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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Graft versus host disease (GVHD) is a major adverse effect of allogeneic stem cell
transplantation and acute graft versus host disease (aGVHD) occurs in 40~50% of recipients.
The incidence of aGVHD is higher with unrelated transplantation of incompatible human leukocyte antigen (HLA) and tacrolimus has been shown to be an effective immunosuppressant to
prevent from aGVHD. Although there are studies to compare the incidence of GVHD with target
blood concentration of tacrolimus, it is hard to conclude the optimal concentration of tacrolimus
because of the difference in the study population and practice setting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optimal concentration of tacrolimus to prevent aGVHD by analyzing the related
factors of aGVHD incidence and side effects of tacrolimus.

Methods : This study was retrospectively conducted on Korean adult patients who received
tacrolimus after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from July 2014 to June 2015. This
study analyzed the concentration of tacrolimus according to the incidence of aGVHD and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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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factors, and side effects of tacrolimus in each range of concentrations.

Results : Among the 115 patients aGVHD occurred in 90 (78.3%) patients and the mean concentration of tacrolimus within 100 days post transplantation was 8.14 ng/ml in aGVHD group and
9.66 ng/ml in non aGVHD group (p=0.015). Mean concentration at 3 week post transplantation
was 8.87 ng/ml in grade II-IV aGVHD and 10.09 ng/ml in grade 0-I aGVHD (p=0.048). The incidence of aGVHD was significantly lower with the mean concentration of tacrolimus within 100
days of post transplantation of ≥12 ng/ml group than others. In the analysis of side effect of
tacrolimus, hyperkalemia was higher in ≥12 ng/ml group than <8 ng/ml group (p=0.02).

Conclusion : In our study, the mean concentration of tacrolimus of 12 ng/ml within 100 days
after transplantation tends to lower the incidence of aGVHD.

[Key words] Acute graft-versus-host disease (aGVHD), Stem cell transplantation (SCT), Tacrolimus

동종 조혈모세포이식(allogenic hematopoietic

았다는 결과를 보였다.9),10) 또한, tacrolimus와 저

stem cell transplantation, allogenic HSCT)

용량의 methotrexate를 병용 시 표준용량의 meth-

은 악성 혈액 질환의 효과적인 치료 중 하나로 많이

otrexate를 병용하는 것에 비해 급성 GVHD의 예

시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난치성 질환들까지 적응증이

방 효과를 유지하며 점막염을 포함한 부작용을 감소

확대되고 있다.1),2)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시 이식편대

시킨다는 보고도 있다.11),12)

숙주병(graft-versus-host disease, GVHD)

Tacrolimus의 혈중농도는 개인간, 개인내에서

은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부작용이다.3) 이

다양성이 크고 치료계수(therapeutic index)도 작

러한 GVHD는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약 40-

으며 투여용량과 실제 혈중농도 혹은 임상적 효과 간

50%에서 급성 GVHD (acute GVHD, aGVHD)

에 연관성이 적은 특성이 있다.13)-15) 또한 최저혈중

가 나타나며, 60~80%에서 만성 GVHD가 나타난

농도(trough level) 값은 이식한 세포나 조직, 장기

다.4),5) 또한, 조직적합성항원(human leukocyte

의 종류, 혈중약물농도 분석방법, 이식수술방법, 병

antigen, HLA)이 일치하는 혈연간으로부터의 이

용약제의 다양성, 환자 개인의 특징요소 등에 따라 많

식보다 비혈연간 이식 시에 더 높은 발생률이 나타나

은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16),17) 그러므로 치료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범위 내에 약물의 혈중농도 값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6)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후 GVHD 예방목적으로 calcineurin 억제제인 cyclosporine 또는 tacroli-

치료적 혈중약물농도 모니터링(therapeutic drug
monitoring, TDM)이 필수적이다.14)

mus를 methotrexate와 병용하는 요법이 급성

조혈모세포이식 후 tacrolimus의 효과와 부작용

3),7)

GVHD 예방의 표준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에 관한 연구 결과, tacrolimus 혈중농도 20 ng/

Calcineurin 억제제 중 tacrolimus는 cyclo-

ml 초과시 신독성이 50% 이상 발생하므로 치료범위

sporine을 사용할 때보다 이식 후 grade Ⅱ~Ⅳ의

를 20 ng/ml 이하로 추천하고 있으며,18) 메타분석

GVHD 발생률을 더 낮춘다고 알려져 있다.8) 두 개의

연구에서는 cyclosporine과 비교한 연구에서 tac-

무작위 3상 임상시험에서 혈연간 조혈모세포이식과

rolimus 혈중농도가 7~10 ng/ml로 유지할 때 생

비혈연간 조혈모세포이식에서 tacrolimus와 me-

존율이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3) 두가지의 tac-

thotrexate의 병용요법이 cyclosporine과 meth-

rolimus 혈중농도에 따른 GVHD 예방 효과에 대한

otrexate의 병용요법보다 급성 GVHD 발생률이 낮

연구에서는 이식 후 3개월 동안 tacrolimus 혈중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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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4-6 ng/ml군이 8-12 ng/ml군보다 aGVHD

