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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각막 공여자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고장식염수를
이용한 돼지 각막 탈세포화 방법이 개발되어 이전의 돼지-원숭이간
이종각막이식

연구에서

우수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동종각막이식 전 임시 가교로서 고장식염수 처리 탈세포화 돼지
이종각막을 이식받은 개체에서 동종각막이식 후 이식편에 대한
교차반응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1.5M 고장식염수로 24시간 탈세포 처리한 돼지 부분
층 각막편을 이식받았던 5마리의 중국 붉은털원숭이에서 동종 전층
각막이식을 시행하였다. 이식편의 투명도와 두께, 안압을 지속적으
로 관찰하면서 이식편의 생존 및 조직학적 변화를 평가하였고, 기억
T 세포 및 공여자 특이 항체를 포함한 면역학적 프로파일을 말초혈
액에서 관찰 분석하였다. 이종 항원에 대한 수용자의 감작이 동종
항원에 대한 교차반응을 유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 실험들을
시행하였다. (i) 단방향 혼합림프구반응: 이종이식을 받은 개체들과
받은 적이 없는 개체들에서 얻은 말초혈액단핵구를 각각 서로 무관
한 동종 개체들의 말초혈액단핵구와 함께 배양한 후 증식 반응의
차이를 분석했다. (ii) 패널 반응 항체: 서로 무관한 5마리 원숭이의
말초혈액단핵구로 구성한 패널과 이종이식을 받기 전과 받은 후 얻
i

은 혈장의 항체가 서로 결합하는 정도를 비교 분석했다.
결과: 초급성 거부반응이나 급성 거부반응은 동종각막이식 후 첫 1
달 이내에 어느 개체에서도 관찰되지 않았다. 경과 관찰 중 2 개체
(40%)에서 4-6주째 중심각막두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지속적인
이식편 부종 및 혼탁이 나타나, 5-7주째 이식 실패 상태가 되었다.
이식 실패 조직편에서는 CD4 T 세포나 CD68 대식세포 등의 각막
실질내 침윤이 관찰되었다. 혼합림프구반응에서 동종항원에 대한 반
응은 이종항원에 감작된 개체들과 이종이식을 받은 적이 없는 개체
들 사이에 차이가 없었으나, CD4 및 CD8 세포 아형별로 추가 분석
시 단지 CD4 T 세포에서만 이종항원에 감작된 개체들에서 동종항원
에 대한 반응 증가가 관찰되었다. 한편 이식 후 기억 T 세포 변화를
분석해 보면 술후 초기 주로 효과기 기억 CD8 T 세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종 패널에 반응하는 면역글로불린 G 항체는 이
종이식 후 증가하지 않았고, 이식편 실패 여부와 관계없이 공여자
특이 항체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 탈세포화 돼지각막은 동종 항원에 대한 교차 반응성을 전체적
으로 증가시키지 않았으며, 이 결과는 탈세포 돼지각막을 이용한 이
종이식이 동종각막이식 전 임시 가교로서 시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ii

주요어: 동종각막이식의 가교, 교차반응, 탈세포화 돼지각막, 이종각
막이식
학번: 2013-30563

iii

표 목 차

Table 1. Summary of recipients, donors and surgical histories

17

Table 2. Previous reports on the allo-regraft survival in penetrating keratoplasty

28

iv

그 림 목 차

Figure 1. Analyses of proliferation of responder cells using carboxyfluorescein succinimidyl ester labeling in mixed lymphocyte reaction 18
Figure 2. Gating scheme for the analyses of memory T-cell subsets 19
Figure 3. Clinical outcomes of corneal allotransplantation after xenobridging

29

Figure 4. Changes in central corneal thickness

30

Figure 5. Survival curve of allografts after xenobridging

31

Figure 6. Histological findings of rejected versus surviving corneal
allografts

32

Figure 7.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CD4, CD20 and CD68
in rejected versus surviving corneal allografts

36

Figure 8. Mixed lymphocyte reaction (MLR)

37

Figure 9. Change in panel-reactive Ig G antibody

41

Figure 10. Memory T-cell changes

42

Figure 11. Change in donor rhesus-specific antibody

44

v

목 차

I. 서론 ………………………………………………………………

1

II. 연구 대상과 방법 ……………………………………………… 6
III. 연구 결과 ……………………………………………………… 20
IV. 고찰 ……………………………………………………………… 45
V. 결론 ……………………………………………………………… 51
참고문헌 …………………………………………………………… 52
Abstract …………………………………………………………… 58

vi

Ⅰ. 서론
이식에 필요한 공여 장기의 부족은 말기 장기부전 환자들에게
시행되는 동종장기 이식의 심각한 제한 요인이 되고 있다.1,

2

장기

이식관리센터(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KONOS)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이식 대기자와 이식 건수 사이 불균형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13 년 이식 건수는 3,795 건으로 대기자 26,036 명의
14.6% 밖에 되지 못하고 있다.2,

3

이종장기이식은 거부반응 및 인수

공통감염 등의 문제를 극복한다면 이러한 장기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빠르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번식 및 대량
공급에 유리한 돼지가 유용한 장기 공급원으로 연구돼 왔다.1,

2

이에

따라 돼지 세포에서 발현되는 당화 항원결정기(Glycosylated epitope)
인 α-Gal(Galactose-α-1,3-galactose)을 만드는 효소인 α-Gal 전이효소
(α-1,3-galactosyltransferase) 유전자가 결여된(GTKO) 돼지가 생산
되었고, 최근에는 초급성 거부반응 등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유전자
조작 돼지들도 계속 연구 생산되고 있다.1,

4, 5

그동안 여러 돼지 장기

또는 조직 중 특히 제 1 형 당뇨병 치료를 위한 이종췌도이식 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었는데,6 뉴질랜드에서 이미 정부 승인 아래
임상연구가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국제이종이식학회 (International
Xenotransplantation Association)에서도 이종췌도이식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윤리 및 규제에 대한 합의를 정리하여 2009 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7,

8

국내에서는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에서 임상시험
1

시행을 목표로 최소면역억제 프로토콜에 기반한 돼지-원숭이간 이종
췌도이식 연구를 진행 중이다.9
각막의 경우도 국내 공여자가 많이 부족하여 각막이식이 필요한
각막 실명 환자들이 제때에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 KONOS
집계에 의하면 2013 년 국내 각막 기증자는 278 명에 불과한 반면,
국내 각막이식 대기자는 1,626 명, 대기일은 평균 2,001 일에 이르고
있다.3 이 경향은 인구의 고령화, 각막굴절수술의 증가, 전염성 질환
증가 등으로 인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4 이에 안정적인
각막 공급을 위해서 인간 각막의 대체물로서 이종각막이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나,

이종각막이식의

아직

국내외적으로

공급원으로

역시

결과가

돼지를

부족한

주목하게

상황이다.

되는데

인간

각막과 물리적, 광학적 특성이 유사하여 이식하기 쉽고, 이미 다른
장기 공급을 위해 유전자 조작 돼지도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4,

10

또 각막이식에 사용되는 중심부 각막에서는 α-Gal 발현이 주로 각막
앞쪽 실질에 국한되어 타장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4,

10-12

사실 최초로 돼지 각막을 인간에 이식했던 것은 19 세기

Kissam 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당시 수술 2 주만에 이식편 부전
상태에 도달하였다.13 이후 토끼 등 이종 각막을 이용한 각막이식이
19~20 세기에 걸쳐 계속 시도되었으나 대부분 실패하였고, 동종각막
보다 더 빨리 거부반응이 일어났다.14 현재 세계적으로 이종각막이식
연구는 한국, 중국, 미국, 프랑스 등의 소수 연구진들에 의해서만

2

진행되고 있으며, 전임상 실험 혹은 그 전단계에 머물러 있다.
2007 년에는 중국에서 돼지-원숭이간 이종각막이식을 시행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당시 부분층 이식군은 3 개월 이상, 전층 각막이식 뒤
스테로이드 결막하주사를 병행한 군은 4 개월 이상 이식편 생존을
보고하여 임상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험에 사용된
이식편의 크기가 6.0mm 지름으로 실제 적용이 어려운 작은 크기였고
이후 결과의 재연에 어려움이 있었다.15
아직 이종각막편의 장기 생존이 충분한 수의 동물에서 확인되지
못하던 중, 본 대학 연구진은 돼지 각막의 면역성을 줄이기 위해
탈세포화 방법을 고안하였다. (국내특허등록 1010298870000, 미국
특허승인 US8313893B2) 돼지각막을 고장식염수(1.5mol NaCl)에 넣고
37℃에서 24 시간 처리한 뒤 0.05% trypsin/ 0.02% EDTA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용액으로 37℃에서 48 시간 처리하고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로 씻어냈고, 처리 후에도 각막 투명성 및
콜라겐 구조가 유지됨을 확인하였다.16 이후 9 마리의 중국 붉은털
원숭이(Rhesus Macaque)를 두 군으로 나누어 한 군은 돼지 생각막을
부분층 이식하였고(n=4), 다른 한 군은 탈세포화 각막을 부분층
이식하였다(n=5). 탈세포화 각막편은 80%가 6 개월 이상 투명하게
유지되었고, 부분층 생각막편도 50%에서 6 개월 이상 생존함을 확인
하였다.17 탈세포화 각막편들은 조직에 흡수되거나 생분해되지 않고
이식된 자리에서 잘 유지되었다.

