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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갈수록 증가하는 장기이식 대기 환자들에 비하여 공여 장기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동물을 이용한 이종장기이식 시도가 꾸준

히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무균 돼지를 이용한 이종이식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성공적인 이종장기이식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면역학적 거부반응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면역억제방법을 시도하는데, 이 때

피이식 개체의 면역 저하로 인한 다양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매우 심각한 질병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이식한 장기에 거부반응을 촉진할 수

도 있다.

특히 거대세포바이러스(cytomegalovirus; CMV)는 면역이 저하된 환자들에

게서 쉽게 재활성화 되어 증식하며 뇌염, 폐렴, 간염, 장염, 망막염 등의 증세

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한 CMV의 재활성은

이식한 장기의 손상과 손실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장기이식환자에서 CMV 재

활성을 대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돼지 장기 이식 영장류에서의 Rhesus CMV (RhCMV) 재활

성화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RhCMV 증식이 활성화 되었을 때

숙주의 면역세포는 어떻게 변화 하는지 관찰하였다. RhCMV 재활성화 확인을

위해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시행하여 혈액 내 RhCMV DNA를 검출하

였고, 면역형광염색법을 이용하여 혈청에서 RhCMV에 대한 면역글로불린G

항체 역가를 측정하였다.

CD3 T 림프구= 1000 개/㎣, CD4 T 림프구= 250 개/㎣, CD8 T 림프구=

750 개/㎣ 이하가 되거나, 1일 당 CD3 T 림프구 감소기울기= -10.0 개/㎣,

CD4 T 림프구 감소기울기= -2.5 개/㎣, CD8 T 림프구 감소기울기= -7.0 개/



㎣ 이하가 될 때 RhCMV 재활성화를 민감도 93.0%, 특이도 95.8%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확립한 기준점 이하로 T 림프구가 감소할

경우, RhCMV의 재활성화가 30일 이내로 발생할 확률이 높으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췌도 이식한 영장류에서의 RhCMV 재활성과 혈당 수치 사이의 관계를 분

석한 결과, 혈당 수치 120 mg/dL 이상 증가 시 75.0%에서 RhCMV가 재활성

화 소견을 보였고, 반대로 RhCMV 재활성화 시에 혈당 수치가 120 mg/dL 이

상 증가하는 경우는 62.5% 였다.

이를 이용하여 면역억제방법의 적절성 판단이 가능해 질 것이며, 이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장기이식 후에 사람에서 Human cytomegalovirus(HCMV) 재

활성을 예측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기대

한다.

주요어 : 이종장기이식, 원숭이 거대세포바이러스(RhCMV), 재활성화, T 림

프구,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 면역형광염색법, 면역억제

학번 : 2015-2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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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허피스바이러스(Herpesvirus)는 인간과 매우 가까이 있는 바이러스이다. 바

이러스의 이름에서부터 허피스바이러스의 특징이 나타난다. ‘Herpes'라는 이름

은 ‘잠복(latent)’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herpin’ 에서 유래하였다(Murray et al.,

2015). 이름에도 나타나는 허피스바이러스의 현저한 특징은 1차 감염 후, 숙주

의 면역반응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는 제거되지 않고 잠복하면서 남아있다는

것이다. 잠복감염 시 바이러스의 게놈 복제는 일어나지 않고 일부의 유전자만

이 제한적으로 발현되다가, 숙주의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등

적절한 신호가 전달되면 재활성화 되어 증식을 시작한다(Chayavichitsilp et

al., 2009).

일반적으로 허피스바이러스는 건강한 사람에게 감염되면 별다른 증상을 보

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성인이 2-4종의 허피스바이러스에 이미 잠복 감염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

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사람의 면역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면역저하에 따라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임상적으로 중요한

바이러스이다.

허피스바이러스는 유전적 특성에 따라 알파, 베타, 감마 허피스바이러스 등

크게 3개의 아과로 나눌 수 있다. 거대세포바이러스(Human Cytomegalovirus;

HCMV)의 경우 베타바이러스에 속한다(Griffiths et al., 2000; Arvin et al.,

2007).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HCMV 항체 양성율이 무려 98-10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him, 1981). 일차감염의 경우 대개 무증상을 나타내지만

바이러스가 제거되지 않고 잠복감염 상태로 유지된다. 그러다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 장기 이식 환자 등 면역이 저하된 환자들에게서 흔하게 재활성화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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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뇌염, 폐렴, 망막염, 간염, 장염 등의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Wreghitt et

al., 2003; Limaye et al., 2008). 또한, 선천감염이 신생아의 0.2-2%에서 관찰

되는데, 산모에게 감염된 바이러스가 태반을 통해 태아로 수직감염 되어 신생

아의 10% 미만에서는 여러 장기에 증상 및 중추 신경계 후유증을 나타낸다

(Huang et al., 1980; Alford et al., 1990).