0~Ⅱ vs Ⅲ~Ⅳ로 하였다. 이식 후 5년 이내 사망률은

와 재발,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급성 GVHD 미발생군과 grade I 발생군에서 유의

19)

이식 후 초기 tacrolimus 혈중농도와 급성 GVHD

한 차이가 없었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grade 0~I

상관관계 연구에서는 목표 혈중농도를 10-20 ng/

군과 grade Ⅱ~Ⅳ군을 나누어 혈중농도를 비교하였

ml로 설정한 후 grade 0~Ⅰ에 비해 grade Ⅱ~Ⅳ 급

으며, 이식 후 5년 이내 사망률이 50% 이상이며 이

성 GVHD 발생 환자의 이식 후 3주 동안 tacroli-

식 후 5년 백혈병 완치 생존율이 50% 이하인 grade

mus의 주차별 평균 혈중농도가 유의하게 낮음을 확

Ⅲ~Ⅳ군을 grade 0~Ⅱ군과 비교하였다.21) Tac-

인하였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는 급성 GVHD

rolimus 평균 혈중농도에 따른 급성 GVHD 발생률

예방을 위한 tacrolimus 목표 혈중농도가 다양한

비교 시, 두 가지의 tacrolimus 혈중농도에 따른

범위로 제시되고 있다.

GVHD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식 후 3개월

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acrolimus 혈중농도에 따

동안 tacrolimus 혈중농도가 4~6 ng/ml군이

른 급성 GVHD 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적절한 목표

8~12 ng/ml군보다 aGVHD 발생률이 유의하게

혈중농도를 확인하며 위험인자 및 부작용을 분석해

높게 나타난 것을 고려하여 8 ng/ml 미만, 8~12

보고자 하였다.

ng/ml, 12 ng/ml 이상으로 군을 분류하여 분석하
였다.19)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본 연구는 서울
성모병원 임상연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

연구방법

view Board, IRB)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과제번
호:KC16RISI0683)

1. 연구 대상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가톨릭대학교 서

1) 대상 환자의 특성

울성모병원(이하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에서 조혈
모세포이식 후 tacrolimus를 투여 받은 환자(만 18

· 성별, 나이

세 이상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혈모세포

· 상병명

이식을 2회 이상 시행한 환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

·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

였다.

· 조혈모세포 이식 종류
· CD34+ 세포 주입량
· 이식 전처치 항암프로토콜

2. 연구 방법

· 조혈모세포이식 시행일
대상 환자의 특성 및 급성 GVHD 발생률, tacro-

· 공여자의 성별, 나이

limus 혈중농도는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

· 환자와 공여자의 HLA matching 여부

dical records, EMR)과 검사 결과, 재원 시 tac-

· 환자와 공여자의 Sex matching 여부

rolimus 치료 혈중약물농도 모니터링을 위하여 작
성한 환자기록지(patient’s monitoring pro-

2) 투여약제 및 혈액시료 분석

file, PMP)를 통하여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조혈
모세포이식을 위해 입원한 시점의 진료 기록을 통해

연구에 사용된 tacrolimus는 주사제 2종과 경구제

대상 환자의 특성을 조사하였고, 급성 GVHD의 발

2종이었다. 주사제는 Prograf inj.® (5 mg/ml/

생 여부 및 등급은 이식 후 100일 이내의 내원 기록

ampule, Astellas Korea), Tacrobell inj.® (5

전체를 조사하여 평가하였다. Tacrolimus 혈중농

mg/ml/ampule, Chong Kun Dang, Korea)

도는 이식 후 100일 이내의 검사 결과를 조사하였다.

이며 경구약제는 Prograf cap.® (0.5, 1 mg/

급성 GVHD 등급별 tacrolimus 평균 혈중농도 비

capsule, Astellas Korea)과 Tacrobell cap.®

교 시 등급 분류는 grade 0~I vs Ⅱ~Ⅳ, grade

(0.25, 0.5, 1 mg/capsule Chong Kun 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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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medication schedule of GVHD prevention in Catholic BMT center
Drug
Tacrolimus
Methotrexate

Day

Initiation dose

Route and schedule

D-1~D+20

0.03 mg/kg/day

24 hrs Ⅳ infusion

D+21~

0.75 mg/kg/day

PO (10AM, 10PM)

D+1, 3, 6,11

5 mg/m2

Ⅳ bolus

Korea)이었다. Tacrolimus의 두 약제의 약물동
력학적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
고되었다.