3

이러한 연구들의 기본 목표는 탈세포화 돼지 부분층 각막을 정상
내피 기능을 갖는 각막 혼탁 환자에 영구적으로 이식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종

조직이

환자들에게 위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성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이종각막이식 임상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돼지
공급, 전임상 효능과 합병증에 관한 자료의 축적, 돼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Porcine Endogenous Retrovirus) 전염 가능성 배제에
관한

안전성

확인,

이종이식

관련

윤리와

제반

규제

정립이

필요하다.18-20 따라서, 이러한 제반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우선
탈세포화 돼지 각막을 차후 동종각막이식을 위한 한시적 가교로서
임상에서 사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각막이 얇아져 데스메막류
(Descemetocele)가

형성되면서

천공이

임박한

응급한

경우에

조심스럽게 적용할 수 있다.19, 20
이와 같은 임상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동종 항원과 이종 항원
사이의 교차 반응이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만약 돼지
이종각막이 계속 생존해 있다면 그것을 인간각막으로 교체할 필요가
없지만, 임상시험 기간 중 이식된 이종각막에 거부반응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인간각막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교 과정에서 이종
항원과 동종 항원 사이에 교차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야 하며, 첫번째
이종각막에 대한 감작이 두번째 동종각막에 대한 급성 거부반응
발생이나 술후 면역 프로파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돼지

4

백혈구항원(SLA, swine leukocyte antigen)과 인간 백혈구항원(HLA,
human leukocyte antigen)은 서열 및 구조상 상당한 정도의 상동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따라서 HLA 특이 항체 중 일부는 SLA 에
교차반응성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동종이식과 이종이식간의
교차반응에 대해서는 아직 그 결론이 분명치 않다. 영국 한 병원의
신장이식

대기자들(n=82)의

항체(Panel

reactive

혈청일수록

돼지

혈청을

높은

antibody)에

림프구와의

분석한

결과

비율로

동종

반응하는

교차적합시험에 더

높은

패널반응
감작된
양성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2 반면 유전자 변형 돼지(Human decayaccelerating factor transgenic pig)로부터 신장이식을 받은 원숭이 (Cynomolgus monkey, n=52)에서 얻은 혈청을 분석한 결과 HLA 와
교차반응이 유발되지 않았다. 이식 전 및 이식 후 부검시(이식 후
평균 20 일) 얻은 혈청을 HLA 와 반응시켰을 때, 이식 전후 모두
HLA 에 결합하는 항체를 발견할 수 없었다.23
한편, 각막은 신장과 달리 무혈관 조직인 데다가 고장식염수로
탈세포화 처리 후 돼지 각막세포에서 SLA 의 발현이 더 감소하는
반면

10, 16, 24

, 이종이식편이 6 개월 이상 장기 생존하기 때문에 이종

이식과 동종이식간 교차반응 유발 가능성에 대해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임시 가교로서 탈세포화 돼지 이종각막을
이식받은 개체에서 동종 각막이식 후 이식편에 대한 교차반응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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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실험 동물 이용에 대한 미국 시과학안과연구학회의 지침
(ARVO Statement for the Use of Animals in Ophthalmic and Visual Research)에 따라 시행되었다. (SNUH-IACUC No. 12-0207)

1. 이종각막이식 후 동종각막이식 시행

1.1 공여자 및 수용자 정보 (Donor and recipient demographics)
공여각막은 중국 붉은털원숭이(Oriental Bio, Seongnam, Korea) 5
마리로부터 이식 2-3일 전에 얻어서 옵티졸(Optisol®; Chiron Ophthalmics, Irvine, CA, USA) 용액에 보관하였다. 수용자로 이용된 붉은털
원숭이 5마리(Rhesus 1-5)는 52~55월령 수컷으로 체중은 4.90~6.42
kg으로 측정되었다.
모든 수용자들은 이전 연구에서 탈세포화 돼지 각막으로 부분층
각막이식(n=5)을 받았으며, 그 지름은 7.5 mm, 깊이는 300 ㎛이었다.
돼지 각막은 특정 병원균 부재 SNU 미니돼지(Specific Pathogen-Free
SNU Miniature pig)에서 얻었다. 이 돼지는 유전 형질 전환을 하지
않은 것으로 김윤범 박사님께서 서울대학교병원 바이오이종장기개발
사업단에 기증해 주신 것을 무균 상태로 번식 사육한 것이다.
이전 연구에서 Rhesus 1은 이종각막편에 대해 술후 49일째 거부
반응을 나타냈고, 이종각막이식 6개월 후에 동종각막이식을 시행했다.
다른 4개체(Rhesus 2-5)에서 탈세포화 돼지 각막은 모두 잘 생존했고,
6

이종각막이식 평균 9개월(7~13개월) 후에 동종각막이식을 시행했다.
(Table 1)
한편 비교를 위해, 다른 실험에서 전층 이종각막이식을 받은
원숭이를 양성 대조군(Positive control, n=3)으로 삼아 임상 양상, 조직
소견 및 면역 반응 분석시 결과를 참고하였다.

1.2 전층 (Full-thickness) 동소 (Orthotopic) 동종각막이식 시행
이전에 이식된 탈세포화 돼지 이종각막편을 모두 포함해 절제하기
위해, 모든 개체에서 큰 직경의 전층 동종각막이식을 시행하였다.
공여각막은 8.5 mm 각막 펀치(Barron vacuum donor cornea punch;
Katena Products, Inc., Denville, NJ, USA)를 이용해 얻었다. 각막
수용자의 각막은 그 중심부를 8.0 mm 각막 원형절제기(Hessburg Barron vacuum trephines; Katena Products, Inc)를 이용해 전층
절제하였다.

동종이식편을

수용부(Recipient

bed)에

위치시킨

뒤

16~24개의 10-0 나일론(Ethilon, Somerville, NJ, USA) 단속봉합으로
고정시켰다. 한편 전층 이종이식 양성 대조군 개체에서는 중심부
각막을 지름 7.5 mm 원형 절제한 뒤, 지름 8.0 mm 전층 돼지 생각막
을 이식하였다.
술후 모든 원숭이 개체들은 점안 항생제(Levofloxacin 0.5%, Cravit®;
Santen Pharm., Osaka, Japan)와 스테로이드(Prednisolone acetate 1%,
Pred Forte®; Allergan, Irvine, CA, USA)를 하루 1번 투여하였다. 결막하
스테로이드 주사(Dexamethasone 1.5mg/0.3ml; JW Pharm., Seoul, Ko7

rea)를 1주 1번 3달간 시행하였고, 근육 스테로이드 주사 (Methyl
prednisolone, Solu-medrol®; Pfizer, NY, USA)를 1 mg/kg/day 로 시작해
0.25 mg/kg/day 용량까지 3주에 걸쳐 감량 중지하였다. 느슨해지거나
신생혈관을 유발하는 각막봉합사는 경과 관찰 기간 중 선택적으로
제거하였다.

1.3 술후 임상 양상 분석 및 조직 염색
각막이식 시행 후 세극등현미경(Slit-lamp biomicroscope)을 사용해
이식편의 투명도, 부종 및 신생혈관 형성 등 거부반응의 징후를
검사하였다. 각막의 혼탁 정도는 다음과 같은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화하였고,25 최소 1 주간 3 단계 이상 혼탁이 있는 경우 이식
실패로 정의하였다.