베타-허피스바이러스의 경우 숙주 세포에 대한 종 특이성이 강하여 사람거

대세포바이러스의 경우 그 외 동물들에 감염되지 않는다(McGeoch et al.,

1995). 포유류의 종 분화에 따른 바이러스 진화의 결과, 각각의 종에 알맞게

적응한 각각 다른 거대세포바이러스(CMV)가 존재하며, 숙주의 종 간 연관성

과 그에 따른 CMV의 연관성은 서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쥐, 돼지 등에 감염

되는 murine cytomegalovirus(MCMV), rat cytomegalovirus(RCMV), pig

cytomegalovirus(PCMV)보다는 침팬지, 원숭이 등의 영장류 CMV의 게놈이

사람거대세포바이러스와 진화적으로 더 가깝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Powers

and Fruh, 2008; Hansen et al., 2003). 따라서, HCMV의 발병기전 연구와 치

료법 개발을 위해서는 영장류 CMV 모델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특히, 80년 전 Rhesus macaque에서 Rhesus cytomegalovirus(RhCMV)의

감염이 처음 발견되었고(Covell, 1932), Rhesus macaque의 90%이상이

RhCMV에 감염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Vogel et al., 1994). RhCMV의 감염

양상은 HCMV와 상당 부분 유사한데, RhCMV에 감염 되었을 경우 역시 대

부분 무증상을 보이지만 원숭이면역결핍바이러스(simian immunodeficiency

virus, SIV)에 감염되는 등 면역이 저하된 원숭이에게서 흔하게 재활성화 되

어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Baskin, 1987). 이렇게 RhCMV가 HCMV와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RhCMV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HCMV에도 적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성공적인 이종장기 이식을 위해서도 RhCMV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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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말기 장기 부전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장기이식 수술이 필요하지만, 갈수

록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식대기 환자들에 비해 공여 장기는 절대적으로 부족

한 것이 현실이다. 이종장기 이식은 이러한 장기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좋

은 방법이기에, 이를 이용한 연구가 전임상 및 임상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Yang et al., 2007).

1964년 Hardy가 침팬지의 심장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첫 이종이식을 시도한

이후(Hardy et al., 1964), 여러 동물들을 이용하여 이종이식에 대한 시도가 꾸

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무균 돼지 등을 이용한 이종이식 실험 등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여러 장기들 중에서도 췌도가 이종이식

의 임상적용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이유는, 췌도가 다른 장기들에 비해

면역학적, 생리학적 거부반응이 적고, 제 1형 당뇨병의 치료에 효과적이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자 수가 많으며, 돼지 인슐린의 경우 이미 오랜 기간

사람에게 사용되어 그 기능이 확인된 바 있기 때문이다(Park et al., 2009).

하지만, 이종이식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면역학적, 생리학적 거부반

응, 인수공통감염문제, 동물장기를 이식받아 발생되는 윤리적인 문제 등을 극

복하여야 한다(Park et al., 2009).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인 면역학적 이

식거부반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역 거부반응 억제를 위한 면역억제제를

사용해야 한다. 이 때, 피이식 개체의 면역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면서 이식환

자는 감염 발생에 취약하게 되어, 세균, 진균, 바이러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감염병이 발생하고 때로는 매우 빠르게 진행하여 치명적인 상태로 악화될 수

있다(Ha et al., 2013).

이식 후 고강도의 면역억제제가 투여되면서 세포 및 체액 면역이 매우 저하

되어 있어 감염병 발생 위험도가 높으므로, 감염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예방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CMV 항체 양성인 피이식 개체의 경우, 공여

자로부터 이식을 받은 후 면역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기존에 잠복감염 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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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CMV가 재활성화되어 이식한 장기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

한 지속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Dowling et al., 1976; Craighead et al.,

1969).

