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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서론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은 많은 혈액학적 악성 혹은 비악성 질환으로 생명을 위협

받는 소아들에게 유일한 혹은 최고의 치료 방법으로 꼽힌다. 그러나 환자의 40%는 

HLA 가 일치하는 공여자가 없다. HLA 가 완전히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을 수 없는 경

우 환자와 하나의 HLA 일배체형을 공유하는 가족 구성원 내에서 공여자를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HLA 완전 일배체형 불일치(HLA full-haplotype mismatch 

혹은 HLA-haploidentical mismatch) 라고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반일치 조혈모세포이식에서 이식편대숙주병의 위험을 감소시

키면서 생명 유지 및 항백혈병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이식편 조작에 다양한 접근법이 

사용되었다. 일부 연구에서 γδ T 세포는 본래의 항 종양 활성을 매개 할 수 있으며 γ

δ T 세포가 동종 이식 후 생착을 촉진 할 수 있고, γδ T 세포는 이식편대숙주병을 일

으키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αβ T 세포의 선택적 제거 방식은 T 세포 모

두를 제거하던 기존의 방법보다 이식편대종양효과 및 이식편대숙주병으로부터 항감

염 활성에 효과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반일치 조혈모세포이식에서 γδ T 세포의 이식 후 생착 과정 및 면역 재구성에 대하

여 구체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중에서도 αβ T 세포를 제거한 반일치 조

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소아 환자에서 이식 후에 γδ T 세포를 비롯한 림프구아군의 면

역 재구성에 대하여 분석해보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2014 년 5 월부터 2017 년 8 월까지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HLA 반

일치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83 명의 환아들을 대상으로 이식 이후 14 일, 30 일, 60

일, 90 일, 180 일, 365 일, 365 일 이상 주기로 림프아형검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아 환자에서의 이식 이후 림프구아군의 생착 과정 및 면역 재구성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림프아형검사는 유세포분석 방법을 이용하였고, 건강한 혈연 공

여자에서 얻은 림프구아군 참고치와 함께 면역 회복 시기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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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식 후 83 명 전체 환자의 림프구아군에서 αβ T 세포를 제거한 조혈모세포이

식을 하였기때문에 γδ T 세포는 이식 초기부터 T 세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았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다. 이식 초기에는 백혈구 중 림프

구보다 과립구의 비율이 높다가 점차 림프구의 비율이 증가하므로 모든 림프구아군

의 절대 세포수는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생착이 성공하였으며 재발하지 않

았고 급성 및 만성 이식편대숙주병이 발생하지 않고 분석 시점까지 생존한 환자 23

예와 정상 공여자의 참고치를 비교한 결과 이식 이후 γδ T 세포가 정상 공여자의 절

대 세포수만큼 증가하는데 중앙값 기준으로 30 일이 소요되었다. 환자의 αβ T 세포

와 γδ T 세포가 T 세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 공여자의 비율로 회복되는데 1 년 

이상이 소요되었다. T 세포, CD4+ T 세포, CD8+ T 세포, B 세포는 절대세포수와 

림프구아군에서 차지하는 비율 모두 정상 공여자의 참고치까지 최소 1 년 이상 소요

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런데 림프구아군 중 NK 세포는 절대 세포수는 14 일-30

일 이내 회복되었다. 

 

결론 

본 연구는 소아 환자에서 αβ T 세포를 제거한 반일치 조혈모세포이식 후 γδ T 

세포를 비롯한 림프구아군의 변화를 모니터링한 최초의 연구로서, HLA 반일치 조혈

모세포이식을 받은 83 명의 소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유세포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식 후 림프구아군의 면역 재구성을 정상 공여자를 검사하여 림프구아군의 참고치

를 분석하였으며 이식 후 무사건 상태를 유지한 환자의 시기별 연속 데이터를 비교함

으로써 정상 참고치까지 도달하는 시기를 분석하였다.  

8 가지 다색 유세포분석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단 하나의 튜브로 간단하게 T 세

포, αβ T 세포, γδ T 세포, CD4+ T 세포, CD8+ T 세포, NK 세포, B 세포의 7 가지 

림프구아군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이식 후 환자의 면역 재구

성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유세포분석 방법이 이후의 치료 과정을 보다 쉽게 모니터링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1 년 이내에 정상 참고치만큼 회복되지 않는 림프구아군을 확인하였으므로 반

일치 조혈모세포이식 후에는 1 년 이상의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αβ T 세포

를 제거한 반일치 조혈모세포이식에 있어서 γδ T 세포의 절대세포수는 30 일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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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치에 도달하므로 γδ T 세포의 역할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식 초기부터 최소 한달 

이상 γδ T 세포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심단어:  반일치 조혈모세포이식, αβ T 세포 제거, γδ T 세포, 면역재구성, 유세포

분석, 림프구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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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동종 조혈모세포이식(allogenic hematopoietic stem cell tranplatation)은 여러 

혈액학적 악성 혹은 비악성 질환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어린이들에게 유일한 혹은 매

우 유용한 치료 방법이다(1, 2). 그러나 사람백혈구항원(human leukocyte antigen, 

HLA)이 조사된 300 만명 이상의 자원자가 전세계적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환자의 40%는 HLA 가 일치하는 공여자가 없다. HLA 유전자는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으며, 일배체형(haplotype) 이라 불리는 단위로 유전되는데, HLA 의 일배체형

은 HLA-A, HLA-B, HLA-DR 3 개의 유전자좌에서 대립형질을 검사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의 일배체형을 받으므로, 2 명의 형제 혹은 자매

가 동일한 일배체형을 가질 확률은 25%이다. HLA 가 완전히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

을 수 없는 경우 환자와 하나의 HLA 일배체형을 공유하는 가족 구성원 내에서 공여

자를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HLA 완전 일배체형 불일치(HLA full-haplotype 

mismatch 혹은 HLA-haploidentical mismatch) 라고 한다(3). 그러나 부족한 HLA 

완전 일치 공여자의 대안으로서 반일치 조혈모세포이식(haploidentical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haplo-HSCT)이 시도된 초기에는 이식

편대숙주병(graft-versus-host disease, GVHD)과 이식관련 사망률

(transplantation-related mortality, TRM)이 높았기 때문에 이식 결과가 실망스러

웠다(4).  

