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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Interleukin-10은 여러 면역반응에서 다른 염증매개물질들의 

영향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면역조절 cytokine으로서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후 나타나는 이식 후 사망률에 매우 주요한 

원인인 이식편대숙주질환 발생과의 관련성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바 있다. 하지만, Interleukin-10 promoter 유전적 다형성에 

따른 이식편대숙주질환의 위험도에의 영향이 이미 출판된 연구에서 

일치하지 않아 본 메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후 수여자와 공여자에서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에 미치는 Interleukin-10의 유전적 다형성의 

영향 및 관계를 현재까지 출판된 자료를 통합하고 분석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기존의 의학논문 데이터베이스인 MEDLINE, 

EMBASE, Cochrane library에서 'Interleukin-10', 

'polymorphism', 'Graft-vs-Host Disease'의 검색어를 통하여 

관련 논문을 검색하였다. 총 11개의 연구가 확인되어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 위험도에 대한 Interleukin-10 유전적 다형성의 

영향을 각각, dominant, recessive, additive genetic model로 

95%의 신뢰구간에서 오즈비로부터 분석하였다. 본 메타 분석에서 

수여자 3588명과 공여자 3221명의 자료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IL-10 -1082 G>A SNP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IL-10 -819 C>T SNP에서는 수여자 dominant model에서 CC 

genotype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등급 I-IV (OR=2.722, 95%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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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0-5.450, Heterogeneity; Chi2=0.597, I2 = 0%, 

p=0.005)과 등급 II-IV (OR=2.265, 95% CI = 1.015-5.053, 

Heterogeneity; Chi2=6.798, I2 = 55.9%, p=0.046)의 

이식편대숙주질환의 위험도를 높였다. IL-10 -819 C>T SNP의 

공여자 dominant model에서도 CC genotype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등급 I-IV (OR=2.306, 95% CI = 1.168-4.551, 

Heterogeneity; Chi2=0.974, I2 = 0%, p=0.016)의 

이식편대숙주질환의 위험도를 높였으며 등급 II-IV (OR=1.506, 

95% CI = 0.929-2.442, Heterogeneity; Chi2=3.059, I2 = 1.9%, 

p=0.097)에서는 그 경향성이 나타났다. IL-10 -592 C>A 

SNP에서는 수여자 dominant model에서 CC genotype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등급 II-IV (OR=1.999, 95% CI = 1.230-

3.250, Heterogeneity; Chi2=5.366, I2 = 44.1%, p=0.005) 

이식편대숙주질환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메타분석결과 IL-10 -819 C>T CC genotype과 IL-10 -592 

C>A CC genotype이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후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근거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유전적 결정인자를 고려한 환자개별적 치료전략의 

수립에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치료결과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주요어: Interleukin-10,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 유전적 다형성, 

메타분석,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학  번: 2011-2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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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이식편대숙주질환  

 

동종조혈모세포이식(allogeneic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allo-HSCT)은 여러 혈액암 (hematologic 

malignancy)의 치료에 유일하게 완치를 위한 방법으로서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닌다. 하지만 이식 후 감염, 혈액암의 재발, 

이식편대숙주질환(graft versus host disease, GVHD)와 같은 

합병증으로 인해 매우 높은 사망률과 이환률을 보인다. 이식 후 

합병증 중에서도 GVHD 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수여자(Recipient)의 대부분(50-70%)에서 나타나고 이식관련 

사망률(transplant-related mortality, TRM)과 이환율의 제일 큰 

원인으로 생각되어 제일 심각하고 위험한 합병증으로 고려된다.1 

GVHD 의 발생과 관련된 알려진 위험인자(risk factor)는 나이,2,3 

성별 비적합(sex mismatch),2 조혈모세포의 양과 기원,4 전처치 

요법(Conditioning regimen)의 강도,5 GVHD 예방요법 6 과 같은 

임상적 위험인자와 HLA(Human Leukocyte Antigen) 

적합도(matching)와 같은 유전적 위험인자가 있다. 유전적 

위험인자 중에 GVHD 의 발생과 심각도에 영향력있는 주요한 

위험인자는 HLA 적합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7,8 HLA 항원이 

모두 적합한 조혈모세포이식(HLA-full matched HSCT)에서도 

심각한 GVHD 가 급성의 경우 40%정도까지, 만성의 경우 50%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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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여전히 높은 발생률을 보여 HLA 외의 다른 유전적 

위험인자에 대한 고려가 대두되었다.9-11  

이식 후 100 일 이내에 나타나는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acute 

graft versus host disease, aGVHD)은 위장관, 간, 피부를 주요 

목표 기관(target organ)으로 lymphocyte 의 침투(infiltration)와 

상피세포의 apoptosis 로 특징지어진다. 12 급성 GVHD 의 

병태생리는 서로 다른 면역세포의 활성화와 cytokine 의 생산과 

관련된 특이적인 3 단계(Phase)로 구성된다고 알려져 있고 그 

과정에서 ‘cytokine storm’이라고 불릴 정도로 GVHD 의 진행에 

면역시스템이 매우 깊게 관여한다.13 Afferent phase(Phase 1)에는 

전처치요법으로 인해 수여자의 기관이 손상되고 이때 관여하는 

cytokine 으로는 Tumor necrosis factor (TNF)-alpha, 

Interleukin-1(IL-1), Interleukin-6(IL-6), Interferon(IFN)-

gamma, Interleukin-10(IL-10)이 알려져 있다. 그 다음으로 

Induction and expansion phase(Phase 2)에는 공여자(Donor)의 

T-cell 이 활성화 되며 이때 관여하는 cytokine 은 Interleukin-

2(IL-2), IFN-gamma, Interleukin-8(IL-8)이 있다. 마지막으로 

Effector phase(Phase 3)에서 활성화된 공여자의 T-cell 매개 

세포독성반응이 진행되어 수여자의 목표 조직 및 기관에 손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 IL-1, IL-6, IL-10, Interleukin-12(IL-12), 

TNF-alpha 가 관여한다.  