본 연구에서는, 돼지의 장기를 이식한 영장류에서의 CMV 재활성화 여부에

대한 추적검사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여 그에 대한 지속

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한다. 현재, 췌도 이식 및 각막 이식의 본격적인

임상적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영장류를 이용한 전임상실험을 시행하고 있다.

이종이식을 시행한 원숭이의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Rhesus

cytomegalovirus(RhCMV)의 검출방법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이종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 사용에 따라 영장류의 T 림프구 수에 변화가 생기면, 그에 따라

RhCMV가 재활성화 될 것이라고 예상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RhCMV 재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T 림프구 수 감소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통해, 이종이식 시 면역억제제 사용에 따른 잠복감염체 활성 예측을

하여 이종이식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

다. 결과적으로, 장기이식에 있어서의 감염에 대한 모니터링 기법을 확립하여

이종 장기에서의 감염통제와 조절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이종장기 이식에

따른 감염을 잘 통제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확립함으로써 감염에 의한 부작용

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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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재료 및 방법

1. 동물

연령 3-4세의 Rhesus macaque 중, Seoul National University miniature

pig의 췌도 이식을 받은 원숭이와 각막 이식을 받은 원숭이들 중 변화를 볼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생존한 원숭이를 선정하였다. 선정한 원숭이는 췌도 이

식 받은 원숭이 7 마리, 각막 이식 받은 원숭이 14 마리이다. 원숭이와 관련된

정보는 Table 1, Table 2와 같다. Rhesus macaque의 혈액을 바이오 이종장

기개발 사업단 (Xenotransplantation Research Center; XRC)으로부터 제공받

아 실험을 진행하였다(Shin et al., 2015). 해당 동물 실험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IACUC no.

12-0374-C1A1)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2. 세포와 바이러스 배양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ATCC: VA, USA) 로부터 HEL299

(CCL-137)세포를 구입하여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Hyclone,

UT, USA)에 10% fetal bovine serum(FBS: Hyclone)을 첨가하여 37℃, 5%

CO2 세포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RhCMV strain 68-1(ATCC; VR-677)을 HEL299세포에 0.5 m.o.i로 감염시

킨 후 37℃, 5% CO2 세포 배양기에서 1시간 30분 동안 흡착시켰다. 흡착 후

배지를 제거한 다음 2% FBS가 함유된 DMEM을 넣고 cytopathic

effect(CPE)가 관찰될 때 까지 37℃, 5% CO2 세포 배양기에서 계속 배양하였

다. 세포 전면에 CPE가 나타나면 세포와 배양액을 수거하였다.



- 6 -

3. 항체와 화학물질

면역형광염색법을 위한 2차 항체는 goat anti-monkey IgG-fluorescein

isothiocyanate(Santa Cruz Biotechnology, TX, USA)를 사용하였다.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위해 uracil-N-Glycosylase(UNG)를 포함한

Taqman universal PCR master mix Ⅱ(Applied Biosystems, CA, USA)를 구

매하여 사용하였다.

원숭이 혈액 분리를 위해 사용한 RBC Lysis buffer의 조성은 염화암모늄

0.15M, 탄산수소칼륨 1 mM, EDTA 0.1 mM 이며, pH 7.4로 맞추어 사용하였

다.

4. 원숭이 혈액 분리

이종이식 수술한 Rhesus macuque의 혈액을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으로

부터 제공받아 분리하였다. 혈액을 800 G에서 15분간 원심분리(Sorvall

Legend Micro 17 마이크로원심분리기, Thermo Fisher Scientific, IL, USA)하

여 혈장을 분리한 후, RBC lysis buffer를 이용하여 각각의 혈액으로부터 말

초혈림프구를 분리하였다. 분리한 세포는 액화 질소에 보관하고, 혈장은 –8

0℃에 보관하였다.

5. Viral DNA Extraction

분리한 원숭이 혈장에서 DNA를 확보하기 위해 QIAamp MinElute Media

Kit(Qiagen, Hiden, Germany)를 사용, 바이러스 DNA를 추출하였다.