* 이식편 투명도 단계
- 0 단계: 투명
- 1 단계: 매우 희미한 얕은 표면하 혼탁
- 2 단계: 동공 경계과 홍채가 보이는 경도의 실질 심부 혼탁
- 3 단계: 동공 경계는 보이나 홍채 구조는 모호히 잘 보이지 않는
중등도 심부 혼탁
- 4 단계: 동공과 홍채가 완전히 보이지 않는 심한 전체적인 혼탁

중심각막두께는 초음파 각막두께측정기(Quantel Medical, ClermontFerrand, France)로 매 관찰시마다 5 회 측정한 값의 평균을 기록하여
이식편 부종에 따른 증가 여부를 파악하였다. 안압은 토노펜(Med8

tronic Solan, Jacksonville, FL, USA)을 이용해 측정하였고 이식 후
안압 상승에 따른 이식편 실패 여부를 확인하였다.
Kaplan-Meier 방법을 이용해 이식편의 생존곡선을 구하고 생존
추정치를 얻었다. 또한 비교를 위해 양성 대조군에서 전층 이종
각막편(n=3)의 생존곡선을 함께 표시하였다. (SPSS Statistics Ver. 18.0,
SPSS Inc., Chicago Il, USA)
수용자

원숭이를

희생한

뒤에는

각막을

절제해

조직

염색을

시행하였다. 얻은 조직을 파라핀(Paraffin)에 묻어 4 ㎛ 두께로 얇게
자른

뒤

자일렌(Xylene)으로

파라핀을

제거해

수화(Rehydration)

시키고, 헤마톡실린(Hematoxylin) 및 에오신(Eosin)으로 핵, 세포질을
염색하고 다시 탈수시켰다. (H&E 염색) 전층 이종이식편의 조직도
비교를 위해 함께 관찰하였다.
또한 각막에서 T 림프구(CD4) 및 B 림프구(CD20), 대식세포(CD68)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면역조직화학 염색도 실시하였다. 4 ㎛ 두께로
얇게 자른 조직이 떨어지지 않도록 실란으로 코팅된 슬라이드에
붙이고(Mounting on silane-coated slides), 항원 회복(Antigen retrieval)
을 위해 슬라이드를 항원 회복 용액(pH 9.0; Thermo Scientific, Waltham, MA, USA)에 넣고 97℃에서 30 분간 가열하였다. 비특이적
반응의 차단을 위해 슬라이드를 상온에서 10

분간 단백 차단

용액(Thermo Scientific)에 둔 후 다음과 같은 쥐 항-인간 항체(Mouse
anti-human antibody)들을 일차 항체로 20 분간 처리하였다. (1) CD4
(1:20; Thermo Scientific) (2) CD20 (1:300; Thermo Scientific) (3) C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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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Cell Marque, Freemont, CA) 일차 항체 처리 후 면역
복합체들은 과산화효소(Peroxidase)가 부착된 덱스트란 중합체 시료
(UltraVision labeled polymer system; Thermo Scientific)를 이용해
검출하였다.

2. 면역반응 분석

2.1 혼합림프구반응 (Mixed Lymphocyte Reaction, MLR)
이식편 수용 원숭이 말초혈액단핵구(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 PBMC)의 이종 항원 및 동종 항원에 대한 반응 증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단방향 혼합림프구반응(One-way MLR)을 확인하였다.
동종이식에 거부반응이 없었던 세 개체(Rhesus 2, 3, 5)에서
동종이식이 끝나고 수 개월 뒤 이종 및 동종 항원에 대해 시행하였다.
PBMC 는 SNU 미니돼지 및 붉은털원숭이 말초혈액을 헤파린 처리된
용기에 채혈하여 분리용액(Biocoll separating solution; Biochrom, Cambridge, UK)을 이용해 2500 rpm, 20℃에서 10 분간 밀도기울기
원심분리(Density-gradient centrifugation)를 시행해 분리하였다. 분리된
PBMC 층은 10% 우태아혈청(Fetal Bovine Serum; Life Technologies,
Grand Island, NY, USA)과 1% 페니실린/스트렙토마이신(Penicillin/
Streptomycin; Sigma, St. Louis, MO, USA)이 섞인 RPMI 배지(RPMI
1640; Life Technologies)에 1500 rpm 으로 10℃ 5 분간 다시 원심분리
후 세포수를 계산하였다. 자극세포는 25 ㎍/㎖ 마이토마이신(M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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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in C; Sigma)으로 37℃에 20 분간 전처치를 해 공배양시 증식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공배양시 반응세포 증식을 측정하기 위해 반응
세포에만 CFSE 염색(Carboxyfluorescein Succinimidyl Ester; Molecular
Probes, Inc., Eugene, OR, USA)을 하여 표지하였다. PBMC 2X107 개를
따뜻한 CFSE 완충액(CFSE Buffer+PBS+0.1% Bovine Serum Albumin)
5 ㎖에 넣어 1500rpm 으로 5 분간 원심분리한 뒤, 다시 PBMC 1X107
개를 CFSE 완충액(CFSE Buffer+PBS+0.1% BSA) 1 ㎖로 현탁시켰다.
5mM CFSE 1 ㎕를 추가해 부드럽게 흔들어 섞고 최종 농도가 5uM
CFSE/1 ㎖가 되도록 한 후 차광 상태로 37℃에 10 분간 두었다.
이어서 5 배 용량의 차가운 PBS(+10% FBS)를 첨가해 염색을 멈추고
RPMI 배지에 두었다. 처리가 끝난 자극세포와 반응세포는 1:1(각각
5X105 개)로 96 칸 세포 배양 접시(96-well flat bottom plate)를 사용해
RPMI 1640 배지 200 ㎕(10% FBS+1% Penicillin/ Streptomycin)에
5 일간 공배양하였다.
CFSE 변화는 FACSCanto 유세포분석기(Becton-Dickinson, Mountain View, CA, USA)를 이용해 분석했고, 자극세포에 반응해 증식하여
CFSE 가 감소된 세포가 (CFSElow) 전체 반응세포에서 차지하는 분율
(Percentage, %)로 그 결과를 기록하였다.26 또 형광 물질이 결합된
쥐 항-인간 항체(Fluorescein-conjugated mouse anti-human antibody;
eBioscience, San Diego, CA, USA) CD4-FITC (1:200) 및 CD8-PerCpCy5.5 (1:200)를 이용해 아형별 반응도 살펴보았다.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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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 자 동종 혼합림프구반응 (Third party Allo-MLR)
이종이식을 받은 수용자 원숭이에서 얻은 반응세포(Responder
PBMCs from xeno-sensitized rhesus recipients, n=3)와 연관 없는
제 3 자 원숭이서 얻은 자극세포 (Stimulator PBMCs from third-party
rhesus monkeys, n=3)
2) 음성 대조군 동종 혼합림프구반응 (Negative control Allo-MLR)
이종이식을 받은 적이 없는 원숭이에서 얻은 반응세포(Responder
PBMCs from naive rhesus monkeys, n=3)와 연관 없는 제 3 자
원숭이에서 얻은 자극세포(Stimulator PBMCs from third-party rhesus
monkeys, n=3)
3) 양성 대조군 동종 혼합림프구반응 (Positive control Allo-MLR)
전층

이종이식을

받은

원숭이에서

얻은

반응세포(Responder

PBMCs from full-thickness xeno-sensitized rhesus recipients, n=2)와
연관이 없는 제 3 자 원숭이에서 얻은 자극세포(Stimulator PBMCs
from third-party rhesus monkeys, n=2)
4) 공여돼지 특이 이종 혼합림프구반응 (Donor pig-specific Xeno-MLR)
이종이식을 받은 수용자 원숭이에서 얻은 반응세포(Responder
PBMCs from xeno-sensitized rhesus recipients, n=3)와 공여돼지에서
얻은 자극세포(Stimulator PBMCs from each porcine donor, n=3)
5) 제 3 자 이종 혼합림프구반응 (Third party Xeno-M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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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이식을 받은 수용자 원숭이에서 얻은 반응세포(Responder
PBMCs from xeno-sensitized rhesus recipients, n=3)와 연관 없는
제 3 자 돼지에서 얻은 자극세포 (Stimulator PBMCs from third-party
pigs, n=3)
6) 음성 대조군 이종 혼합림프구반응 (Negative control Xeno-MLR)
이종이식을 받은 적이 없는 원숭이에서 얻은 반응세포(Responder
PBMCs from naive rhesus monkeys, n=3)와 연관이 없는 제 3 자
돼지에서 얻은 자극세포(Stimulator PBMCs from third-party pigs,
n=3)
7) 양성 대조군 이종 혼합림프구반응 (Positive control Xeno-MLR)
전층