최근 몇 년 동안 이식편대숙주병의 위험을 감소시키면서 생명 유지 및 항백혈병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이식편 조작에 다양한 접근법이 사용되었다. 공여자 유래 T 림

프구가 항감염성과 항백혈병 효과(graft-versus-leukemia effect, GVL)를 갖지만 

이식편대숙주병의 주요한 원인으로 여겨지면서 이식편에서 T 세포를 고갈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5). T 세포는 대부분 αβ T 세포 수용체(αβ T cell receptor, TCR 

αβ)를 발현하며, 작은 비율로 γδ T 세포 수용체(γδ T cell receptor, TCR γδ)를 발

현한다(6-8). 특히, 말초혈액 내의 T 세포 중에서 1-10%를 차지하는 γδ T 세포는 

반일치 조혈모세포이식 후 αβ T 세포와 B 세포가 고갈되어 적응면역이 손상된 상황

에서 조기 면역 재구성을 특징 짓는 경우에 특히 중요한 면역세포이며, 주조직적합성

복합체(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 MHC)의 제시없이 종양 세포를 인식하

고 죽일 수 있다(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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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시험관내(in vitro) 및 생체내(in vivo) 에서 수행된 일부 연구에서 

γδ T 세포는 본래의 항종양 활성을 매개 할 수 있으며 동종 이식 후 생착을 촉진할 

수 있고, 이식편대숙주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 따라서, αβ T 세포

의 선택적 제거 방식은 T 세포 모두를 제거하던 기존의 방법보다 항백혈병 효과 및 

이식편대숙주병으로부터 항감염 활성에 효과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4). 

이러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반일치 조혈모세포이식에서 γδ T 세

포의 이식 후 생착 과정 및 면역 재구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거의 없

었다. 본 연구는 반일치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중에서도 αβ T 세포를 제거한 반일치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소아 환자에서 이식 후에 γδ T 세포를 비롯한 림프구아군의 

면역 재구성에 대하여 분석해보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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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 및 대상 환자 

2014 년 5 월부터 2017 년 8 월까지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HLA 반일치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83 명의 환아들을 대상으로 이식 이후 

14 일, 30 일, 60 일, 90 일, 180 일, 365 일, 365 일 이상 주기로 림프구아형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아 환자에서의 이식 후 림프구아군의 생

착 과정 및 면역 재구성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림프구아형검사는 CD

항원을 이용한 유세포분석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림프구아형 측정은 각 CD

항원에 대한 항체를 반응시켜 양성 세포를 게이팅하여 림프구에 대해 차지

하는 비율을 계산하였으며, CBC 검사의 백혈수 수치를 각 림프구아군의 비

율에 곱하여 절대 세포수를 계산 후 이식 후 시기에 따른 증감을 관찰하였다. 

환자의 형제/자매 및 부모 공여자 중에 과립구집락자극인자(G-CSF)를 투여

하기 전 백혈구 수치가 10,000 세포/uL 이하로 정상 범주에 있는 건강인을 

대상으로 참고치를 설정하였다. 

대상 환자들은 재생불량성빈혈(aplastic anemia, AA) 22 예, 급성골수

성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 AML) 20 예,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ALL) 15 예, 연소성골수단구백혈병

(juvenile myelomonocytic leukemia, JMML) 3 예, 기타 혈액 질환 23 예 

[림프종(lymphoma), 부신백질이영양증(adrenoleukodystrophy, ALD), 베

타 지중해빈혈(thalassemia),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hemophagocytic 

lymphohistiocytosis, HLH), 골수형성이상증후군(myelodysplastic 

syndromes, MDS), 선천 호중구감소증(Kostmann genetic neutropenia), 

신경모세포종(neuroblastoma, NBL), 비스코트-올드리치 증후군(Wiskott-

Aldrich syndrome, WAS) 포함] 이었다. 대상 환자군의 이식 받을 당시 연

령의 중앙값은 8.5 세(범위: 0.7~30.5 세) 였으며, 성별은 남아 46 예(55.4%), 

여자 37 예(44.6%)로 남녀 비율이 1.2:1 이었다. HLA 반일치 조혈모세포이

식 가족 공여자의 42.2%가 아버지였으며, 어머니가 38.6%, 형제자매가 

19.3%의 분포를 보였다(Table 1). 

본 연구에서는 αβ T 세포를 제거한 반일치 조혈모세포이식 후 림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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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군의 면역 재구성 과정을 14 일, 30 일, 60 일, 90 일, 180 일, 365 일, 365

일 이상의 주기로 추적 관찰하고, 건강한 혈연 공여자에서 얻은 림프구아군 

참고치와 함께 면역 회복 시기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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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nd donor type 

Characteristics  

Number of Patients 83  

Sex 

Male 

Female 

Male:Female 

 

46 

37 

1.2 

 

(55.4%) 

(44.6%) 

:1 

Median age at transplant (range) 8.5  (0.7~30.5) 

Aplastic anemia 

Leukemia 

Acute myeloid leukemia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Juvenile myelomonocytic leukemia 

Other blood disorders 

Myelodysplastic Syndromes 

Lymphoma 

Neuroblastoma 

Hemophagocytic lymphohistiocytosis 

Adrenoleukodystrophy 

Thalassemia 

Kostmann genetic neutropenia 

Wiskott-Aldrich syndrome 

22 

 

20 

15 

3 

 

6 

5 

3 

3 

1 

1 

2 

2 

 

 

 

 

 

 

 

 

 

 

 

 

 

 

 

Donor type 

Father 

Mother 

Sibling 

 

35  

32  

16  

 

(42.2%) 

(38.6%)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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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체 

83 명 전체 대상 환자의 말초혈액을 4 mL EDTA 튜브(vacutainer; 

Becton Dickinson, Pont de Claix, France)에 채취 하였다. 모든 검사는 채

혈 당일 검사가 원칙이나, 주말 채혈 등을 감안하여 채혈 후 최대 72 시간 이

내 완료하였고 검사가 지연될 경우 혈액은 검사 전까지 4℃ 에서 냉장 보관

하였다. 냉장 보관된 혈액은 검사 전 충분히 상온화시킨 후 검사를 수행하였

다. 