이와 같이 GVHD 의 병태생리에서 cytokine 이 담당하는 역할을 

고려해 보았을 때, cytokine 유전적 다형성(genetic 

polymorphism)이 cytokine 의 전사와 활동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른 GVHD 발생에의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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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선행연구들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수여자와 

공여자의 모두에서의 유전적 다형성이 GVHD 발생에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진 주요 cytokine 으로는 IL-10 과 TNF-alpha 가 

있다.1  

 

1.2 Interleukin-10  

 

IL-10 은 주요한 면역조절(immune-modulatory) cytokine 

또는 면역자극(immune-stimulatory) cytokine 으로서 B cells, 

regulatory T cells 에 의해 생산되어 TNF 와 Th1 cytokine 의 

생산의 음성 조절자이고 T-cell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14,15 

또한 그 역할이 농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연구되어 왔는데 낮은 

농도는 질병의 발생에 역행하는 보호적인 역할을 하지만 높은 

농도는 질병의 진행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왔다.16 IL-10 은 

급성 GVHD 의 Phase 1, 3 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다.  

IL-10 유전자(gene)는 1q31-q32 에 위치하고 있고 IL-10 의 

전사를 조절하는 promoter 구역에는 3 개의 단일염기변이(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 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

1082 G>A (rs1800896), -819 C>T (rs1800871), -592 C>A 

(rs1800872).17,18 이 중에서도 -819 위치(locus)와 -592 위치의 

두 SNP 은 Linkage disequilibrium(LD)를 형성하여 C-C 또는 

T-A 의 조합을 형성함이 보고되었다.17,18 SNP 에 따른 IL-10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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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에 대한 연구에서 GCC haplotype 을 가진 것이 제일 많이 IL-

10 생산과 관련된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17,19,20  

 

1.3 Interleukin-10 과 이식편대숙주질환의 연관성 

 

급성 GVHD 의 병태생리에서의 IL-10 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기반으로 IL-10 의 유전적 다형성과 그에 따른 

GVHD 결과와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Takatsuka H et al. (1999)의 연구 21 에서는 IL-10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급성 GVHD 의 발생이 증가함을 확인하였지만 

SNP 에 대한 분석은 하지 못하였다. 반대로, Holler E et al. (2000) 

연구 22 에서는 수여자에서 이식 전에 IL-10 의 증가가 aGVHD 

발생률을 낮추는, IL-10 의 보호적인 역할을 추측하게 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Suarez et al. (2003)의 연구 23 에서는 개인의 IL-

10 의 지속적인 발현 정도가 개인간 유전적 변이에 의함을 

확인하여 IL-10 의 유전적 변이에 따른 GVHD 의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대두하였으며 Lin et al. (2003)의 

연구 24 에서 -592 A allele 을 가진 군에서 aGVHD 위험도가 

낮아짐을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연구에서 IL-10 의 유전적 다형성에 따른 GVHD 

결과를 보고하였지만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각 연구에서 서로 

다른 IL-10 의 역할을 추측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선행 연구의 

피험자 수가 상대적으로 작아 통계적 검정력이 낮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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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수여자와 공여자의 IL-10 의 여러 SNP 에 따른 GVHD 

결과의 영향을 이해하기에 부족하였다.  

 

1.4 질병의 감수성에 미치는 유전적 다형성에 대한 

메타 분석 

 

메타분석(Meta-analysis)은 2 개 이상의 개별 연구들의 요약 

추정치를 합성함으로써 해당 중재법의 통합된 가중평균 요약 

추정치를 정량적으로 산출하여 임상적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계적 기법이다.25 메타 분석을 적절히 수행한 경우 메타 

분석 결과는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도구로서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다. 메타분석은 검정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별 연구들이 조사하지 않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상반된 연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논쟁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가설을 만들기 위해 수행한다.26 특히, 개별 연구를 통합하여 

중재 효과의 일관성을 조사할 수 있고 서로 다른 결과에 대한 

이유가 조사되고 정량화 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27 하지만, 

메타분석을 부적절하게 수행할 경우 왜곡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포함할 연구가 이질성이 큰 경우, 비뚤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행하지 않는다. 

 

질병의 발생 경로(pathway)에 관련된 유전자의 변이가 

결과적으로 질병의 감수성(susceptibility)과 연관된다는 여러 

연구들이 선행되었다. 특히 면역반응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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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multifunctional) cytokine 이 담당하는 염증성 면역반응이 

자가면역 질환과 악성 질환(malignant disease)의 병태생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 여러 

cytokine 의 유전자가 질병과 감수성과 관련시킬 수 있는 후보 

유전자(candidate gene)로 인식되었다.28,29 하지만, 유전형 분석을 

시행한 연구들이 n 수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 SNP 외의 여러 

요인이 질병 발생과 관련되기 때문에 SNP 에 따른 질병 발생의 

위험도를 분석한 여러 연구들의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메타분석이 널리 시행되어 왔다. IL-10 -1082 A>G 

polymorphism 과 여러 암의 위험도에 대한 61 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연구에서는 아시아인에서 여러 암종 중에서도 폐암, 

비호지킨성림프종(NHL)에 대한 감수성에 -1082 SNP 이 유의하게 

기여함을 밝혔고 특정 암종에 대한 추가연구의 밑바탕을 

제공했다.30 TNF-alpha 유전자의 SNP 과 여러 암의 위험도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에서는 개별연구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34 개의 논문의 34679 명의 암환자와 41186 명의 건강한 

대조군의 자료를 메타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의한 연관성을 찾지 

못해 TNF-alpha 의 -238 SNP 은 특정 암의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였다.31 이 외에도 IL-

2 수용체 유전적 다형성과 다발성 경화증,32 IL-6 -572 SNP 과 제 

2 형 당뇨,33 IL-8 -251 SNP 과 위암 34 및 소화성 궤양 35 의 

연관성 등 다양한 질환과 cytokine 유전자의 SNP 과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이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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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후 급성 GVHD 에 미치는 