이종이식을

받은

원숭이에서

얻은

반응세포(Responder

PBMCs from full-thickness xeno-sensitized rhesus recipients, n=2)와
공여돼지에서 얻은 자극세포 (Stimulator PBMCs from each porcine
donor, n=2)

MLR 은 전층 동종각막이식 후 면역 상태가 안정된 술후 6 개월
이후 평균 9±2 개월째 독립적으로 시행했다. 결과는 평균±표준
오차(Standard Error)로 표시했고, 동종반응(1, 2, 3)과 이종반응(4, 5,
6, 7)을 나누어 각각 군별 비교했다. 독립된 세 군 이상의 비교를
위한 비모수검정 방법으로 Kruskal-Wallis test 를 시행하였고, 유의
수준 0.05 에서 서로 MLR 결과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사후 분석
(Multiple comparison)을 시행하였다. 사후 분석을 위해 독립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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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간 비교를 위한 비모수검정 방법으로 Mann-Whitney U test (= Wilcoxon rank sum test)를 시행하였으며, 전체 유의수준 α (0.05, 제
1 종 오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각 다중검정시 사용할 유의
수준을 Bonferroni correction 에 의해 다음과 같이 보정하였다. α* = α/c
(c: 총 비교 수) 따라서 세 군간 비교 후 사후 다중 검정에서는
유의수준 0.0167(0.05/3), 네 군간 비교 후 사후 다중검정에서는
유의수준 0.008(0.05/6)을 사용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Statistics
(Version 18.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였다.

2.2 패널 반응 항체 분석 (Panel-Reactive Antibody, PRA)
탈세포화 돼지 각막에 대한 수용자의 감작에 의해 동종항원에 대한
교차반응 항체가 증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식받은 원숭이와
무관한 정상 원숭이 5 마리로부터 얻은 PBMC 로 패널을 구성했다.
다섯 개체(Rhesus 1-5)로부터 다음 세 시점 1) 수술 전 2) 부분층
이종이식 2 개월 뒤 3) 뒤이은 전층 동종이식 2 개월 뒤에 혈장을
얻어 패널 PBMC 에 결합하는 면역글로불린 G(Ig G)의 변화를
유세포분석(FACSCalibur; BD Bio- sciences, Mountain View, CA,
USA)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비교를

위해

양성

대조군

한

개체에서 1) 수술 전과 2) 전층 이종이식 후 5 주 뒤에 혈장을 얻어
패널 반응 항체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패널 원숭이의 PBMC(106/100 ㎕)와 수용자 원숭이 혈장(50 ㎕)을
실온에서 30 분간 반응시킨 뒤 토끼 항-인간 항체의 F(ab)’2 (FITC14

conjugated rabbit anti-human Ig G; Dako, Glostrup, Denmark)를 추가
반응시켜, 패널 반응 항체의 농도를 반정량적 평균형광강도(Mean
Fluorescence Intensity, MFI)로 나타냈다.
각 개체별로 세 시점의 MFI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짝지어진
대응되는 세 군의 비교를 위한 비모수검정 방법으로 Friedman test 를
시행하여 유의수준 0.05 에서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차이가 있는
경우 짝지어진 두 표본 사이 비교를 위한 비모수검정법으로 Wilcoxon
signed rank test 를 함께 시행하였고 유의수준은 0.0167(0.05/3)로
하였다. (SPSS Statistics 18.0, 유의수준 0.05)

2.3 면역세포 유세포분석 (Blood immune cell flow cytometry)
기억 T 세포 아형들의 술후 변화를 평가하고 비교하기 위해 다섯
개체 모두에서 PBMC에 대한 유세포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양성
대조군 두 개체의 PBMC 변화도 함께 비교 분석했다. 혈구 부유액을
형광 물질이 결합된 쥐 항-인간 항체(Fluorescein-conjugated mouse
anti-human antibody; all from eBioscience)와 함께 4℃에서 20분간
두었고, 사용된 항체는 다음과 같다. (1) CD4-FITC (1:200) (2) CD8PerCp-Cy5.5 (1:200) (3) CD28-APC (1:200) (4) CD95-PE (1:200)
FACSCanto 유세포분석기(BD Bio sciences)를 이용하였고, FlowJo
소프트웨어(Version 6.5, Tree Star, Ashland, OR, USA)를 사용해
분석하였다. 기억 T 세포 아형 분석을 위한 게이팅(Gating)은 Figure
2와 같이 시행하였다. 먼저 림프구들을 전면 산란(Forward scatter)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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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산란(Side scatter)을 이용해 게이팅을 한 후, CD4 T 세포(CD4+
CD8-)와 CD8 T 세포(CD4-CD8+)를 확인하였다. CD4와 8 T 세포는
각각 CD28과 CD95 발현 상태에 따라 중심 기억(Central memory) T
세포(CD28+CD95+)와 효과기 기억(Effector memory) T 세포(CD28CD95+)로 구분하였다. 결과는 ㎣ 당 절대 세포수(Absolute cell numbers per mm3)로 표현하였다.

2.4 공여자 특이 항체 분석 (Donor rhesus-specific antibody)
이전의 이종각막이식이 뒤이은 동종각막이식 후 공여자에 대한
항체 형성에 영향을 주는지 평가하기 위해, 네 개체(Rhesus 2-5)에서
원숭이 공여자에 대한 특이 항체 농도(Ig G와 Ig M)를 연속적으로
추적 관찰하였다. 공여자의 PBMC(106/100㎕)와 수용자 원숭이
혈장(50㎕)을 섞어서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뒤 토끼 항-인간
항체의 F(ab)’2 조각(FITC-conjugated rabbit anti-human Ig G or Ig M;
Dako)을 추가로 반응시켜, 공여자 특이 항체가 결합된 PBMC를
FACSCalibur 유세포분석기(BD Bio sciences)를 사용하여 검출하였다.
공여자 특이 항체의 농도는 MFI를 이용해 반정량적으로 구하였는데,
각각의 값에서 공여자의 PBMC와 공여자의 혈장을 반응시켜 나온
MFI를 제하고 표시하였다. 전층 이종이식을 받은 양성 대조군 세
개체의 공여 돼지 특이 항체의 농도를 구해 함께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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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recipients, donors and surgical histories of
each recipient

Xeno-LKP

Subsequent Allo-PKP

Recipient
Recipient

No

Sex

(Month)

Body
Weight

Age

(Kg)

Donor pig
Age
(Month)

Sex

Graft
survival

Recipient
(Month)

Body
Weight

Age

(Kg)

Donor rhesus
Age
(Month)

Sex

Rhe
sus
1

Male

44

4.80

25

Male

Failure
at 7
weeks

52

6.42

52

Male

Rhe
sus
2

Male

44

4.34

25

Male

Survival

53

5.40

52

Male

Rhe
sus
3

Male

40

4.62

58

Male

Survival

53

4.90

54

Male

Rhe
sus
4

Male

48

5.88

39

Male

Survival

55

5.80

55

Male

Rhe
sus
5

Male

48

5.42

37

Male

Survival

55

6.11

57

Male

44.8
±3.3

5.01
±0.63

36.8
±13.5

53.6
±1.3

5.73
±0.60

54.0
±2.1

Mean ± SD

Xeno-LKP, lamellar keratoplasty using decellularized porcine cornea.
Subsequent Allo-PKP, subsequent penetrating keratoplasty using allogra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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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nalyses of proliferation of responder cells using carboxyfluorescein succinimidyl ester(CFSE) labeling in mixed lymphocyte reaction(MLR)

MLRs were evaluated by CFSE staining. Responder cells with reduced
CFSE contents (CFSE low) after proliferative responses to stimulator cells
were defined as reactive, and cells that did not lose CFSE contents
(CFSEhigh) as nonreactive. Data were expressed as percentages of
CFSElow cells. Subanalyses were also done according to CD4 and CD8
subsets of responder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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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Gating scheme for the analyses of memory T-cell subsets

