생함.

- 진단을 위해서는 CT, 기관지내시경 및 기관지폐포세척 등이 사용됨. 

- CMV, 아스페르길루스 등의 중복감염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예후가 나쁨. 

- 증상이 심할 경우(room air에서 PaO2 ≤70 mmHg or PAO2-PaO2 ≥35 mmHg) 

에는 steroid를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출혈성 방광염(hemorrhagic cystitis)

- 시기에 따라 구분할 수 있고, 이식 후 7일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는 대개 비-감염

성 원인에 의한 것임. 비 감염성 원인으로는 cyclophosphamide, ifospha-

mide, busulfan, etoposide등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가 주요 원인이고, 후기 

출혈성 방광염은 adenovirus, polyomavirus (BK, JC virus), CMV, HSV, 

Human herpesvirus 6 (HHV6) 등이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음.

- 감염에 의한 출혈성 방광염 치료는 가능하면 초기에 면역억제제를 최소화하는 

것임. 대부분의 경우 수액공급, 방광세척 등의 보존적 요법으로 호전되나, 

adenovirus, CMV, BK virus의 경우에는 cidofovir가 효과적일 수 있고, 3등급

(macroscopic hematuria with clots) 이상이고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고려할 수 있음. 호전되지 않으면 급성 신손상이 

진행할 수 있고, 방광내 alum, formalin, prostaglandin 주입, 혈관 색전술 

등을 고려할 수 있음. 

5 후기 생착 후 시기(Late Post-Engraftment Period)

- 이 시기에는 상당 부분 면역이 회복되어 감염의 위험이 낮아지나, 만성 이식편

대숙주질환으로 면역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는 동종 이식 환자에서는 

여전히 감염의 위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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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막세균

-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과 관련된 체액면역 결손으로 Streptococcus pneu-

moniae, Haemophilus influenzae, Neisseria meningitidis 등의 피막세균에 

의한 중증 감염 위험이 있음. 

- 예방접종이 중요하고 최근 도입된 단백결합백신이 기존의 다당류 백신보다 

면역원성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음.

호흡기바이러스

- 지역사회에서의 유행, 계절변화와 관련이 있음. Influenza virus A, B, Res-

piratory Syncytial Virus (RSV), parainfluenza virus 1, 2, 3, 4, rhinovirus, 

coronavirus, adenovirus 등이 흔하고 human metapneumovirus, 

bocavirus, parvovirus B19, KI and WU polyoma virus 등이 새로이 보고되

고 있음.

- 동종 이식 환자들은 상부 호흡기 감염에 국한되지 않고 폐렴 등의 하부 호흡기 

감염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고, 일부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치료약제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 

대상포진

- 피부 병변이 시작되기 2-3일 전에 피부분절을 통해 이상한 감각 혹은 통증이 

생기고, 홍반성 반점구진에 이어 빠르게 수포가 형성됨. 수포는 터져서 궤양을 

형성하고 가피가 생긴 후 마르게 됨. 치료 이후에도 통증과 대상포진 후 신경통

이 문제가 됨. 

- 대부분 하나의 피부분절을 편측으로 침범하나 이식 후 면역저하상태에서는 

2-3개 이상의 피부분절을 침범하거나 파종되어, 내장, 중추신경계 등을 침범할 

수 있음.

- 이식 전 항체검사를 시행하고 양성인 환자는 acyclovir를 적어도 1년 간 복용하

며 예방하는 것이 미국/유럽의 가이드라인이나, 국내에서는 허가 사항을 고려

할 때 아직 어려움이 있음. 

결핵

-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과거 결핵을 앓았던 병력, 이식 전처치로 전신 방사선 

조사 시행, T세포 제거를 시행한 경우 등이 이식 후 결핵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음.

- 국내 자료에 따르면 평균 300일 후 발생하고, 폐외결핵이 42%로 국내 일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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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외결핵 분포(15-20%)보다 높음. 

6 이식 후 예방접종(Post-SCT Vaccination)

- 이식과 조혈모세포원의 종류와 관계없이 권장함(Table 3). 

-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으로 면역억제제를 사용하는 시기에도 원칙적으로 예정

대로 예방접종을 권장함. 

- 단, 면역억제제를 3제를 사용하는 경우나 prednisolone ＞0.5 mg/kg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면역반응을 높이기 위해 잠시 중지하고, 2제 혹은 prednisolone 

＜0.5 mg/kg로 줄인 후에 지속할 수 있음. 

- 생백신 투여 시에는 면역억제제를 복용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2016년 현재 

대상포진 백신은 금기임. 