수여자와 공여자의 IL-10 유전적 다형성의 영향 및 관계를 

현재까지 출판된 자료를 통합하고 분석하여 메타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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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검색전략 및 논문선별 

 

출판된 논문 검색에 사용한 데이터베이스는 MEDLINE, 

EMBASE, Cochrane Library였다. 검색어는 MeSH 용어와 

Emtree 용어를 사용하여 ‘IL-10’ 또는 ‘interleukin-10’, a 

‘Genetic polymorphims’, b  ‘Graft vs Host Disease’ c 의 

조합을 이용하였다. 모든 검색된 논문의 참고문헌 목록을 Hand 

searching하였다. 검색시 언어제한이나 검색 한계로 설정한 것은 

없었다. 검색결과는 2012년 8월에 업데이트되었다. 검색된 문헌을 

바탕으로 본 메타분석에 적합한 논문을 선정하였다. 논문의 

                                           

a ("Interleukin-10"[Mesh] OR Interleukin 10 OR IL10 OR IL-10 OR CSIF-

10 OR Cytokine Synthesis Inhibitory Factor OR Interleukin-10 OR 

Interleukin10 OR IL 10 OR CSIF 10 OR CSIF10 OR Cytokine Synthesis 

Inhibitory Factor10 OR Cytokine Synthesis Inhibitory Factor-10 OR Cytokine 

Synthesis Inhibitory Factor 10 OR CSIF) 
b
  ("Polymorphism, Genetic"[Mesh] OR Polymorphisms, Genetic OR 

Genetic Polymorphism OR Polymorphism (Genetics) OR Genetic 

Polymorphisms) 
c
 ("Graft vs Host Disease"[Mesh] OR Graft-Versus-Host Disease OR 

Disease, Graft-Versus-Host OR Diseases, Graft-Versus-Host OR Graft 

Versus Host Disease OR Graft-Versus-Host Diseases OR Runt Disease OR 

Disease, Runt OR Graft-vs-Host Disease OR Disease, Graft-vs-Host OR 

Diseases, Graft-vs-Host OR Graft-vs-Host Diseases OR Homologous 

Wasting Disease OR Disease, Homologous Wasting OR Disease, Graft Versus 

Host OR Diseases, Graft Versus Host OR Graft Versus Host Diseases OR 

Disease, Graft vs Host OR Diseases, Graft vs Host OR Graft vs Host Diseases 

OR allogeneic disease OR gvhd OR graft host reactivity OR graft-versus-

host reaction OR reaction, graft-versus-host OR graft-vs-host reaction OR 

reaction, graft-vs-host OR graft vs host reaction OR runting disease OR 

runting syndrome OR transplantation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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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과정의 보고는 PRISMA(The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기준36을 사용하였다. 

두 명의 독립적인 연구자가 논문 선별에 참여하였다. 논문의 

포함기준은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후 IL-10 유전적 다형성과 GVHD 

위험도를 평가한 코호트 연구이면서 오즈비(odds ratio, OR)를 

산출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포함한 논문이었다. 논문이 original 

article이 아닌 Review, abstracts, conference proceedings, 

unpublished reports일 경우에는 제외하였다. 논문포함기준에 따라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바탕으로 논문을 선별하였고 1차 선별된 

논문들은 2차로 논문전문을 확인하여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였다.  

 

2.2 자료 추출 

 

선별된 논문에서 두 명의 독립적인 연구자가 자료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저자, 출판년도, 논문제목, 저널, 

저자의 국가, 인종, 연구디자인, 환자와 공여자의 수, 나이, 성별, 

기저질환, 성별불일치의 수, HLA 적합도, 공여자와 수여자와의 

관계, 줄기세포의 기원, GVHD 등급(grade) 기준, 환자의 급성 

GVHD 등급, 전처치요법, GVHD 예방 요법, 유전형분석방법, 

HWE(Hardy-Weinberg equilibrium) 결과. 자료 추출은 지정된 

양식(Appendix 1)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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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질평가 

 

포함논문의 질평가 역시 두 명의 독립적인 연구자가 수행하였다. 

질평가도구로써 NOS (The Newcastle-Ottawa Quality 

Assessment Scale for cohort studies)37를 사용하였다.(Appendix 

2) 논문의 질은 선별, 비교, 노출의 세가지 측면에서 별을 받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4 통계 분석 

 

추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유전자의 영향 산출을 위해 95% 

신뢰구간과 함께 OR이 계산되었다. 사용한 유전 모델은 Dominant, 

recessive, additive 모델이었다.38 논문의 이질성은 Q 통계를 

사용한 χ2 검정을 통해 평가 되었고 I2 측정치로 표현되었다.39,40 

메타 분석시 논문의 이질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Mantel-

Haenszel fixed effects model,41 이질성이 존재할 경우에는 

DerSimonian and Laird random-effect model42이 사용되었다. 

출판비뚤림(publication bias) 검정에는 funnel plot test, the 

Begg`s method43 and the Egger`s linear regression test44가 

사용되었고 p < 0.05 인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출판비뚤림이 

있는 것으로 고려되었다. 더불어,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시행하였다. 하위그룹분석(subgroup analysis)으로는 

인종이 Caucasian인 연구와 아닌 연구를 비교하여 수행하였다. 