The lymphocytes were first gated via forward scatter vs. side scatter,
and then CD4 T cells (CD4+CD8-) and CD8 T cells (CD4-CD8+) were
identified. The CD4 and CD8 T cells were further distinguished into different subsets on the basis of CD28 and CD95 expression as central
memory (CD28+CD95+) and effector memory (CD28-CD95+) cells. All
data were presented as absolute cell numbers per m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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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임상 경과 및 조직 소견
초급성 거부반응이나 급성 거부반응은 동종각막이식 후 첫 1달
내에 어느 개체에서도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과 관찰 중 2
개체(Rhesus 1, 4)에서 지속적인 이식편 부종 및 혼탁이 나타났고,
각각 7주 및 5주째 비가역적인 이식 실패 상태로 판정하였다. (Figure
3) 중심각막두께는 Rhesus 1에서 6주째, Rhesus 4에서 4주째 급격히
증가하였다. (Figure 4) 안압은 한 개체(Rhesus 1)만 술후 3주째
급격히 상승해 47mmHg로 측정되었다. 당시 술후 3~6주에 걸쳐 술후
전방수 분석 및 안압 하강 목적으로 매주 전방천자를 실시했는데,
전방출혈이

오히려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안압은

안압하강제 점안에도 불구하고 40 mmHg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고
이식편 실패로 이어졌다. 한편, 총 5 개체 중 3 개체(Rhesus 2, 3,
5)에서 각각 421, 379, 324 일 이상 이식편이 생존하였다. KaplanMeier 법을 이용하여 생존 기간을 평균 269.4±83일, 이식 후 1년
생존율을 60%로 추정하였다. 전층 이종이식을 받은 양성 대조군
원숭이(n=3)의 생존 곡선(생존 기간 평균 30.7±2.7일)도 함께
표시하였다. (Figure 5) 원숭이간 동종이식을 본 실험에서 대조군으로
시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교를 위해 인간에서 동종각막 재이식 후
이식편 생존에 대한 과거 보고들을 표로 작성하였다. (Table 2) 원인
질환 분포에 따라 보고마다 생존율이 다르긴 하지만, 최근 보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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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1년 생존율이 68.9~76%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27-29
거부반응이 일어난 개체(Rhesus 4)와 안압 상승 후 이식 실패 촉발
개체(Rhesus 1), 이식편 생존 개체(Rhesus 3)의 조직 염색 소견을
비교하였다. (Figure 6, Hematoxylin & Eosin stain) Rhesus 4의 조직은
각막 부종으로 그 두께가 증가해 있고 염증 세포 침윤이 있었으며
(Figure 6A) 안압 상승 후 이식편 부전이 촉발된 Rhesus 1의 조직도
염증 세포 침윤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ure 6B) 반면, 생존한 조직은
부종이 없고 각막 실질 층판 배열이 잘 유지되고 있었으며, 염증
세포의

침윤도

없었다.

(Figure

6C)

한편,

비교를

위해

전층

이종이식을 받은 양성 대조군의 조직을 함께 관찰하였고, 매우 심한
조직 부종 및 염증 세포 침윤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6D) 또한
각막에서

T

림프구(CD4)

및

B

림프구(CD20),

대식세포(CD68)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면역조직화학 염색도 실시하였다. 생존한
이식편(Rhesus 2)에서는 CD4 T 세포, CD20 B 세포, CD68 대식세포
모두 확인되지 않은 반면, 실패한 이식편(Rhesus 1)에서 CD68 대식
세포와 CD4 T 세포의 침윤이 있었다. 한편 이종이식 거부반응(양성
대조군)에서는 염색 양성 세포들이 동종 조직에서보다 두드러졌고,
특히 CD68 대식세포의 침윤이 많았다. CD4 T 및 CD20 B 세포도
모두 발견할 수 있었다. (Figure 7)

2. 혼합림프구반응 (MLR, Mixed Lymphocyte Reaction)
제3자 정상 원숭이 자극세포에 대한 동종반응은 (II.2.1 Allo-M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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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이식을 받은 적이 없는 원숭이(음성 대조군 동종반응, Negative
control

Allo-MLR),

부분층

탈세포각막

이종이식을

받은

수용자

원숭이(제3자 동종반응, Third party Allo-MLR), 전층 생각막 이종
이식을 받은 원숭이(양성 대조군 동종반응, Positive control Allo-MLR)
세 군간 비교에서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Kruskal-Wallis,
p=0.003) 이에 유의수준 0.0167에서 동종반응을(Total PBMC) 두
군씩 비교했을 때 (Mann-Whitney) 음성 대조군 동종반응은 22.83
±5.65%, 제3자 동종반응은 22.06±6.77%로 서로 차이가 없었고
(p=0.863), 양성 대조군 동종반응은 48.52±3.18%로 음성 대조군
동종반응(p=0.001) 및 제3자 동종반응(p=0.004)보다 높았다. (Figure
8A)
추가적으로 살펴본 아형별 반응 중 CD4 T 세포 반응은, 음성
대조군 동종반응, 제3자 동종반응, 양성 대조군 동종반응 세 군간
비교에서 서로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ruskal-Wallis,
p<0.001)

유의수준

0.0167에서

두

군간

비교시

음성

대조군

동종반응은 3.41±0.72%, 제3자 동종반응은 5.99±0.87%로 제3자
동종반응이 더 높게 나타났다. (Mann-Whitney, p=0.014) 또한 양성
대조군 동종반응도 11.53±0.65%로 음성 대조군 동종반응 (p<0.001)
및 제3자 동종반응(p<0.001)보다 높았다. 또한, CD8 T 세포에서도
음성 대조군 동종반응, 제3자 동종반응, 양성 대조군 동종반응 세
군이 서로 동일하지 않았으나 (Kruskal-Wallis, p=0.036) 음성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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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반응(2.88±0.40%)과 제3자 동종 반응 (6.34 ±1.35%)은 서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Mann-Whitney, p=0.050) 한편 CD4 아형과
달리 양성 대조군 반응(2.47±0.30%)이 오히려 제3자 동종반응보다
경계 수준 유의성으로 더 낮았고(p=0.024), 음성 대조군 동종반응과는
차이가 없었다. (Mann-Whitney, p=0.387) CD4-CD8- 세포도 음성
대조군 동종반응, 제3자 동종반응, 양성 대조군 동종반응 세 군간
차이가 있었는데 (Kruskal-Wallis, p=0.029) 음성 대조군 반응(33.67±
9.07%)과 제3자 동종반응(27.26±7.89%)은 서로 차이가 없었다.
(Mann-Whitney, p=0.796) 양성 대조군 반응(53.09±3.96%)이 제3자
동종반응(p=0.011)보다 높았으나 음성 대조군(p=0.050)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igure 8A)
이상의 결과들로 볼 때, 탈세포화 돼지 부분층 각막편이 CD4 T
세포의 동종 항원에 대한 반응성 증대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CD8
T 세포에서는 그 차이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양성 대조군에서는
반응이 감소하는 양상이어서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혼합림프구반응 전체로 볼 때, 세포성 교차면역반응을 증가시키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Figure 8A)
한편 돼지 자극세포에 대한 이종반응을 살펴보았을 때 (II.2.1 Xeno-MLR) 음성 대조군 이종반응 (Negative control Xeno-MLR), 제3자
이종반응 (Third party Xeno-MLR), 공여돼지 특이 이종반응 (Donor
pig-specific Xeno-MLR), 양성 대조군 이종반응 (Positive control Xeno-

23

MLR) 네 군이 서로 동일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Kruskal-Wallis,
p=0.015) 이에 유의수준 0.008에서 이종반응을(Total PBMC) 두 군씩
비교했을 때(Mann-Whitney) 음성 대조군 이종반응은 25.62±0.52%,
제3자 이종반응은 29.54±2.07%로 서로 차이가 없었고(p=0.209),
공여돼지 특이 이종반응도 32.07±5.92%로 음성 대조군(p=0.864)
및

제3자

이종반응(p=0.796)과

차이가

없었다.