14)

논문 모든 연구대상 환자는 경구로 약물

을 복용하였거나 정맥으로 투여 받았다. 혈액샘플은
입원 시 HSCT 후 매주 2회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8
시에 채혈하였고, 외래 내원 시 경구약제 복용 전에
채혈하였다. 약물의 혈중농도는 Automated Flu-

① 급성 GVHD 발생률 및 등급별 발생률
발생률 = 급성 GVHD 발생한 환자 수/전체 환
자수
등급별 발생률 = 등급별 급성 GVHD 발생한 환
자 수/급성 GVHD 발생한 환자 수
② 급성 GVHD 발생에 따른 tacrolimus 혈중농도

orescence Polarization Analyzer (TDxFLx,

비교

Abbott, USA)를 이용하여 면역형광법으로 분석하

급성 GVHD 발생에 따른 tacrolimus 혈중농

였다.

도는 이식 후 구간별로 나누어 평균값으로 비교
하였다.
· 이식일로부터 3주까지 주차별 평균 혈중농도

3) Tacrolimus 투약 스케줄
Tacrolimus는 조혈모세포이식 전일부터 0.03
mg/kg/day로 24시간 동안 정맥 점적주사로 투여
되었고 생착 후 환자가 경구약제 복용이 가능한 이식

· 이식일로부터 3주 이내의 평균 혈중농도
· 이식일로부터 100일 이내의 평균 혈중농도
③ 급성 GVHD 등급에 따른 tacrolimus 혈중농도

후 약 21일 전후에 경구로 변경되었으며 1일 2회 오

비교

전 10시와 오후 10시에 투약하였다. Tacrolimus

급성 GVHD 등급에 따른 tacrolimus 혈중농도

의 약용량은 혈중농도가 치료범위 내에 포함되도록
치료적 혈중약물농도 모니터링을 통하여 조절하였
다. 또한 급성 GVHD 예방을 위해 methotrexate
를 체표면적당 5 mg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시행일
(day 0)을 기준으로 day +1, 3, 6, 11일에 병용
투여하였다(Table 1).

는 이식 후 구간별로 나누어 평균값으로 비교하였
다. 중등도에 따라 중등도 미만/중등도 이상, 중
증 미만/중증 이상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 이식일로부터 3주까지 주당 평균 혈중농도
· 이식일로부터 3주 이내의 평균 혈중농도
· 이식일로부터 100일 이내의 평균 혈중농도
④ Tacrolimus 혈중농도에 따른 급성 GVHD 발생

4) 급성 GVHD의 발생 및 등급

률 비교
급성 GVHD의 진단은 임상적 증상과 조직검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였다. 급성 GVHD는 세가지 장
기에 대한 발현 정도에 따른 stage를 바탕으로 하여
(Table 2) grade Ⅰ~Ⅳ까지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Table 3).

급성 GVHD 발생 및 등급에 따른 tacrolimus
혈중농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난 기간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tacrolimus 평균 혈중농도
를 8 ng/ml 미만, 8~12 ng/ml, 12 ng/ml 이
상으로 그룹을 나누어 급성 GVHD 발생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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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GVHD stage for each organ
Skin
Index

Stage
(max)

Liver
Extent of
rash

Stage
(max)

<25%		

GI
Bilirubin
(mg/dL)

0

2~3		

Stage
(max)

Diarrhea
(mL/d)

0

<500

1~2

500~1,500

A

1

B

2

25~50%

or

1~2

C

3

>50%

or

3

6<and≤15

or

3

>1,500

D

4

Bullae

or

4

>15

or

4

Pain, Ileus

3<and≤~6		

Table 3 Overall grade of GVHD
Grade

Severity

Skin
Stage 1~2		

Liver

Gut

None		

None

I

Mild

Ⅱ

Moderate

Stage 3

or

Stage 1

or

Stage 1

Ⅲ

Severe

Stage 0~3

and

Stage 2~3

or

Stage 2~

Ⅳ

Very Severe

Stag 4

or

Stage 4

and

Stage 0~4

하였다.

식생활의 변화 없이 식욕을 잃은 상태가 grade 1이
며, 설사는 전저치 항암요법 전의 일일 배변횟수를
baseline하여 4회 미만으로 증가한 상태가 grade

5) Tacrolimus 부작용 발생 양상

1이다.23) 전해질 이상은 고칼륨혈증과 저마그네슘혈
Tacrolimus의 부작용은 신독성, 심혈관계 독성,

증을 조사하였다. 고칼륨혈증은 혈중 칼륨 농도가

위장관계 독성, 전해질 이상, 신경계독성을 조사하였

3.5~5.1 mEq/L를 벗어난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

다. 신독성은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serum cre-

고, 저마그네슘혈증은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1.2

atinine, Scr)가 전처치 항암요법 전의 Scr을

mg/dl 미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신경계 독성은 진전

baseline하여 2배 이상 증가했거나 2 mg/dL를 초

(tremor)이나 발작(seizure) 증상을 조사하였다.

