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nical Pediatric Hematology-Oncology

Volume 25ㆍNumber 2ㆍOctober 2018

ORIGINAL ARTICLE

Wiskott-Aldrich 증후군에서 조혈모세포이식
김보경ㆍ홍경택ㆍ강형진ㆍ최정윤ㆍ안홍율ㆍ신희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암연구소

Outcome of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in Wiskott-Aldrich Syndrome
Bo Kyung Kim, M.D., Kyung Taek Hong, M.D., Hyoung Jin Kang, M.D., Ph.D.,
Jung Yoon Choi, M.D., Hong Yul An, M.D. and Hee Young Shin, M.D.

Department of Pediatr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ancer Research Institute, Seoul, Korea

Background: Wiskott-Aldrich syndrome (WAS) is a very rare disease and patients who
do not receive timely treatment suffer from bleeding, infection, and malignancy.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HSCT) has been recognized as an effective treatment, but the standard transplantation protocol has not been established. We report the
outcomes of WAS patients who underwent HSCT in our institution.
Methods: We retrospectively studied patients who underwent HSC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Children’s Hospital from 2005 to 2018. Busulfan-based myeloablative conditioning regimen was used, and an intensive daily therapeutic drug monitoring (TDM)
for busulfan dosing was started for effective myeloablation and to reduce toxicity since
2008. We collected and analyzed data regarding symptoms, engraftment, transplantation-related toxicities, and survival.
Results: Six WAS patients who received HSCT were evaluated. The median age of the
patients at diagnosis was 5 years (range, 1-11). There were 2 matched unrelated donor
bone marrow transplantations, 3 matched unrelated peripheral blood stem cell transplantations (PBSCT), and 1 haploidentical PBSCT. No patient experienced engraftment
failure. Three patients developed grades II to IV acute graft-versus-host disease (GVHD).
Two patients had veno-occlusive disease (VOD). Two patients died (due to VOD and
acute GVHD). The 5-year overall survival was 66.7% with 8 years of median follow-up.
Particularly, a patient who underwent haploidentical PBSCT using targeted busulfan is
alive with a follow-up duration of 3 years after HSCT.
Conclusion: In conclusion, WAS patients may be cured with HSCT with targeted busulfan-based myeloablative conditioning. But, long-term and multi-center studie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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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식 8일전부터 이식 3일전까지 총 6일, anti-thymocyte