양성

대조군

이종반응은 93.00±0.75%로 음성 대조군 반응(p=0.032)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제3자

이종반응(p=0.003)

및

공여돼지

특이

이종반응(p=0.003)보다 높았다. (Figure 8B)
아형별 반응을 보면, CD4 T 세포는 음성 대조군 이종반응은
3.83±2.16%,

제3자

이종반응은

3.47±0.89%,

공여돼지

특이

이종반응은 1.02±0.28%, 양성 대조군 이종반응은 1.80± 0.15%
이었고, 네 군 사이 비교에서 서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KruskalWallis,

p=0.094)

7.19±3.25%,

한편

제3자

CD8

T

이종반응은

세포

음성

대조군

8.25±3.35%,

이종반응은

공여돼지

특이

이종반응은 1.24±0.31%, 양성 대조군 이종 반응은 8.81±3.09%
였고, 네 군간 비교에서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Kruskal-Wallis,
p=0.015) 유의수준 0.008로 두 군씩 비교했을 때 (Mann-Whitney)
음성 대조군 이종반응과 제3자 이종반응은 서로 차이가 없었고
(p=1.000), 공여돼지 특이 이종반응도 음성 대조군(p=0.100) 및 제3자
이종반응(p=0.014)과 차이가 없었다. 양성 대조군 이종반응은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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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 반응(p=0.857), 제3자 이종반응(p=0.414)과는 차이가 없었으나,
오히려 공여돼지 특이 이종반응(p=0.003)보다 높았다. CD4-CD8세포에서 음성 대조군 이종반응 55.45±10.72%, 제3자 동종반응
51.26±5.40%, 공여돼지 특이 이종반응은 65.80±5.71%, 양성
대조군 이종반응은 98.15±0.44%이었고, 네 군 사이 비교에서
차이가 있었다. (Kruskal-Wallis, p=0.012) 이어서 시행한 두 군간
비교에서 (Mann-Whitney) 음성 대조군 이종반응과 제3자 이종반응은
서로 차이가 없었고 (p=0.864), 공여돼지 특이 이종반응도 음성
대조군(p=0.482) 및 제3자 이종반응(p=0.222)과 차이가 없었다. 양성
대조군 이종반응은 음성 대조군 반응(p=0.034)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제3자 이종반응(p=0.003) 및 공여돼지 특이 이종반응
(p=0.003)보다 높았다. (Figure 8B)
이종 반응의 결과 음성 대조군 반응과 제3자 이종반응 사이에 Total PBMC 전체 반응에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탈세포화 돼지
부분층 각막이식 후 이종 항원에 대한 세포성 교차반응이 증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공여돼지 특이 이종반응도 증가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Figure 8B)

3. 패널 반응 항체 분석 (PRA, Panel-Reactive Antibody)
탈세포화 돼지 각막으로 층판 각막이식을 받은 후 패널 PBMC에
교차반응하는 Ig G가 증가하지 않았다. 또한 뒤이은 동종이식에
의해서도 패널 반응 Ig G가 증가하지 않았으며, 이는 이식 실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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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Rhesus 1, Rhesus 4)에서도 마찬가지였다. (Figure 9)
먼저 이식 실패 개체인 Rhesus 1에서 다섯 패널(Panel 1-5)에 대한
MFI 평균은 술전 48.3, 이종이식 후 44.1, 그 다음 동종이식 후
42.6으로 세 시점간 차이가 있었으나, 술후 증가하지 않았다. (Friedman test, p=0.041) 또다른 이식 실패 개체인 Rhesus 4에서는
패널들에 대한 MFI 평균이 술전 42.3, 이종이식 후 46.4, 그 다음
동종이식 후 43.5로 나타나 세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riedman test, p=0.024) 그러나 두 시점끼리 유의수준
0.0167로 비교시, 술전과 이종이식 후(p=0.042), 이종이식 후와 그
다음 동종이식 후(p=0.068), 술전과 마지막 동종이식 후(p=0.273)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Wilcoxon signed rank test)
한편, Rhesus 2에서 MFI 평균은 술전 47.2, 이종이식 후 47.3, 그
다음 동종이식 후 47.5로 유의한 변화는 없었으며 (Friedman test,
p=0.348) Rhesus 3에서도 MFI 평균이 술전 56.6, 이종이식 후 58.1,
그 다음 동종이식 후 51.7로 서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Friedman
test, p=0.074) Rhesus 5도 술전 50.1, 이종이식 후 49.5, 그 다음
동종이식 후 48.4로 역시 유의한 증가가 없었다. (Friedman test,
p=0.678) 전층 이종이식을 받았던 양성 대조군 개체에서도 MFI 값이
술전 46.7, 술후 46.6이었다.

4. 기억 T 세포의 변화 (Memory T cell changes)
모든 개체에서 이식 후 첫 달에 효과기 기억 CD8 T 세포의 미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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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가 관찰되었다. 이식편이 생존한 개체들에서는 술후 초기 기억 T
세포 아형들의 가벼운 증가가 곧 감소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식 실패
개체(Rhesus 1, 4)에서는 각막 부종 및 혼탁 등 이식 실패 징후가
뚜렷해지면서 효과기 기억 CD8 T 세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편,
전층 이종이식을 받은 양성 대조군 원숭이는 동종이식 거부반응에서
보다 급격하고 높은 효과기 기억 CD8 T 세포의 증가를 보여주었고,
중심 기억 CD4 T 세포의 증가도 확인되었다. (Figure 10)

5. 공여자 특이 항체 분석 (Donor rhesus-specific antibody)
동종각막이식 후 6개월간 공여 원숭이 특이 Ig M 및 Ig G의 변화를
관찰하였으나 거부반응이 발생한 개체(Rhesus 4)를 포함해 분석했던
모든 개체에서 항체의 증가는 없었다. 반면, 전층 이종이식을 받고
2-3주 후 거부반응이 발생했던 양성 대조군에서는 공여 돼지에 대한
Ig M이 술후 2주째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에 이어서 Ig G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Figur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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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vious reports on the allo-regraft survival in penetrating
keratoplasty (PKP)

Study
Year

Author

Australian
Corneal
Graft Regi27
stry

28

Williams

Num
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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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o

1
yr

18
mo

3
yr

5
yr

10
yr

2012
data
base

Australia

National
Database

3277

76

54

36

2007
data
base

Australia

Registry
Study

2540

75

54

37

Singa
gapore

Prospective
Cohort

112

68.9

USA

Retrospective
case series

352

2008
29

Tan

Region

Study
Design

PKP
91~03

55.5

18.3

2003
30

Price

PKP

53

41

82~96
75.3
(final)

2000
Patel

31

PKP

USA

Retrospective
case series

223

Saudi
Arabia

Retrospective
review

243

97.3

86.5

mean 2.1 yr
(1 m~7.5
yr)

83

49

89~95

2006
Wagoner

32

PKP
91~02

28

98

Figure 3. Clinical outcomes of corneal allotransplantation after xenobridging

Anterior segment photographs on the first line show corneas with previously transplanted partial thickness decellularized porcine corneal lamellae in each recipient. Failed xenograft in Rhesus 1 resulted in faint
anterior stromal opacity. No hyperacute or acute rejection was evident
within a month after subsequent allotransplantation in any recipient (the
second line). In Rhesus 1 and 4, the allografts failed (the third line),
while the grafts survived in Rhesus 2, 3, and 5 (the fourth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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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hanges in central corneal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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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entral corneal thickness (CCT) in Rhesus 1 and 4 showed an abrupt increase and plateaued at around 4 to 6 weeks after full-thickness
allotransplantation. The grafts were regarded as failures at 7 weeks in
Rhesus 1 and 5 weeks in Rhesus 4. On the other hand, there was little
CCT change in the recipients (Rhesus 2, 3, and 5) whose grafts survived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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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urvival curve of allografts after xenobridging

Survival curves were plotted by Kaplan-Meier method. Allograft group
after xenobridging (n=5, blue line) was compared to positive control
(three rhesus recipients which underwent full-thickness xenocorneal
transplantation using porcine corneas, green dotted line). Mean survival
time was estimated to 269.4 days (± standard error 83) in xenobridging
allograft group. Probability of xenobridging allograft survival was 60% at
1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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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Histological findings of rejected versus surviving corneal
allografts (H&E)

(A) Failed graft (Rhesus 4; 41 days after full-thickness allotransplantation) The thickness of the rejected graft was increased and
inflammatory cellular infiltration (arrows) could be seen especially in the
posterior stroma. (Magnification: top X12.5, middle X40, bottom X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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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Histological findings of rejected versus surviving corneal
allografts (H&E)

(B) Failed graft (Rhesus 1; 82 days after full-thickness allotransplantation) The thickness of this failed graft was slightly increased.
Inflammatory cellular infiltration (arrows) was more noted in the graft periphery. (Magnification: top X12.5, middle X100, bottom X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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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Histological findings of rejected versus surviving corneal
allografts (H&E)

(C) Surviving graft (Rhesus 3; 379 days after full-thickness allotransplantation) The graft was not swollen. The collagen matrix was well
arranged, and there was no inflammatory cellular infiltration into the graft.
(Magnification: top X100, middle X12.5, bottom 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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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Histological findings of rejected versus surviving corneal
allografts (H&E)

(D) Failed xenograft (36 days after full-thickness xenotransplantation,
photos brought from Positive control Rhesus) The rejected porcine graft
was severely swollen. Inflammatory cells (arrows) densely infiltrated into
the graft. (Magnification: top X12.5, middle left X40, middle right X100,
bottom left X400, bottom right X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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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CD4, CD20 and CD68 in
rejected versus surviving corneal allografts

(A) Surviving allograft (Rhesus 2; 421 days after full-thickness allotransplantation) There were no positive cells for CD4, CD20 and CD68
in the graft. (B) Failed allograft (Rhesus 1; 82 days after full-thickness
allotransplantation) Infiltration of CD68+ macrophages and CD4+ T lymphocytes could be detected. The stains of CD68+ and CD4+ cells were
less prominent than in the failed xenograft. (C) Failed xenograft (Positive
control, 36 days after full-thickness xenotransplantation) This rejected
porcine graft showed extensive infiltration of CD68+ macrophages. The
CD4+ T lymphocytes and CD20+ B lymphocytes were also found in the
graft.