메타분석에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Comprehensive Me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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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Version 2; Biostat, Englewood, NJ)였다. 모든 통계적 

분석은 양측 검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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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3.1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175건의 논문이 검색되었고 Hand 

searching을 통해 1건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논문선별과정에서 

독립적인 두 명의 저자가 같은 논문을 포함논문에 분류할 

Kappa값은 0.6으로 good agreement에 해당하였다.45 최종 

메타분석에 포함된 논문은 11건으로 3588명의 수여자와 3221명의 

공여자의 자료를 포함하였다. 논문의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3.2 메타 분석의 결과 

 

3.2.1. IL-10 -1082 G>A polymorphism (rs1800896) 

 

5개의 논문이 본 분석에 포함되었다. Recipient additive model 

에서 AA genotype이 grade III-IV aGVHD의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Figure 2, AA vs. GG: OR = 0.770, 95% CI = 0.579-1.023, 

p=0.071) Recipient dominant, recessive model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Donor의 경우 어떠한 모델에서도 

유의한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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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IL-10 -819 C>T polymorphism (rs1800871) 

 

총 4개의 논문이 -819 locus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분석에 

이용되었다. Recipient dominant model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Grade I-IV (Figure 3, OR = 2.722, 95% CI = 

1.360-5.450, Heterogeneity; Chi2=0.597, I2=0%, p=0.005) 와 

grade II-IV (Figure 4, OR = 2.265, 95% CI = 1.015-5.053, 

Heterogeneity; Chi2=6.798, I2=55.9%, p=0.046) 에서 모두 CC 

genotype을 가진 Recipient가 유의하게 aGVHD risk가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인종간 하위그룹 분석을 시행한 결과에서 Non-

caucasian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5.686의 높은 odds ratio를 

보이며 CC genotype을 가진 Recipient가 grade II-IV aGVHD 

risk가 더 높음을 보였다. (95% CI=2.243-14.417, 

Heterogeneity; Chi2=0.563, I2=0%, p=0.0003) Recipient 

recessive, additive model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Donor의 분석에서도 CC genotype을 가진 Donor로부터 

이식받은 Recipient에서 aGVHD risk가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Grade I-IV (Figure 5, OR = 2.306, 95% CI = 1.168–

4.551, Heterogeneity; Chi2=0.974, I2=0%, p=0.016) 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grade II-IV (Figure 6, OR = 1.506, 95% 

CI = 0.929-2.442, Heterogeneity; Chi2=3.059, I2=1.9%, 

p=0.097)의 경우 risk가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Grade II-IV 

에 대하여 인종간 하위그룹 분석결과 Non-caucasian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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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에서도 2.419의 odds ratio를 보이며 CC genotype을 가진 

Donor로부터 이식받은 Recipient가 aGVHD risk가 더 높음을 

보였다. (95% CI=1.083-5.400, Heterogeneity; Chi2=0.001, 

I2=0%, p=0.031) Donor recessive, additive model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3.2.3. IL-10 -592 C>A polymorphism (rs1800872) 

 

5개의 논문으로부터 자료를 분석하였다. Recipient dominant 

model에서 CC genotype이 grade II-IV aGVHD의 risk를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7, OR = 1.999, 95% CI = 

1.230-3.250, Heterogeneity; Chi2=5.366, I2=44.1%, p=0.005) 

Non-caucasian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 하위분석 한 결과에서도 

grade II-IV aGVHD risk가 CC genotype인 Recipient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OR=5.076, 95% 

CI=1.903-13.535, Heterogeneity; Chi2=0.416, I2=0%, 

p=0.001) Recipient recessive, additive model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Donor의 genotype에 따른 결과에서는 어떠한 모델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없었지만 유일하게 non-caucasian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 하위분석 한 결과에서 CC genotype인 

donor로부터 이식받은 환자에서 grade II-IV aGVHD 의 risk가 

증가하는 경향은 확인하였다. (OR = 1.981, 95% CI = 0.885-

4.432, p=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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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민감도 분석과 출판 비뚤림 검정 

 

개별 연구의 odds ratio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어떠한 한 개의 연구를 

제외하고 메타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결과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출판비뚤림(Publication bias)의 존재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Begg`s funnel plot을 사용하였을 때 모든 비교 model에서 

시각적으로 확실한 비대칭성을 확인 할 수 없었으며, Egger`s 

test에서도 출판비뚤림의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16 

 

4.  논의 및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IL-10 promoter 유전적 다형성이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후 급성 이식편대숙주반응의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시 

수여자와 공여자의 IL-10 promoter 유전적 다형성에 따른 급성 

이식편대숙주반응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첫 

메타분석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출판된 연구들의 

자료를 IL-10 promoter 유전자의 3개의 SNP에 따른 급성 GVHD 

발생의 오즈비로 통합하여 유전적 다형성과 질병의 연관성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819 C>T (rs1800871)에서 수여자와 

공여자 모두 CC genotype을 가진 경우와 -592 C>A 

(rs1800872)에서 수여자가 CC genotype을 가진 경우에 급성 

이식편대숙주반응의 위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여 CC genotype이 유의한 위험인자임을 밝혔다. -891와 -

592의 두 locus에서 LD block을 형성하여 haplotype이 C-C 또는 

T-A 로 존재한다고 밝혀진 것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결과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IL-10 생산은 유전적으로 결정되고 특히 promoter에서의 

조절에 따라 전사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은 이전 연구에서 

보고되었다.46 IL-10 -592 polymorphism으로 A allele을 가지는 

경우 IL-10 mRNA가 더 낮게 발현되고 더 적은 IL-10의 

생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18 또한, -819와 -592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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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us에서 각각 C allele을 가지는 경우 C-C haplotype이 

구성되고 C-C haplotype이 IL-10을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여러 

이전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17,19,20 IL-10 생산에 따라 질병의 

진행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 연구로서 Hempel L, et al. (1997)16는 

패혈증 또는 grade II 이상의 GVHD와 같은 이식 후 심각한 

합병증이 있는 환자에서 보이는 IL-10의 증가된 생산이 

면역마비(immune-paralysis)까지 이르도록 하고 환자의 임상적 

병의 진행 및 치명적 치료결과와 연관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LE)와 

염증성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과 같은 

면역질환과 IL-10의 SNP의 관계에 대한 최근의 메타분석 

결과에서도 높은 IL-10의 생산과 관계된 allele이 질환의 감수성의 

유전적 위험인자가 되는 것이 밝혀 졌듯이47,48 본 연구 결과에서도 

높은 IL-10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SNP이 GVHD의 유전적 

위험인자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819 C>T polymorphism (rs1800871)에서 donor 

dominant model의 결과 CC genotype을 가진 donor로부터의 

이식이 grade I-IV risk의 상승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grade II-IV aGVHD에 대하여는 

경향성만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grade I aGVHD의 진단이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급성 GVHD로 진단된 모든 I-IV grade에 대한 

분석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CC genotype이 위험도를 높인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특히 GVHD와 병태생리학적 기전이 유사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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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면역질환인 systemic sclerosis의 감수성에 미치는 IL-10 

-819 C>T polymorphism의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C allele을 

가지는 것이 systemic sclerosis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결과49를 

보인 것을 고려했을 때에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1082 G>A (rs1800896)과 aGVHD의 관계가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결과를 얻었고 이를 통해 rs1800896의 

단일염기다형성은 단독으로는 aGVHD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SNP외의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임상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aGVHD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해야 하겠다. 