과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였고,

신독성 유발약제를

진전은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으나 떨림 증상이 있는

병용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심혈관계 독성은 고혈압

경우 grade 1이며, 발작은 의식소실이 없는 부분발

으로 수축기/이완기 혈압이 60세 미만 환자에서

작이 있는 경우 grade 1이다.

6)

140/90 mmHg 이상인 경우로, 60세 이상 환자에
서 150/90 mmHg 이상인 경우로 설정하였고,22) 고

6) 급성 GVHD 발생의 위험인자 분석

혈압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는 환자는 제외하였
다. 위장관계 독성과 전해질 이상, 신경계 독성은
National Cancer Institute Common Toxici-

급성 GVHD 발생 여부로 군을 나누어 기초임상정
보로부터 위험인자를 분석하였다.

ty Criteria for Adverse Events version 4.03
의 grade 1 이상인 경우로 조사하였다. 위장관계 독
성은 오심/구토와 설사를 조사하였다. 오심/구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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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rolimus 혈중농도 비교는 윌콕슨 순위합 검정

었다.

과 크러스칼-왈리스 검정을 사용하였으며, tac-

이식의 종류는 matched unrelated donors

rolimus 혈중농도에 다른 급성 GVHD 발생률 비교

(MUD) 50명(43.5%), mismatched unrelated

는 fisher’s exact test와 chi-squared test를

donors (MMUD) 19명(16.5%), familial-mis-

통하여 분석하였다. 위험인자 분석을 위해 단변량 로

matched transplantation (FMT) 29명(25.2

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odds ratio를 구했고,

%), cord blood transplantation (CBT) 17명

환자의 특성은 표본의 수와 백분율(%)로 나타내었

(14.8%)이었다.

다. 나이는 10세 단위로 분류하여 Cochran-Armitage trend test를 통해 나이 증가에 따른 odds

공여자에게 제공받은 CD34+ 세포 주입량은 5.32
10^6/kg 이었다.

ratio를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에서 p<0.05일

이식 전처치 요법은 antithymocyte globulin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통계 분

(ATG) 포함 여부와 total body irradiation

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TBI) 포함 여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ATG 포함한

sciences (SPSS), version 22.0을 이용하였다.

전처치 요법을 받은 환자는 92명(80%), 미포함 전처
치 요법을 받은 환자는 23명(20%)이었다. TBI 포함
한 전처치 요법을 받은 환자는 89명(77.4%), 미포

연구결과

함 전처치 요법을 받은 환자는 26명(22.6%)이었다
(Table 4).

1. 대상 환자

공여자의 성비는 남성이 84명(73%)이며, 여성이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서울성모병원 혈

31명(27%)이었다. 공여자의 연령은 재대혈 공여자

액내과에서 조혈모세포이식 후 tacrolimus를 투여

의 나이는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30.7

받은 환자는 총 132명이었다. 이 중 조혈모세포이식

세였으며, 연령 구간별 분포는 20세 미만 5명(5.1

을 2회 이상 시행한 환자는 17명이었다.

%), 21~29세 46명(46.9%), 30~39세 33명(33.7

따라서,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서울
성모병원 혈액내과에서 첫 조혈모세포이식 후 tac-

%), 40~49세 8명(8.2%), 50~59세 3명(3.1%),
60~69세 3명(3.1%)이었다.

rolimus를 투여 받은 환자는 총 115명이었다.

대상 환자와 공여자의 성별 일치 여부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수여한 경우가 14명(12.2%), 남성에서 여
성으로 수여한 경우가 17명(14.8%), 여성에서 여성

2. 대상 환자의 특성

으로 수여한 경우가 47명(40.9%), 남성에서 남성으
대상 환자의 성비는 남성이 61명(53%)이며, 여성이

로 수여한 경우가 37명(32.2%)이었다. HLA의 일

54명(47%)이었다. 대상 환자의 평균 연령은 42.8

치 여부는 일치하는 경우가 51명(44.4%), 일치하지

세였으며, 연령 구간별 분포는 20세 미만 3명(2.6

않은 경우가 64명(55.7%)이었다(Table 5).