- 공여자, 환자 가족, 긴밀하게 접촉하는 인력이나 병원 종사자 들에 대한 내용은 

참고 문헌을 참고할 것(Infect Chemother 2013;45:2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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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cine
Recommendation 

levela
Time post-SCT to 

initiate vaccination

Number of 

doses

Pneumococcal conjugate II 3–6 months 3-4b

Inactivated influenza II 4–6 months annually

Tetanus-diphtheria-acelluar 

pertussisc

Tetanus-diphtheria (II)

Pertussis (III)
6–12 months 3d

Haemophilus influenzae type b II 6–12 months 3

Hepatitis B II 6–12 months 3

Hepatitis A III 6–12 months 2

Measles-Mumps-Rubella

II

Contraindicated if ＜24 months 

post-SCT, active GVHD, on 

immune suppression

24 months 1-2

Meningococcus II 6-12 months 1-2

Inactivated poliovirus III 6-12 months 3

Chickenpox 

III

Contraindicated if ＜24 months 

post-SCT, active GVHD, on 

immune suppression

24 months 1

aStrength of recommendation: (I) Very strongly recommended: immunization may reduce 

mortality and be cost-effective. Most countries recommend the vaccination. (II) Strongly 

recommended: immunization may reduce mortality,but cost-effectiveness is unknown in 

Korea. Most developed countries recommend the vaccination. (III) Recommended: immu-

nization may reduce morbidity rather than mortality. Cost-effectiveness is unknown. (U) 

Recommended reserved: lack of evidence for recommendation. 
bFollowing the three doses of PCV, a dose of 23-valent polysaccharide pneumococcal 

vaccine may be given to broaden the covered spectrum (II). In SCT recipients with chronic 

GVHD who are likely to respond poorly to polysaccharide vaccine, a fourth PCV should 

be considered (III). 
cDTaP is preferred over Tdap. If only Tdap is available, it can be used. 
dRe-immunization with Td or Tdap at least every 10 years. 

Table 3. Recommended vaccinations for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SCT) recipients 
by the Korean Society of Infectious Diseases (KSID), modified from Infect Chemoth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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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합병증

동아의대 내과 김  성  현

1 서론

- 조혈모세포이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환자에 주입된 조혈모세포가 골수 내에 

이동하여 생착(engraftment) 후 조혈 기능을 잘 회복하는 것이 중요함. 이식편 

실패(graft failure)는 이식 후 혈액 세포가 불충분하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재원일수 및 사망률의 증가로 이어지므로 혈구 감소증의 회복을 빠르게 

하기 위해 이식편 기능장애의 원인을 평가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

함. 또한 이환율 및 사망률의 감소를 위해 신체의 각 기관에 발생하는 조기 

또는 후기 합병증을 발견하여 그 원인을 감별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함.

2 이식편 실패(graft failure, GF)

정의 

- GF는 1차(조기)와 2차(후기)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으며 고전적인 정의가 현재

까지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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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 종류 GF 종류 정의 비고

GF, autologous 

and MAC 

allogeneic HCT

Primary ANC ＜ 0.5 × 109/L by day +28, 

with Hb ≤ 8 g/dL, platelet count 

＜ 20 × 109/L and continued 

transfusion support

BM biopsy confirms 

absent hematopoiesis 

Day +28 is relative to the 

cell infusion date

Secondary ANC ＜ 0.5 × 109/L after initial 

engraftment, unrelated to 

infection, medication, or disease 

progression with red cell and 

platelet transfusion support

BM biopsy confirms 

absent hematopoiesis

For date of onset, use first 

date ANC ＜ 0.5 × 109/L 

of 3 consecutive tests

GF, RIC 

allogeneic HCT

Primary (i) ANC ＜ 0.5 × 109/L by day 

+28, and assay confirming 

≥ 5% donor type cells

(ii) Failure to surpass the 5% 

donor type threshold, even if 

essentially normal blood counts

BM biopsy may or may 

not confirm absent 

hematopoiesis

Assay to confirm the 

absence or presence of 

donor cells

Secondary (i) ANC ＜ 0.5 × 109/L after 

initial   engraftment, continued 

transfusion support assay to 

confirm ＞ 5% donor type cells

(ii) Loss of donor hematopoiesis 

to ＜ 5% irrespective blood 

counts

BM biopsy may or may 

not confirm absent 

hematopoiesis

Assay to confirm the 

absence or presence of 

donor cells

Poor graft 

function

Requires 2 or 3 lineage 

cytopenia (Hb ＜ 10 g/dL, ANC 

＜ 1.0 x 109/L, platelet count 

＜ 30 x 109/L) for ＞ 2 

consecutive weeks beyond day 

+28, without transfusion 

support

Criteria for GF not met

In allogeneic HCT requires 

assay to confirm presence 

of donor cells. A CD34+ 

selected cell boost may be 

considered in poor graft 

function following HCT

Table 1. GF 와 poor graft function 의 정의

발생빈도

- 연구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1-3%,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의 경우 2-20%의 환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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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양적 요인

  - CD34+ 세포 채집량의 부족

  - 비장비대

  - 이식편의 출처(제대혈 ＞ 골수 ＞ mobilization된 말초혈액)