6. 면역형광염색법

RhCMV strain 68-1(ATCC; VR-677)을 감염시킨 HEL299세포를 수거한

후, PBS로 두 번 세척한 다음 acetone을 이용하여 5분간 고정하였다. 분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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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혈청을 1:10부터 1:2x109까지 2배 계단 희석하여 고정된 세포에 반응시

켰다. 1차 항체를 상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PBS로 세척하고 2차 항

체를 반응시켰다. 2차 항체는 goat anti-monkey IgG-fluorescein

isothiocyanate(Santa Cruz Biotechnology, TX, USA)를 사용하였고, 상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다음으로 형광현미경(Olympus, Tokyo, Japan; IX51)

으로 형광을 관찰하였다. 형광 항체가 측정의 반복 재현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1-3 개월) 수집된 샘플을 한 명의 실험자가 실험하였으며 같은 현미경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였다. 원숭이 번호와 채혈 날짜를 모른 채로 번호

만 기록된 샘플에 대해 항체가 측정을 하여 객관성을 유지하였다.

7.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

원숭이 혈장에 존재하는 RhCMV를 정량하기 위해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

응을 실시하였다. RhCMV의 Rh156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Immediate early

1(IE1) 유전자 중 highly conserved된 부위를 목표로(Figure 1) Primer

Express 3.0.1 software(Applied Biosystems, CA, USA)를 이용하여 최적의

primer와 probe(Bioneer, DaeJeon, Korea)를 제작하였다(Lockridge et al.,

1999).

Forward primer 5'-ACA GAG GCC AGT GGG ATG TC-3', reverse

primer 5'-CCC TGA TGA TGG GCA TAG ATA AG-3', probe

5'-FAM-CCA GGC ACT TCT CTG GGA CAC AC-TAMRA-3’ 이다.

10 pmole의 primer와 probe를 UNG를 포함한 Taqman universal PCR

master mix Ⅱ(Applied Biosystems)에 넣고, 정량하고자 하는 DNA를 첨가하

여 20 ㎕의 반응액을 만들었다.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 장치는 7500 Real time PCR system(Applied

Biosystems)을 사용하였다. 온도조건은 UNG incubation을 위해 50℃에서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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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합효소 활성화를 위해 95℃에서 10분간 반응 시킨 후, 95℃에서 15분간의

DNA 변성단계와 60℃에서 1분간의 재결합/ DNA 증폭단계를 40 cycle 반복

하여 시행하였다.

6. 유세포 분석기 분석

염색한 cell을 유세포 분석기 FACS CantoII flow cytometer (BD

Biosciences, CA,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데이터는 BD FACSDiva

software(BD Bioscience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7. CMV 감염, 재활성화, 질병의 정의

숙주의 체액에 바이러스의 DNA가 검출되어 바이러스의 존재가 직접 확인

되거나, CMV에 대한 항체가 환자의 혈액에 존재할 경우 CMV 감염(CMV

Infection)이 발생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Lazzarotto et al., 2011). 이 때, 임상

적 증상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CMV 재활성화(CMV reactivation)는 1차 감염 후 잠복되어 있던 바이러스

의 바이러스 증식이 다시 활성화 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이 때, CMV IgG 항

체의 절대적인 수치가 아닌 상대적인 역가의 증가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IgG가 이전 측정치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면, CMV가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Dowling et al., 1976; Craighead et al., 1969).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CMV 재활성화에 대한 더 민감한 예측을 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을 때 CMV

재활성화된 것으로 범위를 넓혔다. 이에 더해, 혈액에서 바이러스의 DNA가

검출되었을 경우에도 CMV 재활성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리하면,

CMV에 대한 IgG 항체가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거나, 혈액에서 CMV의

DNA가 검출될 경우 CMV 재활성화가 발생하였다고 정의하였다. (Kuo et al.,

2007; Mullier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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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V 질병(CMV disease)은 CMV 감염에 의해 임상적 증상이 발생하였을

때를 말한다(Mullier et al., 2009). 발열, 두통, 눈 통증, 근육통, 구토 증세, 피

부 발진 등이 그 증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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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sample collection of islet-transplanted N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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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mmary of sample collection of cornea-transplanted N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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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imers and probe used in real-time PCR for the detection of

RhC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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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apping of primers and probe used in real-time PCR for the

detection of RhC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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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면역형광염색법으로 측정한 항체가 증가의 의의

돼지의 각막을 이식한 Rhesus macaque의 혈청에서 RhCMV copy number

를 측정함과 동시에, 면역형광염색법을 이용하여 RhCMV에 대한 면역글로불

린G (IgG) 항체 역가를 측정하였다(Figure 2).