%), 21~29세 19명(16.5%), 30~39세 27명(23.5
%), 40~49세 21명(18.3%), 50~59세 31명(27

3. 급성 GVHD의 발생 및 등급

%), 60~69세 14명(12.2%)이었다.
진단받은 질병별 분포는 acute myeloid leu-

1) 급성 GVHD의 발생률

kemia (AML) 34명(29.6%),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ALL) 42명(36.5%), severe

연구대상자인 총 115명의 환자 중 급성 GVHD은

aplastic anemia (SAA) 7명(6.1%), lympho-

90명의 환자에서 발생하여, 발생률은 78.3%였다.

ma 6명(5.2%), chronic myeloid leukemia

급성 GVHD 발생군인 90명을 등급별로 분류하면

(CML) 2명(1.7%)이었다.

grade Ⅰ 28명(31.1%), grade Ⅱ 36명(40.0%),

전처치 항암요법 전 Scr은 평균 0.73 mg/dl이

grade Ⅲ 20명(22.2%), grade Ⅳ 6명(6.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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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atient characteristics

Table 5 Donor characteristics

N(%) or Mean±SD
Total		

N(%) or Mean±SD

115

Total

Sex
Male

61 (53)

Male

84 (73)

Female

54 (47)

Female

31 (27)

Age(year)
<20

42.8±13.35

Age (n=98)

3 (2.6)

<20

30.7±13.4
5 (5.1)

20~29

19 (16.5)

20~29

46 (46.9)

30~39

27 (23.5)

30~39

33 (33.7)

40~49

21 (18.3)

40~49

8 (8.2)

50~59

31(27)

50~59

3 (3.1)

60~69

14 (12.2)

60~69

3 (3.1)

Disease

Sex matching

†

ALL

42 (36.5)

Female to male

14 (12.2)

AML

34 (29.6)

Male to female

17 (14.8)

SAA

7 (6.1)

Female to Female

47 (40.9)

Lymphoma

6 (5.2)

Male to Male

37 (32.2)

CML

2 (1.7)

Serum creatinine(mg/dl)

HLA* matching

0.73±0.18

Donor source

‡

MUD

50 (43.5)

MMUD

19 (16.5)

FMT

29 (25.2)

CBT
CD34+ cells(10^6/kg)

51 (44.4)

Mismatching

64 (55.7)

발생률을 보였다.

17 (14.8)
5.32±3.68

2) 급성 GVHD의 발생시기
급성 GVHD 발생시기는 평균 37.7일이며 중앙값

ATG§
		

ATG

92 (80)

		

non ATG

23 (20)

TBI

Matching
*HLA: human leukocyte antigen

Conditioning regimen

24.5일이었다.
4. 급성 GVHD 발생에 따른 tacrolimus 혈중

∥

		

TBI

89 (77.4)

		

non TBI

26 (22.6)

†

115

Sex

농도 비교

Disease- ALL: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AML: acute

급성 GVHD 발생 유무에 따른 tacrolimus 혈중

myeloid leukemia. MDS: myelodysplastic syndrome. SAA:

농도를 비교한 결과, 이식 후 1주차, 2주차, 3주차

severe aplastic anemia CML: chronic myeloid leukemia

평균값과 이식 후 3주 이내의 평균값은 유의한 차이

‡

Donor source- MUD: matched unrelated donors. MMUD:

mismatched unrelated donors. FMT: familial-mismatched
transplantation. CBT: cord blood transplantation
§

ATG: antithymocyte globulin

∥

TBI: total body irradiation

가 없었다. 이식 후 100일 이내의 평균값은 급성
GVHD 발생군이 8.14 ng/ml로 미발생군 9.66
ng/ml 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p=0.02)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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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ssociation between aGVHD and concentration of tacrolimus
Day

Mean concentration (±SD) of tacrolimus (ng/ml)
non aGVHD (n=25)

aGVHD (n=90)

P value

Week 1

10.68±2.97

11.94±4.10

0.14

Week 2

13.42±3.73

12.24±3.77

0.15

Week 3

10.50±4.44

9.13±3.78

0.10

Mean of week 1~3

11.84±2.58

11.28±2.36

0.46

Mean of 100 days

9.66±2.80

8.14±1.62

0.02

Table 7 Association between grade of aGVHD and concentration of tacrolimus
(Grade 0~I vs. Grade Ⅱ~Ⅳ)
Day

Mean concentration (±SD) of tacrolimus (ng/ml)
Grade Ⅱ~Ⅳ (n=62)

Grade 0~I (n=53)