조혈모세포와 골수 내부 상태와 관련된 질적 요인

  - 광범위한 이식 전 항암치료 그리고/또는 방사선치료

  - 철분 과축적

  - 골수 섬유화

  - 병의 상태

      첫 진단으로부터 ＞ 1-2년 경과

      병의 골수 침범

      불응성 병

  - 병의 종류

      적혈구 생성과 관련된 유전성 질환(sickle cell disease, thalassemia)

      중증 후천성 재생불량성빈혈

      골수형성이상증후군과 만성골수성종양

  - 수혜자 그리고/또는 공여자가 고령인 경우

  - 저장 기술 및 전문인력

면역학적 요인

  - 공여자와 수혜자의 HLA 불일치

  - 이식 전 공여자 특이 항원(donor-specific antigen, DSA) 존재

  - 이식편의 조작(예, T세포 제거 또는 선택적 CD34+ 세포)

  - 이식 전 광범위한 수혈력

  - 이식 후 면역억제요법

  - 이식 전처지요법의 종류 및 강도

  - 급성 또는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의 존재

  - 바이러스 감염(HHV-8, parvovirus, CMV)

Table 2. GF 발생의 위험인자

이식편의 기능을 검사하는 방법

- 말초혈액 검사를 통하여 세포의 생성이 충분한 지의 여부 및 골수 검사를 통하여 

조혈모세포의 기능과 골수의 기질에 대한 평가. 또한 T, B, NK, 그리고 골수구

성 세포에 대한 chimerism 검사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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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선행 이식의 종류 치료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이식편이 조작 될 경우 자가 이식편을 예비해 둘 것
조혈성장인자의 투여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조기에 고려할 것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대체 공여자(제대혈 또는 불일치 공여자)를 사용하는 경우 자가 이식편을 
예비해 둘 것
조혈성장인자의 투여
면역억제제를 교체하는 것이 이식편 거부반응을 예방할 수 있음
공여자 림프구 주입(donor lymphocyte infusion, DLI) 
CD34+ 세포 추가 투여
동일 또는 대체 공여자로부터 재이식 – 재이식시 고려해야 할 사항(Table 4)

Table 3. GF의 치료

1. 공여자 선택 – 동일 또는 대체 공여자를 사용해야 하는가? → 크게 문제되지 않음. DSA를 검사해 
볼 것

2. BM 와 mobilized blood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가? → HLA 가 일치한다면 문제 되지 
않음. 2차 이식의 경우 급성이식편대숙주질환의 위험성이 있음

3. CD 34+ 세포 추가 투여의 적응증은? → 이식편의 기능이 떨어질 때 주로 사용할 것
4. 비조작 이식편의 적응증은? → 이식편의 거부반응이 있을 때 주로 사용할 것
5. 2차 이식 시 전처치요법을 사용해야 하는가?  예, 주로 저강도 전처치 요법이 선호됨
6. 2차 이식 후 면역억제제를 사용해야 하는가? → 예
7. Mixed chimerism 시 DLI의 역할은 무엇인가? → DLI후 mixed에서 full donor type으로 전환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으나, DLI가 이식편의 소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는 부족함

Table 4. GF 시 2차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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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굴모양혈관 폐쇄 증후군(Sinusoidal obstruction syndrome, SOS)

진단기준 

Seattle criteria Baltimore criteria Modified Seattle criteria

이식 후 30일 이내에
다음 중 2가지 이상의 현상 
발생시
1. 혈청 빌리루빈 ＞2 mg/dL
2. 간비대, 우상복부의 통증
3. 복수 ± 따로 설명되지 않는 

체중증가(기저 체중의 
＞2% 증가)

이식 후 21일 이내에 
혈청 빌리루빈 ＞2 mg/dL
+ 다음 중 2가지 이상의 증상 
발생시
1. 통증이 수반된 간비대
2. 복수
3. 체중증가(기저 체중의 

＞5% 증가)

이식 후 20일 이내에
다음 중 2가지 이상의 현상 
발생시
1. 혈청 빌리루빈 ＞2 mg/dL
2. 간비대 그리고/또는 

우상복부의 통증
3. 체중증가 

(기저 체중의 ＞2% 증가)

SOS를 제외한 다른 가능한 원인들은 배제되어야 함.

발생빈도

- SOS를 유발하는 위험인자의 포함 유무에 따라 5-50%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연구 결과가 상이하지만 유일한 전향적 다기관 연구에 따르면 

자가조혈모세포이식 군에서는 3%, 동종조혈모세포 군에서는 8%로 보고하고 

있으며, 저강도 전처치를 사용한 조혈모세포이식 군에서는 2% 미만에서 발생하

는 것으로 생각됨.