본 연구의 임상적인 프로토콜과 설계는 서울아산병원 임상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았으며(과제번호: 2013-

0985, 2014-9026, 2015-0307), 연구 대상자가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

우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거나 미성년 환자의 경우 보호자가 서명한 후에 

채혈 수행 및 진료 정보를 수집하였다.  

 

3) 유세포분석 

가. 장비 

유세포분석기는 Navios flow cytometer™ (Beckman Coulter, 

Fullerton, CA, USA)를 사용하였으며, 검사 시 시약을 반응시키고 장비

에 장착하여 사용한 튜브는 5 mL Round Bottom Polystyrene Test 

Tube (Falcon®, Reynosa, Tamaulipas, Mexico)를 사용하였다. Kaluza 

software (version 1.2; Beckman Coulter, Brea, CA, USA) 로 유세포

분석 데이터를 수집 및 판독하였다. 다색 유세포분석기(multicolor flow 

cytometry)를 사용하였으므로 중복 스펙트럼에 대한 보정

(compensation)을 시행하였다. 유세포분석기로 측정한 림프구아군의 절

대 세포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백혈구 수치는 자동 혈구 분석기 (Sysmex 

XE-2100 또는 XN series, Sysmex Coorperation, Kobe, Japan)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나. 림프구아형검사 

림프구아형검사를 위하여 8 가지 형광 항체가 포함된 다색 유세포분

석 검사를 수행하였다(Table 2). 유세포분석 림프구 게이팅에 CD45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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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HI30, BD Horizon™, CA, USA), T 세포 측정에 CD3 항체(SK7, BD 

Bioscience, CA, USA), helper T 세포 측정에 CD4 항체(RPA-T4, BD 

Horizon™, CA, USA), cytotoxic T 세포 측정에 CD8 항체(SK1, BD 

Bioscience, CA, USA), αβ T 세포 측정에 TCR αβ 항체(T10B9.1A-31, 

BD Pharmingen™, CA, USA), γδ T 세포 측정에 TCR γδ 항체 (11F2, 

BD Bioscience, CA, USA), NK 세포 측정에 CD56 항체(B159, BD 

Horizon™, CA, USA), B 세포 측정에 CD19 항체(SJ25C1, BD 

Bioscience, CA, USA)를 사용하였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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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osition of CD antibodies for multicolor flow cytometry 

 Fluorochrome Antibody Clone 

1 PE TCR αβ T10B9.1A-31 

2 PerCP CD8 SK1 

3 PE-Cy7 TCR γδ 11F2 

4 PE-CF594 CD56 B159 

5 APC CD19 SJ25C1 

6 APC-H7 CD3 SK7 

7 BV421 CD4 RPA-T4 

8 BV510 CD45 HI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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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ist of lymphocyte subpopulations tested by flow cytometry 

Populations Phenotype 

T cell CD3+ 

CD4+ T cell (Helper T cell) CD3+CD4+ 

CD8+ T cell (Cytotoxic T cell) CD3+CD8+ 

αβ T cell CD3+TCR αβ+ 

γδ T cell CD3+TCR γδ+ 

NK cell CD3-CD56+ 

B cell C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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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 방법 

15 mL 튜브에 백혈구 수가 105 ~106 되도록 필요한 혈액 용량을 계

산하여 넣었다. 혈액량 계산 시에는 자동 혈구 분석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전체 혈구 계산(complete blood count, CBC) 검사 결과에서의 백혈구 

수치를 참고하였다. 그 다음 실험실에서 제조한 적혈구 용해 완충용액

(RBC lysis buffer)을 혈액 용량의 10 배만큼 첨가한 후 15 분간 반응시

켰다. 상온에서 400g 로 5 분간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버리고, 남아있는 

적혈구 용해 완충용액을 세척하기 위하여 인산완충생리식염수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10 mL 를 첨가하고 vortex mixer 를 

이용하여 가라앉은 세포를 완전히 혼합한 후 다시 상온에서 400g 로 5 분

간 원심분리 하였다. 상층액을 완전히 버리고 PBS 를 500 uL 추가한 뒤 

vortex mixer 를 이용하여 가라앉은 세포를 완전히 혼합하여 준비하였

다. 5 mL 장비 전용 검사 시험관에 각 시약마다 제시된 용량의 CD 항체

를 넣었다. 여기에 적혈구가 용해된 검체를 150 uL 첨가하고, 상온 암소

에서 30 분간 반응시켰다. 세척을 위해 PBS 4 mL 를 첨가하고 vortex 

mixer 로 혼합한 후 다시 상온에서 400g 로 5 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최

종 상층액을 제거한 후, 약 300~500 uL 의 PBS 를 추가하여 가라앉은 세

포를 완전히 섞어준 뒤 유세포분석기로 측정하였다.  

 

라. 결과 판독 

FSC/SSC (forward scatter cytogram / side scatter cytogram) 게

이팅으로 백혈구를 1 차로 게이팅하고, CD45/SSC 게이팅으로 CD45 양

성이며 낮은 side scatter 영역에 분포하는 림프구를 2 차로 게이팅하였

다. 그 다음 게이팅 된 림프구에서 세포에 특이적인 CD 단클론 항체를 이

용하여 각 CD 항원 양성인 세포를 측정하여 림프구에서의 세포 백분율로 

나타냈다(Figure 1). 그리고 각 세포의 백분율에 CBC 백혈구 수치와 림

프구 비율을 곱하여 절대 세포수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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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illustrations of immunophenotyping strategy for the 

determination of lymphocyte subpopulations (A) To identify lymphocyte 

populations, cells were gated based on forward scatter (FS) and side 

scatter (SS) properties. (B) Among (A), lymphocytes were gated based on 

lower SS and CD45high (C) T cell (CD3+) and B cell (CD19+) populations 

were identified using CD3 and CD19 (D) CD4+ and CD8+ T cell were 

identified within the lymphocyte (E) Among CD3+ T cell, αβ T cell and γδ 

T cell were measured (F) T cell (CD3+) and NK cell (CD3-CD56+) 

populations were identified using CD3 and CD56.  