 

인종간 allele frequency가 다르고 이에 따른 haplotype 

distribution도 다르다는 선행 연구19를 근거로 하위그룹분석을 

시행한 결과 non-Caucasian군에서 aGVHD 위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IL-10 promoter 유전자의 

인종간 allele frequency에 대해 밝히고자 한 몇몇 연구들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 dominant allele이 확립되지는 않아 allele 

frequency에 따른 인종간 aGVHD 결과와의 연관성 분석은 

시행하지 못하였다.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들 중에서 Asian과 

Brazilian 등을 함께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기에 메타 분석시 개별 

연구 내의 자료를 인종별로 따로 분석할 수 없었던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하겠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819 C>T polymorp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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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1800871)과 -592 C>A polymorphism (rs1800872) 에서 

각각 C allele을 가진 C-C haplotype이 aGVHD에 대한 위험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나 각각의 locus에 대하여 분석한 본 

연구결과만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인종간 

haplotype별로 분석 가능한 많은 환자를 포함한 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겠다. 

 

메타 분석에 포함되었던 연구에서 GVHD 예방 요법이 주로 

Cyclosporin(CsA)과 Methotrexate(MTX)의 병용요법 이거나 

Cyclosporin(CsA)과 Mycophenolate mofetil(MMF)의 

병용요법이었다.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시 두 가지 요법을 사용한 

경우 비슷한 GVHD 발생률을 보인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으므로50-54 GVHD 예방요법의 이질성에 따른 본 

연구결과에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IL-10 유전적 다형성이 GVHD 병태생리와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반 연구로서 GVHD에 대한 세포타겟 

면역치료제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상에서 GVHD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유의한 유전적 위험인자의 확립에 본 

연구결과를 포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수여자의 경우 이식전 위험도 평가 과정을 통해 높은 위험도를 

가진 환자에게서 집중적인 GVHD 예방 요법을 적용하는 전략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여자의 경우 여러 공여자의 이식 

적합도 검사 수행시 유전적 선별과정에서 하나의 위험인자로서 CC 

genotype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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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발전적인 GVHD 예방 요법 수립을 위해 IL-10 

신호전달체계에서 영향력있는 단일염기변이의 추가적인 발견 및 

통합적인 치료결과와의 분석도 필요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장점은 메타 분석에 포함된 연구의 수와 n수가 

충분하여 통계적 검정력을 향상시켰으며 포함된 연구의 질이 

기준에 합당하였고 출판비뚤림이 없음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몇의 한계점을 지닌다. 메타분석이기에 가질 수 

밖에 없는 한계점으로는 연구간 이질성이 존재한다는 점과 논문 

선별 과정에서의 선별 bias가 존재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간 이질성에 따른 bias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이질성의 유무에 따라 다른 model을 적용하였고 논문 선별과정에서 

kappa 값을 계산하여 논문선별과정의 저자의 주관적인 판단 정도를 

추측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good agreement에 해당하는 값을 

얻었으므로 이에 따른 영향은 작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의 본 

연구의 특이적인 한계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될 수 있다. 

먼저, haplotype 분석을 수행한 연구가 메타분석에 포함되지 않아 

haplotype 별 메타분석 수행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포함논문들에서 

자료 추출에의 한계점으로 인해 유전자간, 유전자와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분석할 수 없었으며, 주요 유전적 위험인자인 

HLA 항원 합치도 정도에 따라 IL-10 유전적 다형성의 영향을 

분석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증가된 IL-10이 보상적 면역조절 

기전인지가 각 연구에서 배제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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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메타분석은 IL-10 -819 CC genotype과 IL-10 -592 CC 

genotype이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서 급성 GVHD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유전적 결정인자를 

고려한 개인화된 GVHD 예방 및 치료전략을 수립하여 환자의 

치료결과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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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ies included in meta-analysis 

 

  Author Year Country  Ethnicity  

No. 

of 

R 

No. 

of D 

Genotyping  

method  

Studied IL-10 

SNPs  

Conformity 

with the 

HWE  

Type 

of 

donor 

Conditioning 

regimen 
GVHD Prophylaxis regimen 

1 Xiao 2011 China Non-Caucasian 138 138 SNaPshot  -1082,-819,-592  Yes  MUD MA, RIC CsA + MTX + MMF 

2 Resende  2010 Brazil Non-Caucasian  58 58 PCR-SSP -1082 N/A  Mixed MA, RIC CSA + (MTX or MMF) 

3 Tseng 2009 USA N/A  936 936 PCR/RFLP 
-3575,-2763, 

-1082,-592  
N/A  MUD MA CsA + MTX 

4 Sivula  2009 Finland Caucasian  309 309 PCR/RFLP -1082,-592  N/A  MRD MA, RIC CsA + (MTX or MMF) ± mPD 

5 Azarpira 2008 Iran Non-Caucasian  18 18 PCR/RFLP -1082,-819,-592  Yes  MRD MA, RIC CsA + MTX 

6 Bertinetto  2006 Italy Caucasian  77 77 
Direct  

sequencing 
-1082,-819,-592  Yes  MRD MA, RIC CSA + (MTX or MMF) 