기전

- 과거에는 간 내 정맥에 혈전이 발생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연구 결과, 간 내 sinusoidal endothelial cell에 toxin이 손상을 일으킴으

로 인해 SOS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따라서 과거 사용하던 용어인 

간정맥폐쇄병(hepatic veno-occlusive disease, HVOD)을 사용하는 것은 부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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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인자 

위험인자 고위험인자 ＞ 저위험인자

이식의 종류
공여자
HLA 일치도
조혈모세포의 기원
T-cell 제거유무
이식의 횟수
질환의 악성 유무
질환의 상태
전처치요법
  - total body irradiation (TBI)-based
 

  - Cyclophosphamide (Cy)-based
 
 
 

  - Melphalan-based
  
  - Other regimen
나이/성별
Karnofsky index
이식 전 AST/ALT
기저 간질환
간에 방사선 조사 유무
이전에 gemtuzumab ozogamicin의 
 투여력
다른 약제로 인한 SOS 발생력
CMV serology
Conditioning 시 발열
간독성 약제의 사용

동종 ＞ 자가
타인 ＞ 형제자매
불일치 ＞ 일치
골수 ＞ 말초혈액
제거하지 않은 경우 ＞ 제거한 경우
2회 ＞ 1회
Malignant ＞ Non-malignant
재발성 ＞ 완전관해 상태 

Single dose TBI ＞ fractionated TBI
12Gy 이상 ＞ 12Gy 미만
High dose rate ＞ Low dose rate
BVC (BCNU + VP-16 + Cy) ＞ Cy + TBI ＞ Cy 단독
Cy 120 mg/kg + TBI (용량이 많을수록 위험 증가)
Busulfan (Bu) + Cy 
(Bu의 치료적 약물 농도를 monitoring 하지 않으면 
 더욱 위험)
Bu + MEL + thioTEPA
Bu + MEL
Bu + TBI
여성 ＞ 고령 환자/남성 ＞ 젊은 환자
90 미만 ＞ 90-100
high ＞ normal
미만성 간질환 혹은 간경화 ＞ 간섬유화 ＞ 정상
yes ＞ no
yes ＞ no

yes ＞ no
positive ＞ negative
yes ＞ no
Itraconazole, amphotericin B, vancomycin, acy-
clovir, methotrexate, cyclosporine, sirolimus
norethisterone, progestog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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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도 분류

Mild Moderate Severe

체중증가 (%) 7.0 ± 3.5 % 10.1 ± 5.3% 15.5 ± 9.2%

최고 빌리루빈 

(mg/dL)

4.7 ± 2.9 7.9 ± 6.6 26.0 ± 15.2

말초부종 23% 70% 85%

복수  5% 16% 48%

100일째 사망률 

(all-causes)

 3% 20% 98%

치료 치료 없이 완전관해 됨 증상 조절을 위한 치료가 

필요하며(이뇨제, 진통

제 등), 완전관해 가능.

치료가 필요하며, defi-

brotide (DF)로 치료 시 

사망률은 25%, 완전관

해율은 24-47%, DF로 

치료하지 않으면 78% 

사망률

예방 및 치료 

예방 치료

1. 위험인자의 제거

  - 급성 간염이 있는 경우 이식 시기 지연

  - Bu의 용량 조절을 하거나 iv Bu 를 사용

  - Bu 투여 전에 Cy 를 투여

  - TBI fractionation

  - 간독성 약물사용 주의

First-line therapy

대증요법

1. 물과 염분의 제한 ± 이뇨제

2. 알부민, 혈장 증강제 및 수혈(Hct ＞ 30% 

유지)을 통하여 혈관 내 volume 유지 및 신

장 혈류 유지

SOS 특정 치료

1. Defibrotide : 6.25 mg/kg iv 

for 2 h q 6 h x 14 days

(complete resolution of SOS 36%, 

100일째 생존율 35%) 

2. 다른 치료법

t-PA, ATIII, prostaglandin, 

corticosteroid, glutamine/vitamin E, 

N-acetylcysteine, human recombinant 

soluble thrombomodu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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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치료

2. 약물

  - Ursodeoxycholic acid : 600-900 mg/day 

(일부 연구에서 SOS, acute GVHD의 감소를 

보고)

  - Sodium heparin: 100 IU/kg/day

continuous infusion

  - Enoxaparin : 40 mg/day

(12개 연구의 meta-analysis에 따르면 

anticoagulation prophylaxis는 SOS 

위험을 유의하게 감소시키지는 못함)

  - Prostaglandin E1 : 0.3 μg/kg/h 

continuous infusion

  - Defibrotide (소아환자에서 SOS 빈도를 감소)

  -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t-PA, Investigational)

  - Antithrombin III (ATIII, Investigational)

다른 치료법

대증치료

1. 진통제

2. 복수/흉수 천자

3. 혈액투석

4. 기계호흡

SOS 특정 치료

1. TIPS (transvenous intrahepatic 

portosystemic shunt)

2. surgical shunt

3. 간이식

4 출혈성 방광염(Hemorrhagic cystitis, HC)

- 이식 후 심각한 합병증일 수 있으며, 입원 기간의 연장을 유발하고 때로는 

치명적일 수 있음. 현미경적 혈뇨부터 피덩이가 요로를 막는 경우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병인

- 초기 HC는 전처치요법으로 고용량의 Cy를 포함한 경우 발생하며, 대개 Cy의 

투여가 끝난 후 72시간 이내에 발생할 수 있음. Cy의 대사물인 acrolein이 

요로상피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일으켜 발생함. 특히, Bu와 Cy를 동시에 투약

한 경우 잘 발생함. 