(A) (B) 

(C) 

(E)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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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분석 

γδ T 세포를 비롯한 림프구아군에 대하여 14 일, 30 일, 60 일, 90 일, 

180 일, 365 일, 365 일 이상의 주기로 환자의 연속 검체를 측정하였으며, 

각 세포군은 림프구 내에서 차지하는 백분율과 백혈구 수치를 반영한 절대 

세포수를 계산하여 각 수치들의 중앙값을 확인하였다. 특히, 정상인에서의  

γδ T 세포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 공여자 중에서 과립구집락자극인자의 

영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검체를 대상으로 백혈구 수치가 10,000 세포/uL 이

하인 정상 범위에 있는 공여자를 선별하여 정상 참고치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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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 공여자의 림프구아군 정상 참고치 

환자의 면역 재구성 결과와 비교해 보기 위하여 정상 참고치가 필요하

였으므로 형제/자매 소아 공여자 8 명과 부모 공여자가 포함된 건강한 성인 

18 명의 총 26 명 정상인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전체 공여자 나이의 중앙

값은 35.5 세(범위: 8.8-49.0) 이었다. 림프구아군의 절대 세포수와 백분율

을 구하여 중앙값을 구하였다. 백분율은 림프구에서 각 세포가 차지하는 비

율을 계산하였으며, αβ T 세포와 γδ T 세포는 림프구 내에서의 비율 외에도 

T 세포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각각 추가로 계산하였다(Figure 2, Table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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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ference range of lymphocyte subpopulations in donors 

(A) Absolute counts (cells/uL), (B) Proportions among lymphocyte (%) and 

(C) Proportions of αβ T cell and γδ T cell among T cell (%). Absolute 

counts were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frequency of each individual cell 

subset by lymphocyte count. 

(B) 

(A) 

(C) 



15 

 

Table 4. Median absolute counts of each cellular component in donors 

Donor 

type 

Number of cells (/uL) (1st-3rd quartile) 

T cell 
αβ 

T cell 

γδ 

T cell 

CD4+ 

T cell 

CD8+ 

T cell 
NK cell B cell 

Parental 

donor 

(N=18) 

829 

(608-1,117) 

749 

(556-1,071) 

69 

(46-93) 

341 

(220-573) 

286 

(171-429) 

305 

(125-409) 

99 

(46-178) 

Sibling 

donor 

(N=8) 

693 

(417-1,456) 

562 

(347-1,159) 

82 

(52-157) 

255 

(199-599) 

273 

(106-529) 

269 

(72-522) 

132 

(55-219) 

Total 

(N=26) 

792 

(552-1,168) 

670 

(441-1,097) 

71 

(47-118) 

331 

(226-575) 

286 

(124-462) 

305 

(109-440) 

102 

(59-182) 

Absolute counts were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frequency of each 

individual cell subset by lymphocyte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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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edian proportion of each cellular component in donors 

Donor 

type 

Proportion of cells (%) (1st-3rd quartile) 

T cell αβ T cell γδ T cell CD4+ T cell CD8+ T cell NK cell B cell 

Parental donor 

(N=18) 

54.61 

(45.90-72.00) 

48.98 

(40.28-65.75) 

4.49 

(3.38-6.70) 

23.52 

(18.64-31.66) 

19.84 

(16.09-25.00) 

19.34 

(11.30-30.69) 

8.53 

(2.82-11.49) 

Sibling donor 

(N=8) 

58.04 

(53.62-65.88) 

49.06 

(43.94-54.59) 

7.33 

(3.97-13.32) 

26.91 

(18.53-32.83) 

20.56 

(15.98-23.26) 

15.88 

(9.15-24.29) 

8.44 

(6.45-11.16) 

Total (N=26) 
56.07 

(47.77-68.45) 

48.98 

(41.99-60.55) 

4.85 

(3.52-7.64) 

24.23 

(18.64-31.66) 

20.32 

(16.09-23.50) 

18.80 

(10.99-26.64) 

8.49 

(5.60-11.11) 

Proportions were calculated in lymphocyte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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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edian proportion of αβ T cell and γδ T cell in donors 

Donor 

type 

Proportion of cells (%) (1st-3rd quartile) 

αβ T cell γδ T cell 

Parental donor (N=18) 89.17 (87.67-94.01) 9.30 (5.30-11.77) 

Sibling donor (N=8) 82.86 (76.70-92.10) 16.23 (7.63-22.86) 

Total (N=26) 88.63 (84.35-93.78) 11.07 (6.03-14.56) 

Proportions were calculated in lymphocyte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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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 환자의 이식 후 경과에 따른 면역 재구성 

이식 후 83 예 전체 환자의 림프구아군의 변화는 Figure 3 와 같다.   α

β T 세포를 제거한 조혈모세포이식을 하였기때문에 γδ T 세포는 이식 초기

부터 T 세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

하였다. 이식 초기에는 백혈구 중 림프구보다 과립구의 비율이 높다가 점차 

림프구의 비율이 증가하므로 모든 림프구아군의 절대 세포수는 대체로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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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 cell 

(B) αβ T cell 

(C) γδ T cell 

(D) CD4+ T cell 

(E) CD8+ T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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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erial changes of absolute counts and percentage of lymphocyte 

subpopulations in 83 patients after haploidentical-HSCT. Absolute counts 

were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frequency of each individual cell subset 

by WBC count. (A) T cell (B) αβ T cell (C) γδ T cell (D) CD4+ T cell (E) 

CD8+ T cell (F) NK cell (G) B cell (H) WBC count (I) αβ T cell (blue box) 

and γδ T cell (red box) proportions in T cell. Green area is reference range 

(1st-3rd quartile) of each cell population, respectively. 