측정 결과, #25 영장류가 각막 이식을 받은 후 7주가 지났을 때 RhCMV

copy number가 474 copies/mL 까지 증가하였고,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RhCMV IgG 역가가 2배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27 영장류는 이식 수술

후 일주일 째에 RhCMV copy number가 13 copies/mL 로 측정되었는데, 이

로부터 3주 뒤에 RhCMV IgG 역가가 역시 2배 증가하였다. #28 영장류도 마

찬가지로 이식 수술 후 한 달이 지난 후 18 copies/mL 의 RhCMV copy

number가 측정되었고, 그로부터 2주 후에 RhCMV IgG 역가가 2배 증가하였

다.

13 copies/mL의 RhCMV가 측정되었을 때에도 RhCMV IgG 역가가 2배 증

가하는 것으로 보아, 이 실험에서는 RhCMV 증식에 의한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에 RhCMV IgG 역가의 2배 증가가 의미 있다.

2. 췌도 이식한 원숭이 검체에서의 RhCMV 모니터링

돼지의 췌도를 이식한 Rhesus macaque 7 마리의 혈청에서 RhCMV에 대한

면역글로불린G 항체 역가와 혈액 내에 존재하는 RhCMV 바이러스 copy

number를 측정하였다(Figure 3).

R051 non-human Primates(NHP)는 668일의 모니터링 기간 동안 총 다섯

번의 RhCMV 재활성화가 발생하였다(Figure 3A). 이식 수술 이후 22일, 64일,

119일, 577일 째에 발생한 네 번의 재활성화(R051-1, R051-2, R051-3, R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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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칭함)의 경우 RhCMV IgG가 2배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항체가 지속되지

않고 바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식 후 427일 째 관찰된 R051-4 재활성

화의 경우 100일 동안 RhCMV IgG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8배까지 증가하였

다. R051-3 재활성화 시에 52 copies/mL의 RhCMV가 검출된 후 20일이 지난

후에 RhCMV IgG가 증가하였으며, R051-4 재활성화 구간의 경우 재활성화

기간 동안 RhCMV copy number가 479 copies/mL까지 증가하였다. R051-5

구간에는 35 copies/mL의 RhCMV copy number가 측정되었다. R051-1,

R051-2 재활성화 기간에는 RhCMV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R080 NHP는 570일 동안 18번의 검사가 시행되었는데 이식 후 64일, 161일,

227일, 266일, 385일 째에 RhCMV가 재활성화 되었다(Figure 3B). R080 NHP

에서 관찰된 다섯 번의 RhCMV 재활성화를 순서대로 R080-1, R080-2,

R080-3, R080-4, R080-5라고 칭하였다. R080-2 재활성화 구간에서 RhCMV

IgG가 30일간 8배 증가하였으며, RhCMV copy number가 588 copies/mL로

측정되었다. R080-4 구간의 경우 RhCMV IgG는 증가하지 않았지만 RhCMV

가 317 copies/mL까지 측정되었다. R080-1, R080-5 구간에서 RhCMV DNA

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IgG항체가 2배 증가하였다.

R082 NHP를 이식 후 485일 간 모니터링한 결과 41일, 237일 째에

RhCMV가 재활성화 되었고(Figure 3C), R084 NHP는 209일, 352일 째에

RhCMV가 재활성화 되었으며(Figure 3D), R089 NHP는 406일 동안의 관찰

결과 32일, 102일, 193일 째에 RhCMV 재활성화가 발생하였다(Figure 3E).

R082-1, R082-2, R089-1 재활성화 구간에서 RhCMV copy number가 1000

copies/mL 이상으로 크게 중가 하였고 RhCMV IgG 역시 2배 이상 증가하여

50일 이상 지속되었다. R084-1, R084-2, R089-3 구간의 경우에도 RhCMV

copy number 증가 후에 따라서 증가된 RhCMV IgG가 60일 이상 유지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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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43 NHP에서 177일 간 한 번(Figure 3F), R159 NHP에서 404일 간 두 번

(Figure 3G)의 RhCMV 재활성화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R159 NHP에게서 발

생한 R159-1 재활성화 기간에는 RhCMV IgG 항체 역가가 70일 동안 1 titer

에서 7 titer까지 증가 하였다.