서

globulin 2.5 mg/kg/day 을 이식 4일전부터 이식 2일전까지

론

총 3일을 투약하였다. 반일치 말초혈조혈모세포이식의 전처
2

Wiskott-Aldrich 증후군은 성염색체 열성으로 유전되는 매

치로는 fludarabine 40 mg/m /day을 이식 8일전부터 이식 4

우 드문 질환으로 습진, 면역저하, 혈소판감소증을 주요 증상

일전까지 총 5일, cyclophosphamide 14.5 mg/kg/day을 이식

으로 한다. 1937년 Alfred Wiskott가 처음으로 이러한 특징을

3일전부터 이식 2일전까지 총 2일 투약하였다[9]. 비혈연골수

가진 환자들을 기술하였고 후에 두 명의 의사에 의해 Wiskott-

이식과 말초혈조혈모세포이식의 이식편대숙주병 예방 요법으

Aldrich 증후군이라 명명되었다[1]. Wiskott-Aldrich 증후군은

로 tacrolimus를 정맥주사로 이식 하루 전부터 이식 후 20일까

WAS 유전자의 기능 손실 돌연변이에 의해 유발되며 이로 인

지 용량 조정하며 투약하며 21일부터는 경구로 바꾸어 이식

해 혈소판감소증과 골수성 세포의 기능이상이 나타난다. 적절

후 8개월까지 투약하였고 methotrexate를 정맥주사로 이식

한 치료 받지 못한 환자들은 출혈, 감염, 악성 질환으로 고통

후 1일째, 3일째, 6일째, 11일째 사용하였다. 반일치 말초혈조

받는다. 조혈모세포이식은 Wiskott-Aldrich 증후군의 효과적

혈모세포이식의 이식편대숙주병 예방 요법으로는 cyclophos-

인 치료로 인식되며 최근까지의 연구에서 사람 조직적합항원

phamide 50 mg/kg/day을 정맥주사로 이식 후 3일째부터 4일

(human leukocyte antigen, HLA) 일치혈연 골수이식은 5년

째까지 총 2일 투약하였으며 tacrolimus를 정맥주사로 이식

생존률이 73.8-92%로 나타난다[2-6]. 앞선 연구들에서 대부분

5일 후부터 이식 후 20일까지 용량 조정하며 투약하고 21일부

busulfan을 포함한 전처치를 사용하여 조혈모세포이식을 시

터는 경구로 바꾸어 이식 후 1년까지 투약하였고 mycophe-

행하였으나 정립된 프로토콜이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nolate mofetil을 경구로 이식 후 5일째부터 35일째까지 투약

연구기관에서 시행된 Wiskott-Aldrich 증후군에서의 표적 용

하였다[9,10]. 간정맥폐쇄병과 감염에 대한 예방 요법은 본 연

량의 busulfan을 전처치로 하는 조혈모세포이식의 성적에 관

구기관의 조혈모세포이식 지침에 따라 시행하였다[11]. 간정

하여 분석해 보았다.

맥폐쇄병 예방 요법으로는 prostaglandin E1을 투약하였고 감
염 예방 요법으로는 ciprofloxacin, acyclovir, itraconazole 혹
은 micafungin이 사용되었다.

대상 및 방법

3) 생착과 독성

1) 환자 및 진단방법

9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조혈

골수 생착은 절대 호중구 수 0.5×10 /L 이상이 3일 이상

모세포이식을 받은 Wiskott-Aldrich 증후군 환자 6명을 후향

지속될 때의 첫째날로 정의하였고 혈소판 생착은 혈소판 수혈

적으로 분석하였다. Wiskott-Aldrich 증후군의 특징적인 증상

없이 7일 이상 20×109/L 이상으로 유지되는 때로 정의하였

을 보이는 환자들에서 WAS 단백질 유전자의 돌연변이 여부

다. 급성 이식편대숙주병은 피부, 간, 위장 증상만 나타날 경

를 Sanger sequencing를 이용하여 진단하였다. 이 연구는 서

우로 정의하였고 Mount Sinai Acute GvHD International

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

Consortium (MAGIC)의 지침에 따라 정도를 분류하였다[12].

을 받았다(IRB 1107-024-368).

만성 이식편대숙주병은 입, 눈, 폐, 생식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로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의 지침에 따라 정

2) 이식 프로토콜

도를 분류하였다[13]. 이식 후 독성은 National Cancer Institute

2009년 이전에는 이식 전처치로 Busulfan을 0.8 mg/kg으

Common Toxicity Criteria (v5.0)에 따라 기술하였다.

로 5시간마다 총 16회, 이식 7일전부터 4일전까지 투약하였고
2009년 이후에는 120 mg/m2으로 하루에 한번 약물혈중농도
모니터링(therapeutic drug monitoring, TDM)에 따라 표적 용
량으로 이식 8일전부터 5일전까지 총 4일간 투약하였다[7]. 전

결

과

1) 환자군의 특징

체 표적 혈중약물농도곡선하면적(area under the curve, AUC)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의 특징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환

은 74,000-76,000 g×h/L이며 일일 표적 AUC는 18,500-

자들은 중앙값 5세(1-11)에 진단 받았으며 중앙값 7세(1-13)에

19,000 g×h/L이다[8]. Busulfan 이외에 비혈연골수이식과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다. 진단부터 이식까지는 중앙값 22.6

2

말초혈조혈모세포이식의 전처치에는 fludarabine 40 mg/m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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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mutation analysis
No. Gender

Age at
Age at
diagnosis (yr) transplantation (yr)