7 Lin 2005 USA Mixed  953 953 PCR/RFLP -592 N/A  MRD MA CsA + MTX 

8 Mullighan  2004 Australia Caucasian  160 160 PCR-SSP 
-1082,-819,-

592,haplotype  
Yes  MRD MA CsA ± MTX 

9 Lin 2003 USA Mixed  993 993 PCR/RFLP 
-3575,-2763, 

-1082,-592  
Yes  MRD N/A  CsA + MTX 

10 Rocha 2002 France Caucasian  107 107 PCR-SSP -1082 N/A  MRD MA CsA + MTX 

11 Cavet  1999 USA N/A  144 144 
PCR-SSP, 

AS-PCR 
-1082,-1064  Yes  MRD MA CsA + MTX 

                          

 

* R: Recipient, D: Donor, N/A: Not Available, MRD: matched related donor, MUD: matched unrelated donor, MA: Myeloablative, RIC: reduced-intensity conditioning, CsA: 

Cyclosporin, MTX: Methotrexate, MMF: mycophenolate mofetil, mPD: methylpredniso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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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ta-analysis of associations between the IL-10 -1082 G>A polymorphism and aGVHD risk. 

 

Grade genotype 
genetic 

model 
population model 

no of 

study 

Test of association 
 

Heterogeneity 

MH OR ( 95% CI ) Z-value p-value   p-value I2 (%) 

Donor                                   

I-IV A GG dominant All Fixed 2 0.800  ( 0.502  - 1.275  ) -0.937  0.349  
 

0.722  0 

I-IV AA G recessive All Fixed 4 0.896  ( 0.593  - 1.352  ) -0.523  0.601  
 

0.536  0 

I-IV 
   

Caucasian Fixed 2 0.801  ( 0.509  - 1.262  ) -0.955  0.340  
 

0.394  0 
I-IV 

   
non-Caucasian Fixed 2 1.527  ( 0.575  - 4.057  ) 0.849  0.396  

 
0.835  0 

I-IV AA GG additive All Fixed 2 0.703  ( 0.403  - 1.226  ) -1.241  0.215  
 

0.774  0 

II-IV A GG dominant All - 1 0.628  ( 0.293  - 1.343  ) -1.200  0.230  
 

- - 
II-IV AA G recessive All Fixed 5 1.204  ( 0.728  - 1.993  ) 0.724  0.469  

 
0.110  46.884  

II-IV 
   

Caucasian Random  2 1.068  ( 0.273  - 4.181  ) 0.094  0.925  
 

0.033  77.889  

II-IV 
   

non-Caucasian Fixed 3 1.690  ( 0.701  - 4.073  ) 1.169  0.242  
 

0.272  23.136  

II-IV AA GG additive All - 1 0.466  ( 0.176  - 1.230  ) -1.542  0.123  
 

- - 

III-IV A GG dominant All Random  5 0.732  ( 0.398  - 1.348  ) -1.001  0.317  
 

0.007  71.573  

III-IV AA G recessive All Fixed 5 0.860  ( 0.673  - 1.098  ) -1.208  0.227  
 

0.387  3.401  
III-IV AA GG additive All Fixed 5 0.850  ( 0.630  - 1.147  ) -1.063  0.288  

 
0.140  42.285  

Recipient 
                

I-IV A GG dominant All Fixed 2 0.903  ( 0.557  - 1.465  ) -0.413  0.679  
 

0.578  0 

I-IV AA G recessive All Fixed 4 0.778  ( 0.529  - 1.143  ) -1.279  0.201  
 

0.404  0 

I-IV 
   

Caucasian Fixed 2 0.828  ( 0.529  - 1.295  ) -0.829  0.407  
 

0.167  47.614  

I-IV 
   

non-Caucasian Fixed 2 0.652  ( 0.303  - 1.403  ) -1.094  0.274  
 

0.367  0 

I-IV AA GG additive All Fixed 2 0.794  ( 0.453  - 1.391  ) -0.807  0.419  
 

0.683  0 

II-IV A GG dominant All Fixed 2 0.740  ( 0.408  - 1.343  ) -0.989  0.323  
 

0.223  32.712  

II-IV AA G recessive All Fixed 5 0.854  ( 0.541  - 1.347  ) -0.679  0.497  
 

0.229  28.868  

II-IV 
   

Caucasian Random  2 1.260  ( 0.389  - 4.085  ) 0.385  0.700  
 

0.063  71.072  

II-IV 
   

non-Caucasian Fixed 3 0.579  ( 0.286  - 1.173  ) -1.517  0.129  
 

0.926  0 

II-IV AA GG additive All - 1 0.795  ( 0.311  - 2.034  ) -0.478  0.633  
 

- - 

III-IV A GG dominant All Fixed 5 0.820  ( 0.645  - 1.041  ) -1.629  0.103  
 

0.450  0 

III-IV AA G recessive All Fixed 5 0.850  ( 0.677  - 1.066  ) -1.406  0.160  
 

0.422  0 

III-IV AA GG additive All Fixed 5 0.770  ( 0.579  - 1.023  ) -1.806  0.071a 
 

0.654  0 

                                    

a: 0.05<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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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ta-analysis of associations between the IL-10 -819 C>T polymorphism and aGVHD risk. 