- 지연성 HC는 대개 이식 후 2주 후 발생하는데 BK polyomavirus로 인해 생기는 

것이 전형적임. 그러나 BK 바이러스혈증 혹은 소변 내 바이러스가 출혈성 방광

염을 일으키는지는 불확실함. 그 외에도 adenovirus, 다른 polyomavirus 혹은 

CMV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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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iopathic pneumonia 

syndrome
Diffuse alveolar hemorrhage Engraftment syndrome

이식 후 폐손상으로 인한 증상을 

특징으로 하고, 감염성 원인들이 

발견되지 않아야 함. 대개 이식 

100일 이내에 10%까지 보고되

며, 호흡곤란, 저산소증, 발열, 폐

렴의 임상특징이 있음. 반드시 

BAL을 시행하여 감염을 배제해

야 함. 스테로이드 치료의 효과는 

회의적이며, 사망률이 60-85%

에 달함.

이식 30일 이내에 약 5% 정도에

서 발생하고, 호흡곤란, 기침, 저

산소증이 있으며, 증상의 중증도

와 영상검사는 불일치를 보임. 

BAL을 시행하여 출혈성 폐분비

물, 대식세포 내 헤모시데린이 관

찰됨. 스테로이드를 사용해 볼 수 

있으나, 때로는 효과가 없음.

이식 후 생착 시점에 발생하며, 

발진이 동반되며, 발열, 저산소

증, 폐 침윤, 설사가 동반되기도 

함. 단기간의 고용량 스테로이드

에 반응하며, 주로 말초혈액을 이

용한 자가이식과 제대혈이식 시

에 더 흔함.

빈도

- 이식 시 예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Cy로 인하여 발생하는 빈도는 5-25%, 그리고 

지연성 HC는 7-17%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예방

- Cy를 기반으로 한 전처치요법 시에 mesna를 예방적으로 사용하지만, 몇몇의 

무작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충분한 수액공급과 이뇨제로 충분하다는 보고도 

있음. 권고되는 수액공급은 생리식염수로 3 L/m2/day를 투여하며, Cy의 첫 

번째 투여 시작 전 4-6시간 전부터 수액 공급을 시작함. Cy의 마지막 투약 

후 적어도 24시간 동안 수액을 유지하고, 이후 점점 감량함. Mesna는 하루 

Cy 총 용량의 1-1.5배 용량으로 지속 정주 혹은 4시간마다 나누어 주사하며, 

Cy 투약 시작 시 동시에 시작함. 수액 공급과 동일하게 Cy의 마지막 투약 

후 24시간 동안 mesna를 유지함. 

치료

- 일차적으로 예방이 중요하지만, 발생하였다면 적극적인 수액요법과 혈소판 

수혈이 필요함. 생리 식염수로 지속적인 방광 세척을 시행하며, 피덩이가 요로

를 막지 않도록 해야 함. 실패한다면, 방광 내로 여러 가지 약물을 넣어 성공한 

사례도 보고되어 있음. 출혈이 심하면 방광동맥의 색전술을 시도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방광절제술이 필요할 수도 있음. BK virus나 adenovirus로 인한 

경우에는 cidofovir, ciprofloxacin의 정맥 주사 혹은 방광 내 주입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음.

5 비감염성 폐합병증(Noninfectious pulmonary co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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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혈전성 미세혈관병 

(HSCT-associated thrombotic microangiopathy, TMA)

- 이식 후 100일 이내, 늦은 경우 2년 째도 생길 수 있으며, TTP와 유사한 임상상

을 보이지만, TTP와 달리 ADAMTS13의 활성도가 정상의 10% 이하로 감소하

지는 않음. 동종이식에서 많이 생기며, 15%까지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음. 이식 

초기에 TMA가 발생하면 calcineurin 억제제와 연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

로, calcineurin 억제제를 즉시 중단하고 이식편대숙주질환의 예방을 위해 스테

로이드 혹은 mycophenolate로 면역억제제를 변경하여야 함. Calcineurin 억

제제와 연관이 없는 경우에는 혈장교환술도 효과가 없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사망률이 80%에 달함.

1) RBC fragmentation and 2 schistocytes per high-power field on PB smear

2) Concurrent increased serum LDH

3) Concurrent renal and/or neurologic dysfunction with/without other explanations

4) Negative direct and indirect Coombs test

Diagnostic criteria for HSCT-associated TMA by Blood & Marrow Transplant Clinical Trials 
Network consensus

7
이식 후 림프증식성질환

(Post-transplantation lymphoproliferative disorder, PTLD)

빈도

- 10년간 누적발생율은 1-2%임. 이식 후 첫 5개월 이내에 발생율이 가장 높음.