RhCMV copy number 측정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모든 원숭이에서 혈

액 내에 RhCMV DNA 증가가 간헐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그 때의 RhCMV의

수는 적게는 20 copies/mL에서 많게는 1400 copies/mL 까지 측정되었다.

IgG 항체 역가 측정 결과, 역시 간헐적으로 RhCMV IgG 항체의 역가가 증

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전 측정 날짜부터 다음 측정 날짜 까지 약 30일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항체가 최소 2배에서 최대 56배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RhCMV IgG 항체가 증가한 채로 다음 측정 날짜까지 계속 유지되

거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다시 감소하는 것이 관찰 되었고, 세 가지 경우

모두 RhCMV의 재활성화를 판정하는 데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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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meaning of α-RhCMV IgG increase measured by

immunofluorescence.

The copy numbers of Rhesus CMV(RhCMV) DNA in plasma were

determined by quantitative real-time PCR, and the antibody was titrated

by immunofluorescence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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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onitoring of RhCMV in monkey blood and T cell population

after islet cell transplantation.

The copy numbers of Rhesus CMV(RhCMV) DNA in plasma were

determined by quantitative real-time PCR, and the antibody was titrated

by immunofluorescence assay(upper graphs). The reactivation of RhCMV is

shown as orange box( ).

The total CD4 and CD8 T cell compartments (via CD3+ CD4+ and CD3+

CD8+ cells, respectively) were detected by flow cytometry(below graphs).

CMV, cytomegalovirus;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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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막 이식한 원숭이 검체에서의 RhCMV 모니터링

돼지의 각막을 이식한 NHP 14 마리를 대상으로 혈액에 존재하는 항

-RhCMV 면역글로불린G 항체의 역가와 RhCMV DNA 정량을 실시하였다

(Figure 4).

14 마리 모두 2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8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였다. 대부

분의 경우 RhCMV copy number 증가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20-2 재활성화

구간에서 RhCMV copy number가 158 copies/mL까지 증가한 후 30일 뒤에

RhCMV IgG가 2배 증가하였고(Figure 4A), #138 NHP에서의 첫 번 째 재활

성화 구간인 #138-1에서 119 copies/mL의 RhCMV copy number가 측정된 것

을 제외하고는(Figure 4D) RhCMV DNA가 검출되지 않거나 100 copies/mL

이하의 RhCMV copy number가 측정되었다.

눈에 띄는 RhCMV IgG 증가 추세를 보인 NHP가 있었는데, #20 NHP가 각

막이식을 받은 후 195일 째에 RhCMV IgG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약 100일 후

에는 8배까지 증가하였고(Figure 4-A), #88 NHP의 경우 222일 째 RhCMV

IgG가 2배 증가하여 85일간 지속되었으며(Figure 4C), #196 NHP는 이식수술

후 55일 째에 RhCMV IgG가 4배 증가하여 80일 이상 유지되었다(Figure

4H). #206 NHP는 이식 수술 후 139일 부터 245일 째 까지 106일간 RhCMV

가 4배 증가하였고(Figure 4J), #215 NHP에서도 130일 간 RhCMV가 8배 증

가하는 구간이 관찰되었다(Figure 4L). #138-1, #139-1, #142-1, #212-1,

#212-2, #215-1, #215-4, #217-1, #217-2, #218-1, #218-2, #218-3 구간에서는

IgG가 4배 이상 증가하여 30일 이상 지속되었다.

종합해 보면, 돼지의 각막을 이식한 NHP에서의 RhCMV 활성화를 6개월

이상 모니터링한 결과, 14 마리의 원숭이에서 총 31회의 RhCMV 재활성화가

발생하였다. 역시 모든 NHP의 혈액 내 RhCMV 증가가 간헐적으로 발생하였

으며, 그 때의 RhCMV의 copy number는 최소 20 copies/mL에서 최대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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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ies/mL 까지 측정되었다. 췌도 이식 후 NHP에서 측정된 RhCMV copy

number에 비해 전체적으로 적은 RhCMV가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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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Monitoring of RhCMV in monkey blood and T cell population

after cornea-transplantation.

The copy numbers of Rhesus CMV(RhCMV) DNA in plasma were

determined by quantitative real-time PCR, and the antibody was titrated

by immunofluorescence assay(upper graphs). The reactivation of RhCMV is

shown as orange box( ).