Grade genotype 
genetic 

model 
population model 

no of 

study 

Test of association 
 

Heterogeneity 

MH OR ( 95% CI ) Z-value p-value   p-value I2 (%) 

Donor 
                 

I-IV CC T dominant All Fixed 2 2.306  ( 1.168  - 4.551  ) 2.408  0.016a 
 

0.324  0 

I-IV C TT recessive All - 1 0.439  ( 0.051  - 3.799  ) -0.748  0.455  
 

- - 

I-IV CC TT additive All - 1 0.533  ( 0.061  - 4.698  ) -0.566  0.571  
 

- - 

II-IV CC T dominant All Fixed 4 1.506  ( 0.929  - 2.442  ) 1.661  0.097b 
 

0.383  1.936  

II-IV 
   

Caucasian Fixed 2 1.138  ( 0.617  - 2.101  ) 0.414  0.679  
 

0.336  0 

II-IV 
   

non-Caucasian Fixed 2 2.419  ( 1.083  - 5.400  ) 2.155  0.031a 
 

0.977  0 

II-IV C TT recessive All - 1 0.764  ( 0.163  - 3.575  ) -0.342  0.732  
 

- - 

II-IV CC TT additive All - 1 0.865  ( 0.182  - 4.106  ) -0.182  0.856  
 

- - 

III-IV CC T dominant All - 1 1.182  ( 0.422  - 3.308  ) 0.318  0.750  
 

- - 

III-IV C TT recessive All - 1 1.605  ( 0.184  - 14.004  ) 0.428  0.669  
 

- - 

III-IV CC TT additive All - 1 1.636  ( 0.185  - 14.479  ) 0.443  0.658  
 

- - 

Recipient 
                 

I-IV CC T dominant All Fixed 2 2.722  ( 1.360  - 5.450  ) 2.827  0.005a 
 

0.440  0 

I-IV C TT recessive All - 1 0.371  ( 0.044  - 3.091  ) -0.917  0.359  
 

- - 

I-IV CC TT additive All - 1 0.523  ( 0.061  - 4.490  ) -0.590  0.555  
 

- - 

II-IV CC T dominant All Random 4 2.265  ( 1.015  - 5.053  ) 1.997  0.046a 
 

0.079  55.867  

II-IV 
   

Caucasian Fixed 2 1.382  ( 0.773  - 2.470  ) 1.092  0.275  
 

0.974  0 

II-IV 
   

non-Caucasian Fixed 2 5.686  ( 2.243  - 14.417  ) 3.662  0.0003a 
 

0.453  0 

II-IV C TT recessive All - 1 0.509  ( 0.121  - 2.133  ) -0.924  0.355  
 

- - 

II-IV CC TT additive All - 1 0.592  ( 0.139  - 2.528  ) -0.708  0.479  
 

- - 

III-IV CC T dominant All - 1 1.442  ( 0.551  - 3.771  ) 0.746  0.455  
 

- - 

III-IV C TT recessive All - 1 0.500  ( 0.116  - 2.151  ) -0.931  0.352  
 

- - 

III-IV CC TT additive All - 1 0.594  ( 0.136  - 2.602  ) -0.692  0.489  
 

- - 

                                    

a: p<0.05 
                 

b: 0.05<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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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ta-analysis of associations between the IL-10 -592 C>A polymorphism and aGVHD risk. 

Grade genotype 
genetic 

model 
population model 

no of 

study 

Test of association 
 

Heterogeneity 

MH OR ( 95% CI ) Z-value p-value   p-value I2 (%) 

Donor 
                 

I-IV CC A dominant All Random 3 1.487  ( 0.732  - 3.018  ) 1.097  0.272  
 

0.095  57.447  

I-IV C AA recessive All Fixed 2 0.730  ( 0.301  - 1.769  ) -0.697  0.486  
 

0.591  0 

I-IV CC AA additive All Fixed 2 0.751  ( 0.304  - 1.856  ) -0.620  0.535  
 

0.723  0 

II-IV CC A dominant All Fixed 4 1.394  ( 0.857  - 2.266  ) 1.338  0.181  
 

0.443  0 

II-IV 
   

Caucasian Fixed 2 1.138  ( 0.617  - 2.101  ) 0.414  0.679  
 

0.336  0 

II-IV 
   

non-Caucasian Fixed 2 1.981  ( 0.885  - 4.432  ) 1.664  0.096b 
 

0.440  0 

II-IV C AA recessive All - 1 0.764  ( 0.163  - 3.575  ) -0.342  0.732  
 

- - 

II-IV CC AA additive All - 1 0.865  ( 0.182  - 4.106  ) -0.182  0.856  
 

- - 

III-IV CC A dominant All Random 5 0.869  ( 0.606  - 1.245  ) -0.768  0.443  
 

0.034  61.672  

III-IV C AA recessive All Random 5 0.555  ( 0.225  - 1.367  ) -1.280  0.201  
 

0.000  81.990  

III-IV CC AA additive All Random 5 0.547  ( 0.209  - 1.429  ) -1.232  0.218  
 

0.000  82.877  

Recipient 
                

I-IV CC A dominant All Random 3 1.650  ( 0.745  - 3.658  ) 1.234  0.217  
 

0.060  64.422  

I-IV C AA recessive All Fixed 2 0.603  ( 0.255  - 1.425  ) -1.153  0.249  
 

0.595  0 

I-IV CC AA additive All Fixed 2 0.650  ( 0.268  - 1.574  ) -0.955  0.340  
 

0.820  0 

II-IV CC A dominant All Fixed 4 1.999  ( 1.230  - 3.250  ) 2.794  0.005a 
 

0.147  44.095  

II-IV 
   

Caucasian Fixed 2 1.382  ( 0.773  - 2.470  ) 1.092  0.275  
 

0.974  0.000  

II-IV 
   

non-Caucasian Fixed 2 5.076  ( 1.903  - 13.535  ) 3.246  0.001a 
 

0.519  0.000  

II-IV C AA recessive All - 1 0.509  ( 0.121  - 2.133  ) -0.924  0.355  
 

- - 

II-IV CC AA additive All - 1 0.592  ( 0.139  - 2.528  ) -0.708  0.479  
 

- - 

III-IV CC A dominant All Random 5 1.211  ( 0.851  - 1.724  ) 1.065  0.287  
 

0.015  67.437  

III-IV C AA recessive All Random 5 1.056  ( 0.505  - 2.208  ) 0.146  0.884  
 

0.005  72.967  

III-IV CC AA additive All Random 5 1.115  ( 0.496  - 2.504  ) 0.263  0.792  
 

0.002  76.627  

                                    

a: p<0.05 
                

b: 0.05<p<0.1 
               



34 

 

 