위험인자

- 공여자 골수의 in vitro T cell depletion, 타인 또는 HLA 불일치 형제 공여자, 

antithymocyte globulin의 사용, 항-CD3 단클론성 항체의 사용, TBI, 선천성 

면역결핍질환이 있는 경우

- 특히 면역억제제(스테로이드, antithymocyte globulin)를 사용하는 경우 

6-18%로 발생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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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인

- EBV 감염 상태에서 T cell의 기능 저하로 인하여 B cell의 사멸이 억제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됨.

치료

- 말초혈액의 EBV quantitative PCR을 monitor 하여 1,000 EBV genome copy 

이상 증가 시 병이 발생하기 전에 preemptive anti-B cell monoclonal 

antibody (Rituximab) 또는 in vitro generated EBV-specific cytotoxic T 

cell을 투여하는 것이 EBV-PTLD로 인한 사망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

로 보고됨. 

8 Suggested readings

1. Locatelli F, et al. Current and future approaches to treat graft failure after 
allogeneic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Expert Opin Pharmacother 
2014;15:23-36. 

2. Mohty M, et al. Sinusoidal obstruction syndrome/veno-occlusive disease: current 
situation and perspectives-a position statement from the European Society for 
Blood and Marrow Transplantation (EBMT). Bone Marrow Transplant 
2015;50: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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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MT Handbook

영양, 성장, 2차성징 및 
내분비적 문제

서울의대 소아청소년과 강  형  진

1 조혈모세포이식과 영양 

- 구내염, 오심, 구토, 설사, 금식, 이식편대숙주질환, 패혈증, veno-occlusive 

disease (VOD) 등은 칼로리와 대사 이상을 일으킴.

- 조혈모세포이식 전 영양결핍은 이식성적을 떨어트리며 영양이 충분한 경우에 

생착 시간이 짧게 걸림.

- 이식 시 정맥영양은 심한 구내염, 장마비 또는 조절되지 않는 구토가 있을 

경우에만 하는 것을 권장함. 즉 3일간 경구영양이 필요량의 60-70%이하로 

떨어졌을 때, stem cell infusion 다음날부터 정맥영양을 시작하는 것을 권장함.

- 영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모니터링을 하면서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할 것을 

권장함.

daily x2/wk x1/wk

Weight(fluide balance)

Blood glucose

Serum electrolytes

BUN

Serum creatinine

Calorie and protein intake

Liver function tests

Serum calcium

Serum magnesium

Serum phosphorous

Nitrogen balance

Serum transferrin

Serum albumin

Serum triglyceride

Serum z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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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맥영양의 합병증

- 정맥영양은 조혈모세포이식 후 간기능 이상의 흔한 원인임. 그 외 간기능검사 

이상의 원인으로는 약물부작용, 감염, 굴모양혈관 폐쇄 증후군(SOS), 이식편대

숙주질환, 재발 등이 있음.

- 정맥영양시 간기능검사에 이상이 발생하면 우선 다른 원인을 확인하고, 원인이 

없을 때는 주기적 정맥영양을 실시하며 비단백질 칼로리를 전체 1일 칼로리 

요구량의 10-15%로 줄이며, 경구섭취가 가능하면 시작하고, ursodeoxycholic 

acid를 처방하고, 경구 metronidazole 투여로 장내세균의 독소형성을 줄임.

 

3 이식편대숙주질환 시의 영양

- Glutamine이 포함된(0.6 g/kg/day) 정맥영양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경구섭

취는 이식편대숙주질환의 경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절해서 시작해야 함.

   1단계: 장을 쉬게 하고 glutamine이 포함된 정맥영양 시행

   2단계: 액체 경구 섭취

   3단계: lactose가 없고 섬유질이 낮고 지방이 적은 고형식

   4단계: 천천히 경구섭취량을 늘이며 lactose가 포함된 음식은 마지막에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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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기 내분비적 합병증

- 후기 내분비적 합병증은 증상 동반 여부, 치료 가능 여부, 예방 가능 여부, 

치명적인가의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띄며, 주요 합병증의 원인은 다음

과 같음.

합병증의 종류 위험 대상 및 위험 인자 

Diet and physical activity All survivors of pediatric cancer

Growth failure All survivors of pediatric cancer

GH deficiency TBI, cranial radiation

Central adrenal insufficiency cranial radiation

Hyperprolactinemia cranial radiation

Hypopituitarism TBI, cranial radiation

Thyroid problems TBI, cranial radiation, 

radiation that includes the thyroid

Female health issues TBI, cranial radiation, gonadal radiation, 

alkylating agents, heavy metals

Male health issues TBI, cranial radiation, gonadal radiation, 

alkylating agents, heavy metals

Precocious puberty Cranial radiation

Bone health Antimetabolites, corticosteroids, HSCT

- 소아에서 후기 내분비적 합병증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키, 

몸무게, body mass index를 검사해야 하고, 이차성징의 발달을 확인해야 함. 