The total CD4 and CD8 T cell compartments (via CD3+ CD4+ and CD3+

CD8+ cells, respectively) were detected by flow cytometry(below graphs).

CMV, cytomegalovirus;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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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췌도 이식한 원숭이 혈액의 T 림프구 분포와 RhCMV 활성

돼지의 췌도를 이식한 원숭이 7 마리 혈액의 림프구 구성을 분석하였다.

CD3 전체 T 림프구의 수와 함께 CD4 T 림프구, 그리고 CD8 T 림프구 수

역시 측정하였다(Figure 3).

췌도 이식을 받은 NHP의 CD3 T 림프구의 수는 평균 1350 개/㎣, CD4 T

림프구 수의 평균은 310 개/㎣, CD8 T 림프구는 평균 1023 개/㎣ 였다. 평소

정상적인 CD4/CD8 ratio 값은 1 이상 이지만(Bisset et al., 2004), 이식 수술

후 면역 억제된 NHP의 경우 CD4 T 림프구 수의 감소가 두드러져 CD4/CD8

ratio 값이 1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다.

RhCMV 재활성화 패턴과 각각의 T 림프구 수의 변화 사이에 상관성이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RhCMV가 재활성화 되는 구간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의 T 림프구 수 변화 양상을 보았을 때, CD3, CD4, CD8 T 림프구의 절대적

인 수가 매우 작은 값을 나타내는 지점이 관찰되거나, 혹은, T 림프구의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구간이 존재하였다.

특히 R089 NHP의 경우(Figure 3G), CD3 T 림프구 수가 크게는 94 개/㎣

까지 감소하였고 이 때 CD4 T 림프구는 64 개/㎣, CD8+ T 림프구 수는 29

개/㎣까지 감소하였는데, 그 시점으로부터 15일 후에 RhCMV 재활성화가 일

어나는 것이 확인되었다(Table 4).

5. 각막 이식한 원숭이 혈액의 T 림프구 분포와 RhCMV 활성

돼지의 각막을 이식한 원숭이 14마리 역시 혈액의 림프구 구성을 분석하였

다(Figure 4). 각막 이식을 받은 NHP의 평균 CD3 T 림프구 수는 평균 1408

개/㎣, CD4 T 림프구 수의 평균은 632 개/㎣, CD8 T 림프구는 평균 895

개/㎣로, 역시 이식수술 후 NHP에서의 전체적인 CD4/CD8 ratio 값이 1이하

로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다. #141 NHP의 경우 이식 후 85일 째에 CD4/C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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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 값이 0.08까지 감소하였다(Figure 4F).

T 림프구 수의 변화 양상을 보았을 때, 특히 #215 NHP의 경우(Figure

4L), 이식수술 후 113일 째 되는 시점에 CD3 림프구 수가 130 개/㎣, CD4 T

림프구 58 개/㎣, CD8 림프구 수는 72 개/㎣까지 감소하였는데, 그 시점으로

부터 28일 후에 RhCMV 재활성화가 일어나는 것이 확인되었다(Table 5).

또한, #62-1 재활성화 구간의 경우(Figure 4B), T 림프구 수의 최소값은

CD3 T 림프구 2167 개/㎣, CD4 T 림프구 1329 개/㎣, CD8 T 림프구 2230

개/㎣로 비교적 큰 값을 나타냈으나, 각 T 림프구의 감소기울기가 1일 당 –

105 개/㎣, -48 개/㎣, -138 개/㎣로 측정되어 T 림프구 수가 급감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른 RhCMV 재활성화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RhCMV 재활성화 패턴과

각각의 T 림프구 수의 변화 사이에 관련성을 보았을 때, CD3, CD4, CD8 T

림프구의 절대적인 수가 매우 작은 값을 나타내는 지점이 관찰되거나, 혹은,

T 림프구의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구간이 존재하였으며 그 후로 30일 이

내에 RhCMV 재활성화가 일어났다.

정리하면, T 림프구 수의 감소가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RhCMV 증식의

재활성화가 일어나는 현상이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T 림프구의 증감 패턴을

이용하여 RhCMV의 재활성화를 미리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6. 췌도 이식한 원숭이의 혈당량 변화와 RhCMV 재활성

췌도 이식한 영장류에서 RhCMV 재활성화가 발생하였을 때 원숭이의 혈당

수치를 모니터링하여 이식된 장기의 survival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Figure

5).