P value

Week 1

11.53±3.51

11.77±4.25

0.79

Week 2

12.58±3.19

12.43±4.25

0.58

Week 3

10.09±4.17

8.87±3.70

<0.05

Mean of week 1~3

11.58±2.36

11.25±2.47

0.53

Mean of 100 days

8.96±2.40

8.06±1.54

0.06

5. 급성 GVHD 등급에 따른 tacrolimus 혈중

6. Tacrolimus 혈중농도에 따른 급성 GVHD

농도 비교

발생률 비교

급성 GVHD 등급에 따른 tacrolimus 혈중농도의

급성 GVHD 발생 및 등급에 따른 tacrolimus 혈

비교 중 grade 0~I군(중등도 미만)과 grade Ⅱ~Ⅳ

중농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던 기간에 대

(중등도 이상)군을 비교한 결과, 이식 후 1주차, 2주

해 분석하였다. 이식 후 3주차 tacrolimus 평균 혈

차 평균값과 이식 후 3주 이내의 평균값, 이식 후

중농도를 분석해본 결과, 이식 후 3주차 tacroli-

100일 이내의 평균값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식

mus 평균 혈중농도가 높아질수록 중등도 이상 급성

후 3주차의 평균값은 grade Ⅱ~Ⅳ군이 8.87 ng/

GVHD 발생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세 군간

ml로 grade 0~I군 10.09 ng/ml 보다 유의하게

의 중등도 이상 급성 GVHD 발생률이 유의한 차이는

낮게 나타났다(p=0.048)(Table 7).

없었다(Table 9).

Grade 0~Ⅱ(중증 미만)군과 grade Ⅲ~Ⅳ(중증 이

이식 후 100일 이내의 tacrolimus 평균 혈중농도

상)군을 비교한 결과, 이식 후 1주차, 2주차, 3주차,

를 분석해본 결과, 이식 후 100 일 이내의 tacroli-

이식 후 3주 이내, 이식 후 100일 이내의 tacroli-

mus 평균 혈중농도가 높아질수록 급성 GVHD 발생

mus 혈중농도 평균값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

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세 군간의 급성

ble 8).

GVHD 발생률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
났다(p=0.02). 사후 분석 결과, 12 ng/ml 이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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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Association between grade of aGVHD and concentration of tacrolimus
(Grade 0~I vs. Grade Ⅱ~Ⅳ)
Day

Mean concentration (±SD) of tacrolimus (ng/ml)
Grade Ⅲ~Ⅳ (n=26)

Grade 0~Ⅱ (n=89)

P value

Week 1

11.48±3.99

12.31±3.61

0.33

Week 2

12.63±3.11

12.07±5.53

0.14

Week 3

9.60±4.17

8.92±3.17

0.28

Mean of week 1~3

11.45±2.33

11.26±2.73

0.56

Mean of 100 days

8.59±2.12

8.07±1.64

0.24

Table 9 Incidence of aGVHD of grade Ⅱ-Ⅳ by average tacrolimus concentration for 3 weeks
Characteristic

<8

≥8 and <12

≥12

Total

38

49

17

26 (68.4)

23 (46.9)

7 (41.2)

No.(%) with grade Ⅱ-Ⅳ

P value
0.05

Table 10 Incidence of aGVHD by average tacrolimus concentration for 100 days
Characteristic

<8

≥8 and <12

≥12

Total

53

55

7

45(84.9)

44(80.0)

1(14.3)

No.(%) with aGVHD

P value
0.02

이 8 ng/ml 미만군과 8 ng/ml 이상 12 ng/ml 미

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공여자의 나이

만군보다 급성 GVHD 발생률이 낮게 나타났다(Ta-

가 중앙값인 29세 이상인 경우가 미만인 경우에 비해

ble 10).

급성 GVHD가 높게 발생하였다(odds ratio 3.92,
95% CI 1.42-12.02: p=0.01).
Cochran-Armitage trend test를 통해 나이

7. Tacrolimus 부작용 발현 양상

증가에 따른 급성 GVHD 발생 위험인자를 분석한 결
부작용 발현 분석 결과, 급성 GVHD 발생군과 미발

과, 공여자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급성 GVHD가 높

생군의 신독성, 심혈관계 독성, 오심/구토, 신경계

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Table 12).

독성, 전해질 이상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설사는
급성 GVHD 발생군이 미발생군보다 발현률이 높았

고찰

다(p=0.01)(Table 11).
조혈모세포이식 후 GVHD 발생은 이식 관련 사망
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부작용이며, 이를 예방하

8. 급성 GVHD의 위험인자 분석

기 위해 비혈연간 이식시 급성 GVHD 예방을 위하여
급성 GVHD 발생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찾기 위하

tacrolimus와 methotrexate를 병용하여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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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Incidence of the adverse reactions of tacrolimus
Adverse reaction

non aGVHD, n(%)

aGVHD, n(%)

P value

Renal toxicity
Increase Scr

7 (28)

23 (25.6)

0.8

6 (24)

31 (34.4)

0.32

Nausea/vomiting

22 (88)

80 (88.9)

>0.99

Diarrhea

7 (28)

51 (56.7)

0.01

11 (44)

40 (44.4)

0.97

2 (8)

13 (14.4)

0.52

1 (4)

8 (8.9)