- 예방을 위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하는데 녹황색 채소와 과일을 하루에 

5번 이상 먹기, 섬유질 풍부한 음식 섭취, 요리할 때 기름양 줄이기(구이 → 

조림), 탄수화물 제한(빵, 시리얼, 음료수, 설탕), Red meat 제한, 생선 및 콩류

로 단백질 대체, 튀긴 음식 제한, 저지방 우유로 선택, 소금기 많은 음식이나 

훈제음식 피하기, 주류 제한(남자 하루 2잔 이하, 여자 하루 1잔 이하) 등을 

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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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성장의 장애를 의심해야 함.

Height ＜3rd percentile

Drop ＞2 percentile channels

Growth ＜4~5 cm/year

Lack of pubertal growth spurt

Lack of catch-up growth

-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갑상선 장애를 의심해야 함.

Low fT4, high TSH: primary hypothyroidism

Low fT4, low TSH: central or combined hypothyroidism

Low fT4, normal TSH: central hypothyroidism

Normal fT4, high TSH: subclinical hypothyroidism

High fT4, low TSH: hyperthyroidism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차성징 이상을 의심해야 함.

Regression of sexual maturation

Stop or slowing of sexual maturation

Change of menstrual cycle

Change of libido, erection

No appearance of pubertal sign (F 13yr, M 14yr)

- 다음과 같은 경우는 뼈의 이상을 의심해야 함.

Fracture

Back pain

Calcium, Vit D 이상

Abnormal bone densitometry  

T-score ＜ - 2.5 

Z-score ＜ - 2.0



영양, 성장, 2차성징 및 내분비적 문제

179

5 성과 불임 문제

- 조혈모세포이식 후에는 성선부전, 성기능 이상, 불임, 성기이상 등이 생길 수 

있음.

- 조혈모세포이식 후 성선기능의 예상되는 회복 정도는 다음과 같음.

Type of SCT Conditioning Sex n Gonadal recovery

Allogeneic Cy F  43 74% (100% ＜ 26; 31% ＞ 26)

Allogeneic Cy F 103 54%

Allogeneic Cy M 109 61%

Allogeneic BuCy F  73 1%

Allogeneic BuCy M 146 17%

Allogeneic TBI F  74 13.5% (100% ＜ 18; 15% ＞ 18)

Allogeneic TBI F 532 10%

Allogeneic TBI M 463 17.5%

Autologous BEAM F  10 60%

Autologous BEAM M  13 0

Autologous BEAM M  10 0

- 조혈모세포이식후 임신의 가능성은 다음과 같음

Female Male

Survivors* Pregnancies n (%) Survivors* Pregnancies n (%)

Total 7615 113 (1.5) 10 467 119 (1.1)

Allografts 3695  74 (2) 5 124 93 (1.8)

Autografts 3920  39 (1) 5 343 26 (0.5)

  Acute leukemia 2632  24 (0.9) 3 685 33 (0.9)

  Chronic leukemia 1081   8 (0.7) 1 467 26 (1.8)

  Lymphoma 1641  29 (1.8) 2 666 17 (0.6)

  Aplastic anemia  385  47 (12.2) 605 32 (5.3)

  Myeloma/amyloid  323   1 (0.3) 485 2 (0.4)

  Other 1553   4 1 55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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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장기생존자에게 다음과 같은 스크리닝을 할 것을 권함.

Screening/prevention 6 mo 1 yr Annually

Gonadal function. assessment

  Pre-pubertal men & women 1 1 1

  Post-pubertal women 1 +

  Post-pubertal men + +

Sexual function assessment 1 1 1

Gynecologic examination in women + 1 1

1: recommended for all transplant recipients

+: reassessment recommendedfor abnormal testing in a previous time or for new 

signs/symptoms

- 조혈모세포이식 후 성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식을 시행한 의사뿐 아니라 산부

인과, 비뇨기과, 정신과 등 여러 과의 협진과 대화를 하고 관련 정보를 주며 

관련과의 진료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함. 

6 결론

- 조혈모세포이식의 여러 후기합병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식 의사의 노력뿐 

아니라 여러 전문가와의 team approach, cooperation, refer가 가장 중요함.

7 Suggested readings

1. Dahllöf G, et al. Late effects following hemat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for 
children. Biol Blood Marrow Transplant 2008;14(1 Suppl 1):88-93.

2. Majhail NS, et al. Recommended screening and preventive practices for long-term 
survivors after hemat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Biol Blood Marrow Transplant 
2012;18:348-71.

3. Savani BN, et al. How I treat late effects in adults after allogeneic stem cell 
transplantation. Blood 2011;117:3002-9.