 

(F) NK cell 

(G) B cell 

(H) WBC count (I) αβ and γδ T cell % in T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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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edian absolute counts of each cellular component in 83 patients 

Days 

after trans- 

plantation 

Number of cells (/uL) (1st-3rd quartile) 

T cell αβ T cell γδ T cell CD4+ T cell CD8+ T cell NK cell B cell 

14 
29 

(4-88) 

3 

(0-12) 

11 

(1-60) 

1 

(0-3) 

2 

(0-6) 

72 

(3-251) 

1 

(0-4) 

30 
104 

(41-278) 

35 

(6-118) 

47 

(11-122) 

5 

(1-20) 

23 

(5-99) 

220 

(56-491) 

1 

(0-4) 

60 
156 

(36-327) 

41 

(11-174) 

39 

(13-132) 

8 

(3-26) 

41 

(10-137) 

138 

(46-412) 

1 

(0-3) 

90 
214 

(72-408) 

66 

(25-216) 

106 

(26-212) 

21 

(6-52) 

58 

(18-191) 

222 

(102-592) 

1 

(0-2) 

180 
353 

(180-815) 

227 

(84-526) 

117 

(57-213) 

85 

(14-167) 

170 

(47-273) 

260 

(100-428) 

1 

(0-5) 

365 
796 

(288-1,398) 

602 

(240-976) 

93 

(54-315) 

186 

(67-412) 

346 

(178-607) 

253 

(184-566) 

85 

(2-187) 

≥365 
1,245 

(536-2,119) 

1,066 

(454-1,565) 

107 

(64-331) 

275 

(103-492) 

644 

(317-736) 

198 

(110-731) 

94 

(2-215) 

Absolute counts were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frequency of each individual cell subset by WBC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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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Median proportion of each cellular component in 83 patients 

Days after 

trans-

plantation 

Proportion of cells (%) (1st-3rd quartile) 

T cell αβ T cell γδ T cell CD4+ T cell CD8+ T cell NK cell B cell 

14 
14.15 

(4.44-34.14) 

1.25 

(0.41-4.39) 

6.53 

(1.29-19.70) 

0.34 

(0.06-1.14) 

1.17 

(0.26-3.86) 

38.25 

(17.55-53.36) 

0.81 

(0.29-2.38) 

30 
23.31 

(11.02-44.13) 

6.65 

(1.61-19.35) 

7.77 

(3.55-15.71) 

1.17 

(0.26-3.28) 

5.72 

(1.19-18.02) 

43.34 

(19.57-56.07) 

0.21 

(0.03-0.68) 

60 
24.26 

(11.24-43.01) 

9.35 

(3.84-20.78) 

11.08 

(3.57-19.53) 

1.89 

(0.42-4.57) 

7.45 

(2.53-18.42) 

39.30 

(16.96-51.58) 

0.08 

(0.01-0.27) 

90 
33.13 

(14.96-49.59) 

11.49 

(4.60-23.33) 

12.31 

(4.36-24.10) 

2.97 

(0.98-5.19) 

9.68 

(3.07-21.47) 

32.69 

(20.20-52.54) 

0.06 

(0.00-0.25) 

180 
47.92 

(29.06-61.46) 

24.89 

(15.30-40.34) 

12.76 

(4.57-22.88) 

7.84 

(3.58-12.17) 

15.54 

(8.03-27.38) 

31.58 

(16.97-42.96) 

0.08 

(0.00-0.91) 

365 
50.61 

(33.62-59.62) 

35.22 

(27.76-44.96) 

7.52 

(3.29-15.45) 

11.10 

(8.49-16.20) 

20.30 

(14.55-28.03) 

21.96 

(13.04-33.89) 

4.48 

(0.10-9.58) 

≥365 
53.94 

(45.32-72.01) 

46.56 

(34.58-54.85) 

7.85 

(2.64-15.65) 

11.61 

(7.94-19.82) 

27.61 

(19.63-36.59) 

16.07 

(8.56-34.40) 

4.61 

(0.28-12.20) 

Proportions were calculated in lymphocyte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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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Median proportion of αβ T cell and γδ T cell in 83 patients 

Days after 

transplantation 

Proportion of cells (%) (1st-3rd quartile) 

αβ T cell γδ T cell 

14 13.28(  4.70-42.08) 80.30(48.66-93.63) 

30 39.62(12.64-69.73) 54.84(25.00-85.64) 

60 48.62(22.50-65.95) 47.85(24.77-71.55) 

90 38.89(28.57-70.07) 60.00(24.86-68.94) 

180 62.42(49.14-79.13) 34.05(17.97-49.34) 

365 80.35(61.79-90.58) 18.65(  7.55-37.98) 

≥365 84.67(72.23-94.06) 13.77(  5.36-26.81) 

Proportions were calculated in lymphocyte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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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사건(event-free) 환자의 이식 후 경과에 따른 면역 재구성 

83 예의 반일치 조혈모세포이식 후 생착 성공하였으며 재발하지 않았고 

급성 이식편대숙주병 및 만성 이식편대숙주병이 발생하지 않고 분석 시점까

지 생존한 상태였던 23 예의 이식 후 시기별 림프구아군의 면역 재구성을 분

석하였다(Figure 2). 

83 명 대상 환자 전체 결과와 같이 이식 이후 림프구의 비율 자체는 점

차 증가하기 때문에 무사건 환자군에서 림프구아군의 절대 세포수가 증가하

는 경향을 조금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  

γδ T 세포가 정상 공여자의 절대 세포수만큼 증가하는데 최소 90 일이 

소요되었다. 환자의 림프구에서 γδ T 세포가 차지하는 높은 비율이 정상 공

여자의 참고치만큼 감소하여 회복되는데 1 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였

다. T 세포, αβ T 세포, CD4+ T 세포, CD8+ T 세포, B 세포도 절대세포수

와 림프구아군에서 차지하는 비율 모두 정상 공여자의 참고치까지 최소 1 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NK 세포에서 절대 세포수는 14

일-30 일 이내에 빠르게 회복되었다(Table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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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erial changes of absolute counts and percentage of lymphocyte 

subpopulations in 23 patients without events after haplo-HSCT. Absolute 

counts were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frequency of each individual cell 

subset by WBC count. (A) T cell (B) αβ T cell (C) γδ T cell (D) CD4+ T 

cell (E) CD8+ T cell (F) NK cell (G) B cell (H) WBC count (I) αβ T cell 

(blue box) and γδ T cell (red box) proportions in T cell. Green area is 

reference range (1st-3rd quartile) of each cell population, respectively. 