1

M

2

3

2

M

11

12

3
4

M
M

7
6

7
6

5
6

M
M

1
4

1
13

Presentation

Mutation analysis

Thrombocytopenia, eczema, recurrent
infection
Thrombocytopenia, hemorrhage
Thrombocytopenia
Thrombocytopenia, eczema,
infection, hemorrhage
Thrombocytopenia, eczema
Thrombocytopenia, eczema, recurrent
infection

Exon 1-11 large deletion
Exon 2, 291 G ＞A, Arg ＞His,
Missence mutation
Missense mutation on exon2
c.121C＞T, p.R41X, hemizygote
c.256C＞T (p.Arg86Cys)
c.1079dupC (p.Pro361Thrfs*134)

Table 2. Transplantation data
No.

Type of
HSCT

Transplant
day (yr)

Conditioning

CD34＋
stem cell
6
dose (10 /kg)

1

UBMT

2005

BuFluATG

6.2

2

UBMT

2007

BuFluATG

4.96

3

UPBSCT

2008

BuFluATG

13.45

4

UPBSCT

2009

tBuFluATG

37.75

5

UPBSCT

2012

tBuFluATG

9.8

6

HPBSCT

2015

tBuFluCy

9.24

aGVHD,
grade

Engraftment
Neutrophils-D＋14
Platelets-D＋7
Neutrophils-D＋12
Platelets-D＋19
Neutrophils-D＋11
Platelets-D＋7
Neutrophils-D＋12
Platelets-D＋7
Neutrophils-D＋10
Platelets-D＋7
Neutrophils-D＋22
Platelets-D＋31

Status

Follow
up (yr)

aGVHD

Alive

13

VOD, CMV (5)

Dead

0

1

aGVHD, Hypertension (3)

Alive

10

4

aGVHD, PTLD, hemorrhagic
cystitis (4), pneumonia (4)
PTLD, CMV (1)

Dead

0

Alive

6

aGVHD, VOD, Hematuria (3), Alive
aspergillosis infection (3),
CMV (1), seizure (2)

3

2
None

None
3

Complications
(CTCAE grade)

UBMT, unrelated bone marrow transplantation; UPBSCT, unrelated peripheral blood stem cell transplantation; HPBSCT, haploidentical
peripheral blood stem cell transplantation; Bu, busulfan; tBu, targeted busulfan; Fu, fludarabine; ATG, anti-thymocyte globulin; Cy,
cyclophosphamide; VOD, veno-occlusive disease; DIC,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PTLD, post-transplant-lymphoproliferative
disease; CMV, cytomegalovirus; aGVHD, acute graft-versus-host disease.

환자에서 나타났으며 이 외에 습진, 반복적인 감염, 출혈 등이
있었다. Sanger sequencing 결과 모든 환자에서 WiskottAldrich 증후군과 관련된 유전자 돌연변이가 확인되었다
(Table 1). 5명의 환자가 비혈연골수이식을 시행하였고 1명이
반일치 말초혈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하였다.

100%였다.
3) 이식 합병증
4명의 환자에서 급성 이식편대숙주병이 나타났고 만성 이
식편대숙주병은 없었다. grade II-III의 이식편대숙주병이 3명
의 환자에서 나타났다(II 1명, III 1명, IV 1명). grade IV의

2) 생착

이식편대숙주병 환자의 주요 증상은 간과 위장관계 증상이었

이식관련 자료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CD34＋ 세포가

고 증상 발생 67일 후 사망하였다. 다른 환자들은 모두 약물

중앙값 13.6×106/kg (6×106/kg-37×106/kg)으로 주입되었

치료로 GVHD가 호전되었다. 두 명의 환자에서 간정맥폐쇄병

9

다. 절대 호중구 수가 0.5×10 /L 이상의 회복은 이식 후 중앙

이 발생하였고 한 명의 환자는 증상 발생 32일 후 사망하였다.