[Figure 1] Flow diagram of the study sele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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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Odds ratios(ORs) for associations  

between grade III-IV aGVHD risk and IL-10 -1082 G>A 

polymorphism (AA vs. GG) in recip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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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Odds ratios(ORs) for associations  

between grade I-IV aGVHD risk and IL-10 -819 C>T 

polymorphism (CC vs. CT+TT) in recip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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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Odds ratios(ORs) for associations  

between grade II-IV aGVHD risk and IL-10 -819 C>T 

polymorphism (CC vs. CT+TT) in recip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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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Odds ratios(ORs) for associations  

between grade I-IV aGVHD risk and IL-10 -819 C>T 

polymorphism (CC vs. CT+TT) in don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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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Odds ratios(ORs) for associations  

between grade II-IV aGVHD risk and IL-10 -819 C>T 

polymorphism (CC vs. CT+TT) in don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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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Odds ratios(ORs) for associations  

between grade II-IV aGVHD risk and IL-10 -592 C>A 

polymorphism (CC vs. CA+AA) in recip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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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Data extraction form 

 
Information of research article 

Author   

Year of publication   

Title   

Journal   

Citation   

study design   

Nation of Correspondence   

ethnicity   

Patients information 

D/R number age mean/median range gender 

            

            

No. of Sex mismatches   

HLA compatibility   

Type of Donor   

source of stem cell BM   PB   CB   

Underlying Disease/Disease state   

Method 

Statistical method   

genotyping method   

Hardy-Weinberg equilibrium   

DNA Extraction   

Endpoint   

Gene   

locus   

Allele   

GVHD information 

GVHD Grading Criteria   

Conditioning Regimen   

GVHD Prophylaxis regimen   

D/R locus genotype/allele No of pts  total No of pts % 
p-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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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Quality assessment tool 

 
NEWCASTLE - OTTAWA QUALITY ASSESSMENT SCALE 

COHORT STUDIES 
 

Note: A study can be awarded a maximum of one star for each numbered item 

within the Selection and Outcome categories. A maximum of two stars can be 

given for Comparability 

 

Selection 

1) Representativeness of the exposed cohort 

a) truly representative of the average ____ (describe) in the community   

b) somewhat representative of the average ________ in the community  

c) selected group of users eg, nurses, volunteers 

d) no description of the derivation of the cohort 

2) Selection of the non exposed cohort 

a) drawn from the same community as the exposed cohort  

b) drawn from a different source 

c) no description of the derivation of the non exposed cohort 

3) Ascertainment of exposure 

a) secure record (eg, surgical records)  

b) structured interview  

c) written self report 

d) no description 

4) Demonstration that outcome of interest was not present at start of study 

a) yes  

b) no 

Comparability 

1) Comparability of cohorts on the basis of the design or analysis 

a) study controls for __________ (select the most important factor)  

b) study controls for any additional factor    

(This criteria could be modified to indicate specific control for a second 

important factor.)  

 

Outcome 

1) Assessment of outcome  

a) independent blind assessment   

b) record linkage  

c) self report  

d) no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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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as follow-up long enough for outcomes to occur 

a) yes (select an adequate follow up period for outcome of interest)  

b) no 

3) Adequacy of follow up of cohorts 

a) complete follow up - all subjects accounted for   

b) subjects lost to follow up unlikely to introduce bias - small number  

lost - > ____ % (select an adequate %) follow up, or description provided  

of those lost)  

c) follow up rate < ____% (select an adequate %) and no description of  

those lost 

d) no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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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Interleukin-10 Promoter gene 

polymorphisms on acute graft-

versus-host disease susceptibility 

Cho In Hye 

Clinical Pharmacy, Department of Pharmac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interleukin-10 (IL-10) is an important immunomodulatory cytokine that 

regulates the effect of other inflammatory mediators in many aspects of 

immune responses. IL-10 promoter gene polymorphic features have been 

documented to contribute to the susceptibility of acute graft-versus-host 

disease (aGVHD). However, results of previous studies are inconsistent and 

inconclusive. 

A meta-analysis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association between the IL-10 

promoter gene polymorphisms in allogeneic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alloHSCT) recipients and donors on the risk of aGVHD. 

 

Methods: 

Up to August 2012, databases including MEDLINE, EMBASE and Coch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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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were searched to access the relevant genetic association studies. A 

total of 11 studies that referred IL-10 promoter gene polymorphisms on 

aGVHD susceptibility were identified. The effect of the IL-10 genetic 

polymorphisms on aGVHD risk (grades I-IV, II-IV, and III-IV) were 

estimated from odds ratios (OR) with 95% confidence intervals (CI) for the 

dominant genetic model, recessive model and additive genetic model, 

respectively. 

 

Results: 

IL-10 -819 CC genotype in recipients was associated with the increased 

aGVHD risk when compared with CT+TT genotype (grade I-IV: OR, 2.722, 

95% CI, 1.360-5.450; grade II-IV: OR, 2.265, 95% CI, 1.015-5.053). 

Furthermore, patients who received grafts from donors with the IL-10 -819 

CC genotype experienced more frequent aGVHD (grade I-IV: OR, 2.306, 95% 

CI, 1.168-4.551; grade II-IV: OR, 1.506, 95% CI, 0.929-2.442). Recipients 

with IL-10 -592 CC genotype had an increased risk of grade II-IV aGVHD 

(CC vs. A: OR, 1.999, 95% CI, 1.230-3.250).  

 

Conclusions: 

This meta-analysis found the evidence that the -819C>T CC genotype and -

592C>A CC genotype in both recipients and donors increased the risk of 

aGVHD in allo-HSCT patients. This study`s results could contribute toward 

improving patient outcomes after allo-HSCT by providing insight and 

rationale for the development of novel individualized treatment strategies that 

consider genetic determinants.  

 

Keywords : Interleukin-10, acute graft-versus-host disease, genetic 

polymorphism, meta-analysis, allogeneic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allo-HSCT) 

Student Number : 2011-2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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