 

(F) NK cell 

(G) B cell 

(H) WBC count (I) αβ and γδ T cell % in T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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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Median absolute counts of each cellular component in 23 patients without events 

Days 

after trans- 

plantation 

Number of cells (/uL) (1st-3rd quartile) 

T cell αβ T cell γδ T cell CD4+ T cell CD8+ T cell NK cell B cell 

14 
20 

(4-65) 

2 

(1-9) 

18 

(4-60) 

1 

(0-3) 

2 

(1-5) 

172 

(25-354) 

2 

(0-4) 

30 
111 

(55-216) 

19 

(5-94) 

61 

(23-123) 

3 

(1-12) 

12 

(3-59) 

302 

(91-611) 

0 

(0-2) 

60 
155 

(25-242) 

49 

(6-147) 

59 

(14-117) 

8 

(2-20) 

35 

(3-144) 

331 

(51-642) 

0 

(0-12) 

90 
217 

(86-326) 

107 

(28-174) 

91 

(32-114) 

10 

(7-34) 

88 

(20-143) 

181 

(92-513) 

0 

(0-2) 

180 
118 

(42-363) 

70 

(12-239) 

51 

(21-94) 

32 

(7-91) 

36 

(4-179) 

221 

(28-466) 

1 

(0-39) 

365 
634 

(227-1,198) 

433 

(169-900) 

86 

(56-247) 

161 

(59-414) 

277 

(111-443) 

224 

(140-952) 

83 

(31-256) 

≥365 
1,675 

(550-1,718) 

1,170 

(473-1,423) 

245 

(114-541) 

327 

(134-791) 

595 

(398-703) 

741 

(295-1,401) 

130 

(34-286) 

Absolute counts were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frequency of each individual cell subset by lymphocyte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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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Median proportion of each cellular component in 23 patients without events 

Days after 

trans-plantation 

Proportion of cells (%) (1st-3rd quartile) 

T cell 
αβ 

T cell 

γδ 

T cell 

CD4+ 

T cell 

CD8+ 

T cell 
NK cell 

B 

cell 

14 
8.89 

(4.23-21.01) 

0.92 

(0.24-2.21) 

5.75 

(2.27-13.94) 

0.34 

(0.08-0.75) 

0.72 

(0.22-1.32) 

39.98 

(33.54-46.91) 

0.62 

(0.33-1.57) 

30 
20.79 

(10.84-31.37) 

4.61 

(0.72-17.99) 

7.66 

(4.42-14.78) 

0.76 

(0.17-2.31) 

2.94 

(0.82-13.49) 

49.52 

(33.95-56.86) 

0.13 

(0.00-0.30) 

60 
15.52 

(7.90-23.06) 

5.94 

(1.39-14.68) 

5.73 

(3.57-16.48) 

0.78 

(0.25-2.65) 

3.45 

(1.65-13.29) 

45.39 

(25.79-59.27) 

0.04 

(0.01-1.28) 

90 
26.44 

(14.97-43.41) 

11.50 

(2.40-24.75) 

11.32 

(4.25-16.10) 

1.64 

(0.97-4.68) 

9.23 

(2.59-21.47) 

28.52 

(21.18-49.09) 

0.05 

(0.00-0.27) 

180 
25.52 

(13.04-63.26) 

18.75 

(8.61-41.73) 

4.56 

(4.05-15.02) 

8.62 

(4.28-17.05) 

10.51 

(2.08-24.25) 

34.66 

(28.52-44.43) 

0.19 

(0.08-4.47) 

365 
40.21 

(27.37-49.91) 

34.67 

(18.14-40.27) 

6.82 

(4.66-10.91) 

12.37 

(6.81-15.98) 

16.09 

(11.72-21.94) 

23.84 

(16.52-37.11) 

6.68 

(2.17-11.38) 

≥365 
46.42 

(45.59-59.65) 

38.51 

(33.34-51.33) 

7.71 

(6.89-14.61) 

14.51 

(10.25-21.40) 

18.99 

(16.81-36.13) 

20.05 

(16.90-37.86) 

7.74 

(1.97-14.06) 

* Proportions were calculated in lymphocyte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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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Median proportion of αβ T cell and γδ T cell in 23 patients 

Days after 

transplantation 

Proportion of cells (%) (1st-3rd quartile) 

αβ T cell γδ T cell 

14 10.48(  5.62-33.22) 84.48(61.28-91.40) 

30 28.91(  7.94-68.97) 70.67(29.66-87.21) 

60 41.16(19.83-66.43) 52.77(32.04-72.17) 

90 52.13(28.57-70.07) 46.33(26.99-67.92) 

180 61.68(45.92-87.71) 38.00(11.89-52.40) 

365 80.11(60.72-89.96) 19.42(  9.37-39.07) 

≥365 84.99(68.11-86.05) 14.61(12.93-31.48) 

Proportions were calculated in lymphocyte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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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환자에서 HLA 가 완전히 일치하는 공여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반일치 조혈모세포이식은 거의 모든 환자에게 

적용 가능하며, 기증자를 찾거나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11). 따라서 반

일치 조혈모이식의 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반일치 조혈모세포이식은 

HLA 완전 일치 조혈모세포이식에 비하여 이식편대숙주병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으

며, T 세포 제거를 통해 이식편대숙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지만 이식편에서 

T 세포를 제거하면 생착율이 떨어지고 질병 재발률이 증가하며 면역 재구성이 지연

되어 감염과 관련된 사망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신속한 면역 재구성, 악성 질환 퇴치 

및 항백혈병 효과를 달성하는 동시에 치료와 관련된 독성 및 수용 가능한 이식편대숙

주병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12). T 세포를 제거하기 위한 

생체 외 기술은 CD34+ 조혈모세포 전구 세포의 선택에서 CD3+ 세포의 제거에서 

최근에는 αβ T 세포의 제거로 진화했다. 이식편에서 αβ T 세포를 제거하면 상대적

으로 γδ T 세포와 NK 세포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며, 이식 후 γδ T 세포 비율이 상대

적으로 높아지면 면역 회복을 돕고 재발을 막는 효과가 있다(4). 