36

Figure 8. Mixed lymphocyte reaction (MLR)

(A) The reactivity of total PBMCs (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s)
to third-party rhesus stimulators was different among three groups.
(Kruskal-Wallis, p=0.003) Xeno-sensitized rhesus recipients (third-party
Allo-MLR) and naive rhesus monkeys (negative control for Allo-MLR)
had no difference in the allo-reactivity of the total PBMCs. (Mann–
Whitney, p=0.863, red dotted box) Positive control showed higher reactivity than negative control (Mann–Whitney, p=0.001) and third-party Allo-MLR (Mann–Whitney, p=0.004). When it comes to CD4 T cells, 3
groups had different allo-reactivity (Kruskal-Wallis, p<0.001) and the
reactivity of the responder CD4 T cells to the third-party rhesus stimulators was higher in third-party Allo-MLR than in negative control. (MannWhitney, significance level 0.0167, p=0.014) In CD8 T cells, there were
no differences between third-party Allo-MLR and negative control.
(Mann-Whitney, p=0.050) On the contrary, positive control showed lower
alloreactivity than third-party Allo-MLR with borderline significance.
(Mann-Whitney, p=0.024) The alloreactivity of CD4-CD8- cells was not
different between third-party Allo-MLR and negative control. (MannWhitney, p=0.796) All data represent the mean + standard error of the
mean. Xeno-sensitized rhesus recipients underwent two sequential cor37

neal transplantations using decellularized porcine corneal lamellae and
rhesus corneal allografts (n=3). Positive control, the reactivity of responders from rhesus recipients, which underwent full-thickness xenocorneal transplantation using porcine corneas, to third-party rhesus stimulators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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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Mixed lymphocyte reaction (MLR)

(B) The reactivity of total PBMCs (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s)
to third-party pig stimulators was different among four groups. (KruskalWallis, p=0.015) Xeno-sensitized rhesus recipients (third-party XenoMLR) and naive rhesus monkeys (negative control for Xeno-MLR) had
no difference in the xeno-reactivity of the total PBMCs. (Mann–Whitney,
p=0.209) Xeno-sensitized rhesus recipients also showed no notable
changes in the reactivity even to donor pig-specific stimulators (donor
pig-specific Xeno-MLR) compared to third-party Xeno-MLR (p=0.796)
and negative control (p=0.864). The three groups within the red dotted
box were not different one another in the xeno-reactivity. (Kruskal-Wallis,
p=0.588) On the contrary, positive control showed increased response
than third-party Xeno-MLR (Mann-Whitney, level of significance 0.008,
p=0.003) and donor pig-specific Xeno-MLR (Mann-Whitney, p=0.003).
When it comes to CD4 T cells,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xenoreactivity among the four groups. (Kruskal-Wallis, p=0.094) In CD8 T
cells, the xenoreactivity of third-party Xeno-MLR was not different from
that of negative control. (Mann-Whitney, p=1.000) The xenoreactivity of
CD4-CD8- cells was not different between third-party Xeno-MLR and
negative control, either. (Mann-Whitney, p=0.864) Xeno-sensitized rhe39

sus recipients underwent two sequential corneal transplantations using
decellularized porcine corneal lamellae and rhesus corneal allografts
(n=3). Positive control, the reactivity of responders from rhesus recipients, which underwent full-thickness xenocorneal transplantation using
porcine corneas, to donor pig-specific stimulators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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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Change in panel-reactive Ig G antibody

No additional panel-reactive Ig G antibodies developed after lamellar
xenocorneal transplantation using decellularized porcine corneal lamella
even in two recipients (Rhesus 1 and 4) with failed allograft during late
post-operative period. Moreover, subsequent allotransplantation also did
not increase allo-reactive Ig G antibodies. In a tested positive control,
there was also no notable change in panel-reactive Ig G antibodies.
Preop, before transplantation. Xeno-LKP, at 2 months after lamellar keratoplasty using decellularized porcine corneas. Subsequent Allo-PKP,
at 2 months after subsequent penetrating keratoplasty using allografts.
Positive control, the reactivity of a rhesus recipient which underwent fullthickness xenocorneal transplantation using a porcine cornea. MFI,
mean fluorescence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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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Memory T-cell changes

Only subtle increase in memory T-cell subsets, especially in effector
memory CD8 T-cell subset, was observed during the first month after
transplantation even in the recipients with failed allografts. However, effector memory CD8 T cells abruptly increased in accord with the progression of allograft failure (arrows, time of rejection). On the cont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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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ght increase in memory T-cell subsets during the early post-operative
period was followed by contraction in the recipients with surviving allografts. Positive control rhesus recipients which underwent full-thickness
xenocorneal transplantation showed more abrupt increase of effector
memory CD8 T-cell subset, and there was also an increase of central
memory CD4 T-cell sub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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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Change in donor rhesus-specific antibody

During the first 6 months after allotransplantation, no notable changes
were observed in MFIs of donor rhesus-specific Ig M (A) and Ig G (B)
antibodies in all tested xeno-sensitized recipients (n = 4). To the contrary,
early rise in MFIs of donor pig-specific Ig M antibodies (C) was followed
by notable increase in MFIs of donor pig-specific Ig G antibodies (D) in
positive controls. LKP, lamellar keratoplasty. PKP, penetrating keratoplasty. Positive control, changes in antibodies of rhesus recipients which
underwent full-thickness xenocorneal transplantation using porcine corneas (n = 3). MFI, mean fluorescence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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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의 주요 목표는 탈세포화 돼지 각막 층판을 인간 각막을
대체할 수 있는 영구적 이식 재료로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탈세포화 돼지 각막 층판을 영구적 이식편으로
임상에서 이용하는 것은 현재로선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막이 급속히 녹거나 조직이 소실되어 안구 유지를 할 수 없는 응급
상황에서 이식할 만한 인간 각막을 얻을 수 없을 때, 무세포
이종각막

조직을

임시가교로서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처음

각막의

임상에 적용해
데스메막류와

보는

것이

천공은

즉시

진단하고 곧바로 치료가 필요한 안과적 응급 상황의 하나인데,33
이식편 투명도 유지를 위해서는 전층각막이식을 시행하기 전에 여러
치료 옵션을 시도해 볼 수 있다.34 작고 중심부에 위치한 천공은 조직
접착제를 이용해 치료해 성공적일 수 있으나,35,

36

대부분 천공

크기가 크기 때문에 다층 양막이식,37-39 부분층 각막편이나 공막편
이식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40,

41

특히 부분층 각막편은 다른 치료

방법에 비해서 안구 구조 수복을 위한 이식(Tectonic graft)으로 가장
선호된다. 그러나 양막은 인장 강도가 약하고 크기가 큰 천공에서
안압을 견뎌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며, 공막은 상피화가 지연되고
하얗기 때문에 미용적으로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양막과 공막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환자는 이식편을 통해 보는 것이
어려워지고, 안과 의사는 봉합 후 각막과 전방 구조의 중요한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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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쉽다. 따라서, 인간 공여 각막이 부족한 상태에서 안과적 응급
상황

발생시

동종각막이식에

대한

임시가교로서

이종각막이식은

중요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술했듯이 SLA 와 HLA 는 서열 상동성(Sequence homology)을
갖고 있으며,21 기존 HLA-반응 항체가 SLA 와 교차반응할 수 있고,22,
42-45