0.42

Cardiotoxicity
Hypertension
Gastrointestinal toxicity

Electrolyte imbalance
Hyperkalemia
Hypomagnesemia
Neurotoxicity
Tremor/seizure

고 있다.3) GVHD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면역억제제

를 평가하고 위험인자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는 혈중농도의 개인차가 크고 치료범위가 좁으며 약

급성 GVHD는 대상 환자 중 78.3%가 발생하였

용량이 혈중농도나 임상증상과 상관관계가 적은 특징

다. 급성 GVHD 발생 환자 중 grade Ⅱ의 발생률은

이 있다.13)-15) 이 때문에 면역억제제의 효과는 증진

40.0%, grade Ⅰ의 발생률은 31.1%, grade Ⅲ의

시키고 독성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해진 치료범위

발생률은 22.2%, grade Ⅳ의 발생률은 6.7%로

내로 혈중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약용량을 조절하는

grade Ⅱ의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기존에 알려진 등

것이 필요하다.

Tacrolimus의 치료범위는 일반

급별 급성 GVHD 발생률인 grade Ⅱ~Ⅳ의 발생률

적으로 5~20 ng/ml으로 알려져 있으며 문헌에 따

40~50% 이상, grade Ⅲ~Ⅳ의 발생률 12~35%인

라 10~20 ng/ml

혹은 5~15 ng/ml 으로 추천

것과 비교하였을 때,11),26),27) 전체 대상 환자 중

하고 있다. 본원에서는 tacrolimus의 치료범위를

grade Ⅱ~Ⅳ의 발생률은 68.9%로 기존 연구보다 높

5~15 ng/ml로 설정하여 약동학적 자문에 적용하고

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에서는 MUD 이식 받은 환자

있으나 기존의 두 가지 tacrolimus 혈중농도에 따

와 CBT를 받은 환자가 같이 분석되었기 때문인 것으

른 GVHD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식 후 3개

로 사료되며,28) grade Ⅲ~Ⅳ의 발생률은 28.9%로

월동안 tacrolimus 혈중농도가 4~6 ng/ml군이

비슷한 양상으로 발생하였다.

13)

24)

25)

8~12 ng/ml군보다 aGVHD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급성 GVHD 발생시기는 평균 37.7일이며 중앙값

보고하였고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본원의 치료범

24.5일이었다. 기존에 알려진 발생시기는 골수제거

위를 세분화하여 분석해보았다.

전처치 요법을 시행 시 17일이며 비골수제거 전처치

이번 연구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가

요법을 시행 시 3개월 이내에 발생한다고 보고되었

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에서 조혈모세포

다.26) 기존의 연구와 비교 시, TBI 포함 전처치 요법

이식 후 tacrolimus를 투여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을 시행한 환자가 77% 이상인 것을 고려할 때, 비슷

tacrolimus 혈중농도에 따른 급성 GVHD 발생 및

한 양상으로 발생하였다.

tacrolimus 부작용 발현 양상을 분석하여 예방효과
- 453 -

급성 GVHD 발생 유무에 따른 tacrolimus 혈중

JKSHP, VOL.37, NO.4 (2020)

Table 12 Univariate analysis for factors affecting the incidence of aGVHD
Unfavorable category

Odds Ratio

(95% CI)

P value

Patient characteristics
Sex (Female)

1.16

(0.48, 2.89)

0.74

Age (Trend)

-

-

0.59

Age (≥43year)

0.49

(0.19, 1.21)

0.13

Disease* (ALL)

1.65

(0.62, 4.32)

0.44

Disease† (AML)

1.9

(0.65, 5.57)

0.35

Donor source‡ (MUD)

0.81

(0.32, 2.02)

0.82

CD34+ cells (<8X10^6/kg)

0.43

(0.16,1.16)

0.96

Conditioning regimen (ATG§ containing)

1.00

(0.30, 2.87)

>0.99

Conditioning regimen (TBI∥ containing)

1.11

(0.36, 3.02)

0.85

Sex (Female)

1.22

(0.45, 3.66)

0.71

Age (Trend)

-

-

0.01

Age (≥29 year)

3.92

(1.42, 12.02)

0.01

Sex matching (Female to male)

0.57

(0.08, 2.27)

0.48

HLA matching (mismatching)

0.80

(0.32, 1.95)

0.62

Donor characteristics

*ALL,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AML, acute myeloid leukemia; Donor source- MUD: matched unrelated donors; §ATG:
†

‡

antithymocyte globulin; ∥TBI: total body irradiation

농도의 비교는 이식 후 1주차에는 급성 GVHD 발생

시, 치료범위를 12~20 ng/ml로 설정한다면 급성

군이 혈중농도가 높았으나 이식 후 2주차와 3주차, 3

GVHD 발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 이내에는 급성 GVHD 발생군이 혈중농도가 낮았