αβ T 세포와 γδ T 세포는 체세포 V, D, J 유전자 재배치를 이용하여 다양한 항

원 수용체를 생성하는 유일한 세포이다. T 세포의 δ사슬은 TCR α 유전자를 연구하

던 중 우연히 발견되었으며 발견된 뒤로부터 10 년 이상이 흘렀다. γδ T 세포, αβ T 

세포는 원시 척추 동물을 제외하고 모두 존재하며, 이는 각 세포군이 면역 능력을 유

지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γδ T 세포는 태아의 흉선 개체 발생 중 나타나

는 첫 번째 T 세포이다. αβ T 세포의 출현 및 발달이 진행됨에 따라 γδT 세포의 상

대적 비율이 감소한다.  

αβ T 세포와 γδ T 세포는 항원 특이적 레퍼토리와 작동 기능의 발달뿐만 아니

라 항원 인식 및 활성화 요구 조건에서도 명확하게 구별된다. γδ T 세포는 αβ T 세

포에 의해 인식되지 않는 항원에 반응할 수 있고 항원 처리없이 세포 면역 기능을 중

재할 수 있다(13-17). 흉선과 림프절에서 주로 발견되는 αβ T 세포와는 달리, γδ T 

세포는 상피 및 점막과 관련된 림프 조직에서 불균형하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피부의 

표피 보전 및 장 상피의 항상성 조절 등의 유지 관리를 포함하는 등 부분 특이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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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수행한다(18). 

γδ T 세포는 CD3 양성 T 세포의 0.5~16 % (평균 약 4 %)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19). γδ T 세포는 폐에도 낮은 빈도로 존재하나 다른 점막 부위에 훨씬 더 

많으며, 생식계에서 T 세포의 50~70%, 장내 상피 T 세포 중에서 20~40 %, 피부 진

피 T 세포의 50~70 % 로 존재한다(20).  

γδ T 세포와 αβ T 세포는 유사한 사이토카인 세트를 생성하고 활성화되면 세

포 독성 반응을 일으킨다. αβ T 세포는 세포 용해 반응 뿐만 아니라 항체의 개발에 

도움이 되는 주된 제공자이다. 또한 αβ T 세포는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데 필수적

이다. 마우스 실험에서 γδT 세포가 결핍 된 마우스는 대개 αβT 세포가 결핍 된 마우

스보다 면역력이 뛰어나다는 보고가 있었다(21). 그러나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 환자에서 초기 감염과 침투 시기에 γδ T 세포의 비율은 급격하게 팽창하

였으며, 후기에는 변화가 없었다(22). Ferrick DA 의 연구에서 중요한 초기 반응자 

및 사이토카인 생산자로서 γδ T 세포는 αβT 세포 반응이 나타나기 하루 전에 나타

났으며 적절한 사이토카인을 생성함으로써 감염을 초기에 구별하고 일차 면역 반응

을 수립하는 역할을 함을 알았다(23).  

다양한 연구에서 밝혀졌듯 αβ T 세포와 γδ T 세포 모두 면역에서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나, γδ T 세포는 항원 제시 없이도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αβ T 세포

가 이식편대숙주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데 반하여 항백혈병 효과 및 초기 면역반응을 

수립하므로 조혈모세포이식에서 αβ T 세포를 제거하고 상대적으로 γδ T 세포를 높

은 비율로 주입하는 것은 이식 후 환자의 면역 재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αβ T 세포를 제거한 반일치 조혈모세포이식 이후에 

γδ T 세포의 회복이나 정상 참고치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

서는 환자와 연령대가 비슷한 정상 소아 공여자의 정상 참고치를 계산하여 환자의 중

앙값과 비교해 보고자 하였으나, 본 연구 대상 환자의 공여자 중 형제/자매 비율이 

19.3% 밖에 되지 않았고 과립구집락자극인자의 영향이 없다고 보여지는 기준으로 

삼은 백혈구 수치가 10,000 (/uL) 이하인 이식을 위한 시술 전 혈액을 형제/자매 공

여자 수만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부모를 포함한 26 명의 공여자를 대상으로 참

고치를 구하였다.  

Rituximab 은 만성 이식편대숙주병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B 세포를 제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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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후 림프증식 질환(post-transplant lymphoproliferative disorder) 예방을 

위한 표적 치료제로서 이식 이후 환자마다 상태에 따라 다른 일정으로 사용되었다

(24-28). B 세포는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고갈 상태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이식 후 

180 일까지 림프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절대 세포수도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γδ T 세포 수가 증가한 환자의 경우 조혈모세포이식 후 정상 γδ T 세포수를 가

진 환자와 비교하여 감염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고 세균 감염은 γδ T 세포가 상승한 

환자에서 관찰되지 않았으며, 무사건 생존율은 조혈모세포이식 후 정상 γδ T 세포 재

구성 환자들에 비해 γδ T 세포 재구성이 향상된 환자들에서 유의하게 높았다는 보고

가 있다(29, 30). 또한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거나 반일치 조혈모세포이식 후 공여

자 유래 γδ T 세포의 수가 증가한 환자는 백혈병 없는 생존율 (leukemia-free 

survival)과 전체 생존율(overall survival)에서 유의하게 이점이 있음이 밝혀졌다는 

보고도 있다(31). 따라서 γδ T 세포는 조혈모세포이식 이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T 세포 전체 혹은 CD4+ T 세포, CD8+ 

T 세포, NK 세포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식 후 경과에 따른 γδ T 세포 면역 재

구성은 거의 조사되지 않았다(32, 33).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HLA 불일치 가족 공여자 혹은 HLA 일치 비혈연 공

여자로부터 T 림프구를 제거한 골수를 이식 받은 후 1 년 동안 말초 혈액 γδ T 세포

를 조사한 결과, 백분율과 절대 수치가 점진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러한 증가는 건강한 

기증자에서 발견된 수준을 결코 초과하지 않았으며, γδ T 세포 회복 패턴과 이식편

대숙주병의 유의 한 연관성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34). 본 연구는 T 세포 제거가 아

닌 αβ T 세포만을 선별적으로 제거하는 반일치 조혈모세포이식을 대상으로 하였으

므로 αβ T 세포가 사라지면 상대적으로 γδ T 세포와 NK 세포의 비율이 증가한 채 

환자에게 이식되기 때문에 정상 공여자의 γδ T 세포 참고치와 비교해보면 전체 환자

에서나 무사건 환자에서나 모두 이식 초기부터 건강한 기증자에서 볼 수 있는 수준을 

넘는 아주 높은 비율을 유지하다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연속적으로 이식 후 림프구아군의 면역 재구성을 모니터링을 한 

결과 이식 후 1 년 이내에 정상 참고치만큼 수치가 회복되지 않는 세포군이 있었다. 