값 13.5일(10-14)이 걸렸으며 혈소판 생착은 이식 후 중앙값

이외의 합병증은 Table 2에 기술하였다.

13일(7-31)이 걸렸다. 호중구 생착율과 혈소판 생착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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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진단 후 102개월 만에 반일치 말초혈조혈모세포이식을

4) 생존 자료

시행하였다. 표적 용량 busulfan을 전처치 약물로 사용하였고

6명 중 2명의 환자가 사망하였다. 그 중 한 명은 12세에

이식 후 cyclophosphamide를 투약하였다. cyclophosphamide

골수이식을 받았으며 간정맥폐쇄병으로 이식 50일째에 사망

는 최근 연구들에서 이식편대숙주병을 예방하며 이식 성적을

하였다. 다른 환자는 6세에 말초혈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되었다[23-25]. 이 환자는

며 급성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이식 83일째에 사망하였다. 5년

간정맥폐쇄병과 grade II의 이식편대숙주병이 있었으나 약물

생존율은 66.7%이며 추적관찰은 중앙값으로 8년이다.

치료로 회복되었고 재발 없이 3년째 생존하고 있다.
최근 연구들에서 HLA 일치혈연 골수이식의 생존률이

고

찰

73.8-92%로 이전에 비해 향상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2-6]. 이
연구들은 대부분 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었고 말초혈조혈모세

조혈모세포이식은 Wiskott-Aldrich 증후군의 완치를 위한

포이식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2

치료로 알려져 있다. 처음에는 HLA 일치혈연 공여자가 가장

명의 골수이식 이후로는 4명은 모두 말초혈조혈모세포이식을

좋은 공여자였고 90년대에는 일치비혈연이식이 급격하게 증

시행하였으며 표적 용량의 busulfan을 전처치로 사용한 이후

가하였다[14]. Center for International Blood and Marrow

로는 약물 독성으로 인한 사망이 없었고 큰 부작용이 없어

Transplant Research study에서는 5세 미만의 Wiskott-Aldrich

이식 방법의 다양성의 증대와 이식 성적의 향상에 도움을 줄

증후군 환자에서 일치비혈연이식의 생존율이 일치혈연이식의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향후 이식 성적을 더 높이기 위하여

생존율과 거의 같음을 입증하였다[15]. 이후에 시행된 연구들

표적 용량 busulfan을 기반으로 한 전처치를 사용한 이식을

에서도 5세 미만에서는 일치혈연이식과 일치비혈연 이식이

지속하며 다기관적이고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성적이 가장 좋았다[2,6,16]. 본 연구의 환자들은 모두 일치비
혈연이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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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busulfan이 더 효과적이었다[17-20]. 이에 전처치로 정맥용
busulfan, cyclophosphamide를 투약했었으나 독성에 의한 합
병증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1번 환자의 이식 시 전
처치로 busulfan과 fludarabine을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이식
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기관에서 이전에 증례보고 한 바 있다
[21]. 하지만 이와 같은 전처치로도 간정맥폐쇄병으로 사망한
환자가 있었다. 이에 본 기관에서는 독성을 줄이기 위하여 전
처치로 표적 용량 busulfan을 투약하는 1상 연구를 시행하였
으며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 일일 표적 AUC를 18,000-19,000
mg×h/L/day로 정하였다[7]. 표적 용량 busulfan 투약이 독성
을 줄이고 조혈모세포이식의 성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
으로 나타나 이번 연구에서 2009년 이후로 이식을 시행한 3명
의 환자들에게 표적용량 busulfan을 전처치 약물로 투약하였
다[10]. 표적용량 busulfan을 도입한 이후로는 한 명의 환자가
급성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사망한 것 이외에 치료관련 사망은
없었다.
Wiskott-Aldrich 증후군 환자에서의 반일치 조혈모세포이
식의 결과는 생착 실패와 심각한 부작용의 확률이 높다고 알
려져 있다[22]. 우리 연구에서는 공여자 대기 기간이 길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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