4. Socié G, et al. Nonmalignant late effects after allogeneic stem cell transplantation. 
Blood 2003;101:33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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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MT CV Passport 소개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 교육을 시행하여 조혈모세포

세포이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하여 우수하고 젊은 인재들이 조혈모세포이

식분야의 세계적 의학자들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기 위해 2013년 

10월 28일 첫 모임을 가진 KSBMT Academy 위원회는 이후 여러차례의 회의를 

통해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개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산물 중 

하나인 CV Passport는 교육을 받는 회원들이 스스로 본인의 학습정도를 점검, 

평가하고 교육의 정도와 깊이를 고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일종의 평가 도구입니

다. 앞으로 CV Passport가 많은 회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길 기대하며, 회원들

의 피드백을 통해 계속 발전해갈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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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Opportunities 

1 KSBMT Academy 

- 일시: 

- 장소: 

- 교육 내용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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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SBMT 하계 Education session

- 일시: 

- 장소: 

- 교육 내용 

- 확인 

3 KSBMT 동계 학술대회 Education session

- 일시: 

- 장소: 

- 교육 내용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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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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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Contents 

(1) Indications, risks & benefits of autologous & allogeneic transplants 

○ Level 1 ○ Level 2 ○ Level 3

(2) Criteria for selection of myeloablative or reduced dose preparative 

regimens 

○ Level 1 ○ Level 2 ○ Level 3

(3) Administration of high-dose therapy 

○ Level 1 ○ Level 2 ○ Level 3

(4) Identification & selection of stem cell source 

○ Level 1 ○ Level 2 ○ Level 3

(5) Acute & chronic graft versus host disease 

○ Level 1 ○ Level 2 ○ Level 3

(6) Treatment-related complications 

○ Level 1 ○ Level 2 ○ Level 3

(7) Evaluation of chimerism 

○ Level 1 ○ Level 2 ○ Level 3

(8) Mobilization, collection & manipulation of hemopoeitic stem cells 

○ Level 1 ○ Level 2 ○ Leve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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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MT CV Level 정의

Level 1 descriptors: The trainee can:

Patient 
management

∙ identify the correct categorisation of the condition and recognise a patient 
who may fall into this categorisation [note: may not have seen a patient 
with condition]

Laboratory skills 
and diagnosis

∙ describe the general conditions range of tests available and relevant to 
specific hematological conditions

Transfusion 
medicine

∙ identify the clinical indications for a transfusion, of whichever blood com-
ponent

Knowledge of 
professional issues

∙ describe what is meant by a specific issue and explain why this issue is im-
portant for the hematologist

General 
professional skills

∙ describe what is the meant by a specific item and explain why these skills 
are important for the hematologist

Level 2 descriptors: The trainee can:

Patient 
management

∙ describe in basic terms the pathogenesis, epidemiology, and clinical fea-
tures associated with the condition
∙ identify symptoms and tests required to diagnose condition and interpret 

test results correctly 
∙ describe prognosis
∙ in relation to common conditions with established treatment protocols, 

protocols, identify correct referral routes OR initiate appropriate treatment
[NOTE: will normally have seen patients with condition instead of their test 
results]
∙ in relation to rare conditions, particularly those with potentially life-threat-

ening debut symptoms, identify the need for and establish urgent con-
sultation with subspecialist

Laboratory skills
 and diagnosis

∙ in relation to specific lab tests, explain: indications; principles; sensitivity 
and specificity; limitations; and costs 

Transfusion 
medicine

∙manage a transfusion reaction 
∙ determine expected post-transfusion modifications of blood parameters 
∙ perform blood collection
∙ interpret immunohematology report

Knowledge of 
professional 
issues

∙ definedefine and explain key terms in relation to the issue and demonstrate 
how they are applied in own practice

General 
professional skills

∙ demonstrate flexible skills under a range of conditions in own practice (e.g., 
patients with reduced autonomy, patients from different backgrounds, seri-
ously ill patien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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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3 descriptors: The trainee can:

Patient 
management

∙ describe in more detail the pathogenesis, epidemiology and clinical fea-
tures associated with the condition
∙ identify symptoms and tests required to diagnose condition and interpret 

test results correctly (as Level 2)
∙ decide on management / treatment and manage the patient during treat-

ment 
[NOTE: for most disorders this includes managing first-line treatment in-
cluding clinical trials, and identifying treatment failure and need for sec-
ond-line management] 
[NOTE: will have seen and managed an appropriate number of patients, 
taking into account the incidence of the condition]

Laboratory skills 
and diagnosis

∙ in relation to specific laboratory test interpret raw results and report/apply 
them
∙ in relation to specific tests, and recognising variation in professional roles 

across the world, perform tests

Transfusion 
medicine

∙manage special requirements (e.g., platelet refractoriness, allo-immuni-
sation)
∙ select and administer special components (e.g., cryo-preserved stem cells, 

autologous transfusion) 
∙ provide consultation on transfusion needs in invasive procedures; massive 

transfusion (e.g. in pregnancy, surgery, trauma) 

Knowledge of 
professional 
issues

∙ fulfil all the requirements of Levels 1 and 2, and in addition seek out and 
integrate new knowledge and thinking on the specific issue

General 
professional skills

∙ fulfull all the requirements of Levels 1 and 2, and in addition recognise and 
plan how to improve own limitations in skill areas and demonstrate that this 
has happ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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