Tacrolimus 혈중농도를 GVHD 중등도 미만 발

다. 이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식 후 100일 이내

생군과 중등도 이상 발생군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의 평균값은 급성 GVHD 발생군이 8.14 ng/ml로

이식 후 1주차에는 중등도 이상 발생군이 혈중농도

미발생군 9.66 ng/ml 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가 높았으나 이식 후 2주차, 3주 이내, 100일 이내

(p=0.02). D Przepiorka 연구에서 이식 후 tac-

의 평균값은 중등도 이상 발생군이 혈중농도가 낮았

rolimus 혈중농도를 신독성을 고려하여 20 ng/ml

다. 이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식 후 3주차의 평

미만을 치료범위 내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때,18) 본

균값은 grade Ⅱ~Ⅳ군이 8.87 ng/ml로 grade

연구의 이식 후 100일 이내의 평균 혈중농도는 두 군

0~Ⅰ군 10.09 ng/ml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모두 20 ng/ml 미만이나 급성 GVHD 발생군이 미

(p=0.048). Tacrolimus 혈중농도에 따른 grade

발생군의 비해 혈중농도가 낮았다. Tacrolimus 혈

Ⅱ~Ⅳ 급성 GVHD 발생률은 8 ng/ml 미만군과

중농도에 따른 급성 GVHD 발생률 비교 시, 평균 혈

8~12 ng/ml, 12 ng/ml 이상군을 비교 시 유의한

중농도 12 ng/ml 이상군이 8 ng/ml 미만군보다 급

차이는 없었으나 혈중농도가 증가할수록 발생률이 낮

성 GVHD 발생률이 낮았다(p<0.01). TDM 자문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Mori T 등은 비혈연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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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이식 후 3주간

GVHD의 위험인자로는 HLA 불일치와 수여자 또는

의 tacrolimus 혈중농도와 급성 GVHD grade

공여자의 나이증가, CD43+ 주입량, TBI를 포함한

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보고했다. 이 연구에서는

전처지요법, 수여자와 공여자의 성별 불일치 등이 있

tacrolimus의 목표 혈중농도를 10~20 ng/ml 기

었으나31),32) 본 연구에서는 공여자의 나이만 위험인

준으로 용량을 조절하였고 전체 60명의 환자 중 44

자로 분석되었다.

명(73.3%)에서 급성 GVHD가 발생하였다. 이식

본 연구의 제한점은 후향적인 연구로 과거 시점에서

후 2주차, 3주차에서 중등도 이상과 중증 이상 급성

기록된 환자 관찰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평가를 전자

GVHD 발생군의 tacrolimus 평균 혈중농도가 중

의무기록에 의존해야 했으며 급성 GVHD의 증상이

등도 미만 급성 GVHD 발생군의 tacrolimus 평균

환자나 의사의 의견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을

혈중농도에 비해 유의하게 낮다고 나타났다.

배제할 수 없었다.

20)

이연

구에서는 tacrolimus 평균 혈중농도가 14.8~

본 연구는 tacrolimus의 혈중농도와 급성 GVHD

17.3 ng/ml로 본 연구의 평균 혈중농도보다 높아

발생의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부작용까지도 비교하여

이식 후 2, 3주차에서 모두 중등도 이상과 중증 이상

용량 설정의 타당성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급성 GVHD 발생률이 유의하게 낮은 경향을 보였을

있다고 볼 수 있다.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와 본 연구를 고려하여 이
식 후 3주차 평균 혈중농도를 주의 깊게 설정할 필요

결론

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식 초기의 tacrolimus의 혈

조혈모세포이식 후 100일 이내 tacrolimus의 평

중농도가 낮으면 급성 GVHD의 발생률이 높아지나

균혈중농도와 공여자의 나이가 GVHD 발생에 유의

급성 GVHD가 발생한 환자에서 재발률이 낮아지는

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식 후 3주차의

결과를 보여29),30) 본 연구에서도 향후 재발률을 확인

평균 혈중농도는 중등도 이상 급성 GVHD의 발생에

하는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한다면 임상적인 적용에

영향을 주었다. 100일 이내 tacrolimus 평균 혈중

보다 나은 GVHD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농도가 12 ng/ml 이상일 때 급성 GVHD 발생률이

Tacrolimus 부작용 발생 양상은 신독성과 심혈관

낮게 나타난 것을 고려하여 약동학적 자문을 시행한

계 독성, 오심/구토, 전해질 이상, 신경계 독성에서

다면 효과적으로 급성 GVHD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

급성 GVHD 발생군과 미발생군이 유의한 차이가 없

로 사료된다.

었다. 설사는 급성 GVHD 발생군이 미발생군보다
발생률이 높았다(p=0.01). 설사는 tacrolimus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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