인간 T 세포도 직간접 경로를 통해 SLA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46-48 그러나 현재까지 보고에 의하면, 동종
이식편에 대한 감작이 뒤이은 돼지 이종이식편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49-50
반대로

임시가교로서

이종이식을

받았던

환자에

동종이식을

시행했을 때 일차 이종이식편에 대한 감작이 동종이식편에 대한
체액성 혹은 세포성 거부반응 위험을 더 증가시킬 것인지는 아직 더
규명이 필요하기에, 본 연구는 탈세포화 돼지 부분층 각막편을
이식받은 원숭이 수용자에서 동종각막이식을 시행한 후 임상 경과를
관찰하고 면역 반응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어떤 개체도 동종각막에 대해 초급성 혹은 첫 1 달
이내 급성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MLR 에서 전체 PBMC 의
동종반응성(Alloreactivity)도 이전에 이종각막이식을 받은 원숭이들과
받은 적이 없는 원숭이들 사이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종 PBMC 패널들에 교차반응하는 Ig G 의 지속적 증가도 이종
이식을 받았던 개체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MLR 을 아형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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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해 볼 때 CD4 T 세포에서만 이종항원에 감작된 개체들에서
동종반응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록

전체

PBMC 에서 교차반응 증가가 보이진 않았으나, 세포성 교차반응에
관여하는 CD4 T 세포와 같은 면역계 구성 요소가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식 후 기억 T 세포
변화에서는 주로 술후 초기 효과기 기억 CD8 T 세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MLR 에서 더 높은 반응성울 보인 아형과는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추후 다른 개체들에서 반복 실험을 통해 CD4 와
CD8 T 세포들의 반응성 증가가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식을 받은 5 마리 원숭이 중 3 마리에서 (Rhesus 2, 3, 5) 동종
이식편이 관찰 기간 중 계속 장기 생존하였고(>421, >379, >324 일),
다른 2 마리에서는 (Rhesus 1, 4) 동종 이식편이 생존하지 못
했다(49, 35 일). (1 년 이식편 생존율 60%) 이 중 Rhesus 1 은
지속적인 고안압이 이식편 실패 유발에 관여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 상대적으로 큰 직경 (8.5mm) 이식편과 최소한의 단기 스테로이드
치료가 이식편 실패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 생각한다.27,

28, 51

인간

각막이식에서 재이식한 각막의 생존율을 보여준 Table 2 에 따르면,
최근 보고에서 1 년 생존율이 68.9~76%로 나오고 있다. 따라서
임상 경과 및 면역학적 분석을 통해 볼 때, 먼저 시행된 돼지 이종
각막이식이 이차 시행된 동종 각막이식 후 이식편 생존을 위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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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체액성

혹은

세포성

면역반응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 수와 패널 수가 적긴 하지만, 이 결과는 먼저
시행된

이종이식이

뒤이어

시행된

동종이식의

결과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이전의 생체외 연구 및 생체내 연구 결과들과
합치한다.23,

52-55

간부전(Liver failure)에서도 돼지 간세포가 포함된

생인공간 치료 혹은 유전형질 전환 돼지의 간(Transgenic porcine livers)을 이용한 임시 체외 간기능 지지 방법 후 동종 간이식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56, 57
한편, MLR 에서 양성 대조군의 반응이 이종항원 뿐만 아니라
동종항원에 대해서도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8) 이에
대해서, 비록 개체수가 적긴(n=2) 하지만 양성 대조군 개체들이
우연히 이미 동종 항원에 대해서 더 높은 반응성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실험 원숭이들의 유전적 배경이 서로
다르고 이식 전에 이미 세포성 및 체액성 면역 반응의 개체차가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Figure 10, Figure 11) 양성 대조군의 술전 동종 MLR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층 돼지각막에 의한 이종항원
감작이 이종항원 뿐만 아니라 동종항원에 반응하는 T 세포 활성화를
유발했는지 여부를 본 연구 결과만으로는 확실히 말할 수 없다. 추후
다수 개체에서 전층 이종이식 전후의 동종항원 반응성을 비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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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실험을 시행하여 전층 이종이식에 의한 교차반응 유발 여부를
보다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MLR

자극세포를

결과에서

포함한

돼지

탈세포화

돼지각막

자극세포들에

이식

대해서

후

공여돼지

이종반응성(Xeno-

reactivity)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탈세포화
돼지 각막 층판을 임시 가교로만 아니라 영구적인 대체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돼지-인간 이종이식 후 교차반응을 연구하기 위해 바로 인간 대상
연구를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에 본 연구에서는 돼지-원숭이
이종이식 모델을 사용하였는데,53,
시행된 바 있다.23,

54

55

이 모델은 아직 소수 연구에서만

특히 본 연구는 다른 장기의 이종 이식 연구에

비해 수용자들이 보다 오랫동안 돼지 항원에 노출되었을 뿐 아니라,
면역 억제 기간도 짧고 단지 스테로이드만 이용해 최소한의 전신
면역억제를 시행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54, 55
그러나 본 연구의 중요한 한계는 대조군으로서 원숭이간 동종
각막이식을 시행하여 실험 개체 5 마리와 그 결과를 비교해 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원숭이 개체 수의 한계로 인해 실험군 수와
패널 수를 더 늘리지 못했다는 점, 이식편이 실패했던 개체들이 MLR
시행 전에 희생되는 까닭에 이식편 실패 개체의 MLR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도 한계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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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서, 탈세포화 돼지 각막편이 동종 항원에 대한 총
세포성

및

체액성

교차반응성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뒤이은

동종각막이식의 임시 가교로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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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탈세포화 돼지각막은 동종 항원에 대한 교차 반응성을 전체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았다. 이 결과는 탈세포 돼지각막을 이용한 이종이식이
동종각막이식 전 임시 가교로서 시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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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oss-reactivity between decellularized porcine
corneal lamellae for corneal xenobridging and
subsequent corneal allotransplants
Jong Joo Lee
Medicine, Ophthalm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o solve the shortage of donor corneas, a decellularizing method based on hypertonic saline treatment was introduced, and a favorable outcome was observed in pig-to-rhesus lamellar corneal transplant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ross-reactivity between hypertonic saline-treated decellularized porcine corneal lamellae
for temporary corneal xenobridging and subsequent corneal allotransplants.
Materials and Methods: Five Chinese rhesus macaques, which had
undergone anterior partial thickness corneal transplantation using 1.5M
hypertonic saline-treated decellularized porcine corneal lamellae in preceding experiments, were used as recipients for subsequent fullthickness corneal allografts. The graft clarity, thickness and intraocular
pressure were examined postoperatively and the graft survival was evaluated. The grafts were also histologically confirmed with hematoxylin
and eosin stain and immunohistochemistry. To determine whether sensi58

tization of recipients to xenoantigens leads to cross-reactivity against
alloantigens, we compared; (i) allogeneic one-way mixed lymphocyte
reaction (MLR) of 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s (PBMCs) from xeno-sensitized recipients with that of PBMCs from naive rhesus macaques, and (ii) amounts of Ig G antibodies that bound to the PBMCs of a
rhesus panel (five monkeys) before and after xeno-sensitization. Immunologic profiles including memory T-cell subsets and donor rhesusspecific antibodies were also evaluated using peripheral blood.
Results: Hyperacute or acute rejection was not observed in any recipients within a month of subsequent allotransplantation. The central corneal thickness began to increase 4 to 6 weeks after transplantation in
two of the five allografts (40%). The two were diagnosed as graft failure
between 5 and 7 weeks postoperatively. Histological exam revealed that
inflammatory cells such as T cells (CD4+) and macrophages (CD68+)
infiltrated into the failed graft. The allo-reactivity of total PBMCs was not
different between xeno-sensitized rhesus recipients and naive rhesus
monkeys in MLR. When the results were sub-analyzed according to the
CD4+ and CD8+ subtypes, the allo-reactivity of xeno-sensitized rhesus
recipients was higher than that of naive rhesus monkeys not in CD8 T
cells but only in CD4 T cells. However, the profile of memory T-cell subsets showed that effector memory CD8 T cells mainly increased during
the early post-operative period in all recipients. In addition, panelreactive Ig G antibodies were unchanged after xeno-sensitization. There
was no change in donor rhesus-specific antibody levels postoper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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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Decellularized porcine corneal lamellae may not increase
cross-reactivity to alloantigens over all, and thus, porcine corneal lamellae may be used as a bridge to subsequent corneal allograf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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