따라서, 이식 후 1 년 이후에도 면역 회복에 관한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또한 소

아 환자 림프구아군의 정확한 참고치를 위해서 정상 소아 공여자의 연령대별, 성별에 

따른 검사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에 따른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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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는 소아 환자에서 αβ T 세포를 제거한 반일치 조혈모세포이식 후 γδ T 

세포를 비롯한 림프구아군의 변화를 모니터링한 최초의 연구로서, HLA 반일치 조혈

모세포이식을 받은 83 명의 소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유세포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식 후 림프구아군의 면역 재구성을 정상 공여자를 검사하여 림프구아군의 참고치

를 분석하였으며 이식 후 무사건 상태를 유지한 환자의 시기별 연속 데이터를 비교함

으로써 정상 참고치까지 도달하는 시기를 분석하였다. 8 가지 다색 유세포분석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단 하나의 튜브로 간단하게 T 세포, αβ T 세포, γδ T 세포, CD4+ 

T 세포, CD8+ T 세포, NK 세포, B 세포의 7 가지 림프구아군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를 통해서 이식 후 환자의 면역 재구성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유세

포분석 방법이 이후의 치료 과정을 보다 쉽게 모니터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αβ T 세포를 제거한 반일치 조혈모세포이식에 있어서 γδ T 세포의 절대세

포수는 30 일경부터 정상치에 도달하므로 이식 직후부터 최소 한달 이상 γδ T 세포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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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mune Reconstitution of Lymphocyte Subpopulations 

after αβ T Cell-depleted Haploidentical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Background 

Allogeneic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HSCT remains the 

only and the best curative option for many children with hematologic 

malignancies and non-malignancies. However, only 25% of patients who need 

an allograft of HSCs have an HLA-identical donor. Despite the existence of a 

worldwide registry that includes more than 3 million HLA-typed volunteers, 

about 40 percent of patients do not have an HLA-full matched donor. For 

patients who lack an HLA-identical donor, a family member who shares one 

HLA haplotype with the patient is a possible alternative. This situation is called 

an HLA full-haplotype mismatch, or an HLA-haploidentical mismatch. Over the 

recent years, various approaches have been used for graft manipulation to 

retain graft-versus-leukemia effect (GVL) effect while reducing the risk of 

graft-versus-host disease (GVHD). As donor-derived T lymphocytes are 

believed to be the major cause of GVHD, focus has been on depletion of T 

cells from the graft.  

γδ T cells can mediate innate antitumor activity and might be capable of 

facilitating allogeneic engraftment. Moreover, it seems that γδ T cells do not 

initiate GVHD. Therefore, new method by the depletion of αβ+ T cells 

achieved further improvements in the outcome of T cell-depleted 

haploidentical transplants. Despite these intriguing findings, however, few 

studies specifically address the process of engraftment and immune 

reconstitution of γδ T cells after haploidentical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haplo-HSCT).  

In this study, immune reconstitution of lymphocyte subpop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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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γδ T cell, were analyzed early after αβ T cell depleted haplo-HSCT 

in pediatric patients. 

 

Material and Methods 

A total of 83 patients who underwent haploidentical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at AMC were enrolled between May 2014 and August 2017. 

Immune reconstitution of lymphocyte subpopulations was monitored in 

peripheral blood by flow cytometer at day 14, 30, 60, 90, 180, 365 and more 

than 365 days (±10 days) after graft infusion in patients and compared with 

lymphocyte subpopulations of healthy donor. 

 

Results 

γδ T cell was predominantly of the T cells after early αβ T cell depleted 

haplo-HSCT. In general, The absolute counts of lymphocyte subpopulations 

tended to increase over time. Only twenty-three of the total patients did not 

experience any events such as relapse, death and GVHD. We analyzed 

lymphocyte subpopulations of those twenty-three patients were evaluated and 

compared with reference range of healthy donor. Of the lymphocyte subsets 

investigated, the median absolute counts of γδ T cell reached donor levels at 

days 30. αβ T cell and γδ T cell proportions in T cell reached donor levels 

after more than one year. Both absolute counts and proportion of T cell, CD4+ 

T cell, CD8+ T cell and B cell reached donor levels after more than one year. 

However, absolute counts of NK cell reached donor levels within days 14-30 

and their proportion of total lymphocytes reached donor levels after over one 

year. 

 

Conclusion 

This study is the first research focused on the kinetics of lymphocyte 

subpopulations using flow cytometry, including γδ T cells, until more than 365 

days after haplo-HSCT in 83 pediatric patients receiving αβ T cell-de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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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CT. 

Immune reconstitution of lymphocyte subpopulations after haplo-HSCT 

were analyzed and compared with healthy donor, and 23 event-free patient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of time to normal immune recovery at each 

estimation time. 

Using 8-color Flow cytometry analysis, much information about absolute 

counts and proportions of T cell, αβ T cell, γδ T cell, CD4+ T cell, CD8+ T 

cell, NK cell and B cell in lymphocyte were simply obtained. Therefore, flow 

cytometric analysis can be powerful option for monitoring of immune 

reconstitution after HSCT. 

This study showed that lymphocyte subpopulations were not reached 

donor level within one year after haplo-HSCT. This study suggests that 

absolute counts of γδ T cell reached donor level at 30 days, therefore, γδ T 

cell monitoring early one months after αβ T cell depleted haplo-HSCT is 

needed to define the role of γδ T cells.  

 

 

 

Key words:  Haploidentical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αβ T Cell 

Depletion, γδ T cell, Immune reconstitution, Flow cytometry, Lymphocyte 

subpop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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