췌도 이식 후 80-100 mg/dL의 안정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하던 R080 영장

류의 경우(Figure 5B), 이식 후 160일 째 2번째 RhCMV 재활성화가 발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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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R080-2) 그 직후에 바로 혈당량이 389 mg/dL까지 증가하였다. 이식 후

266일 째 에도 RhCMV가 재활성화 하였는데, 이 때 에도 혈당량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R082 영장류의(Figure 5C) 3번 째 RhCMV 재활

성화 구간(R082-3) 후에도 이전까지 안정적이던 혈당 수치가 240 mg/dL까지

증가하였다. R084 영장류(Figure5D)와 R089 영장류(Figure 5E)의 RhCMV 재

활성화 후에 역시 혈당량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 존재하였다.

췌도 이식한 영장류 7 마리 모니터링 결과 혈당 수치가 120mg/dL 이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 총 20구간 존재하였고, 그 중 15구간에서 혈당 수치가

RhCMV의 재활성화가 발생하였다. 반대로, 총 24번의 RhCMV 재활성화가 발

생하였으며 그 중 15번의 RhCMV 재활성화 구간에서 혈당 수치가 120mg/dL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정리하면, 혈당 수치가 120mg/dL 이상 증가 시 RhCMV가 재활성화 소견을

보이는 경우는 75.0% 였고, RhCMV 재활성화 시에 혈당 수치가 120mg/dL 이

상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62.5%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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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bsolute counts of T lymphocyte at the period of RhCMV

reactivation in the islet-transplanted N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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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bsolute counts of T lymphocyte at the period of RhCMV

reactivation in the cornea-transplanted N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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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demonstration of RhCMV reactivation and glucose level in

monkey blood after islet-transplantation.

The glucose level in monkey blood was measured and the increasement of

glucose level(↓) seemed to coinside with RhCMV reactivation after

islet-trans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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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돼지의 췌도와 각막을 이식받은 NHP에서의 RhCMV 재활성화 여부를 모니

터링한 결과, 혈액에서 RhCMV DNA가 검출되거나 RhCMV IgG 역시 증가

하는 RhCMV 재활성화가 발생하였다. T 림프구 수 변화와 RhCMV 재활성화

간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T 림프구 수의 감소가 RhCMV 재활성화에 영향

을 주었다.

거대세포바이러스는 장기 이식을 받아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감염되었

을 경우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장기 이식 후에 HCMV 감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 이종장기 이식 전임상실험의 피이식

체로써 원숭이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장기이식에 대한 면역거부반응을 최

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면역 억제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용체의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특히 RhCMV 감염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이종장기

이식이 부작용 없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숭이

에서의 RhCMV 활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돼지의 췌

도와 각막을 이식한 영장류를 대상으로 RhCMV 재활성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였다. 동시에, 장기이식을 받은 영장류 혈액에서의 T 림프구 수 변화를

함께 측정하여 RhCMV 재활성화와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RhCMV 활성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통한 바이러스

DNA 측정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에 대한 항 글로블린G 항체 역가 검사 역시

함께 시행하였다.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통한 RhCMV copy number 측정 결과, 간헐적

으로 원숭이 혈액 내 RhCMV copy number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

였고, 이는 잠복되어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 되었음을 의미한다. RhCMV가

증식함에 따라, 혈청의 항 RhCMV 항체의 역가 역시 증가하였는데,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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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것은 CMV 증식에 대항하여 B 세포에 의한 체액성 면역이 발생하

였다는 것이다.

항체의 경우 IgM과 IgG 모두가 생산될 수 있는데, 단기간 내에 검출 가능

한 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IgM 보다는 수 주 뒤에 생산되어 오랫동안 지속되

는 IgG 항체의 존재여부에 주목하였다(Carboneet al., 2016). 숙주의 혈액에

CMV에 대한 IgG 항체가 존재한다면, 이는 CMV에 처음 노출되었거나 이전

의 CMV 감염이 재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Lazzarotto et al., 2011) 그

러나, 영아와 면역 저하 환자는 CMV가 활성화된 경우라도 그들의 면역 체계

가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 CMV 감염에 반응하는 강한 항체를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CMV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항체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

로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체액에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바

이러스의 DNA를 검출하였다. CMV DNA가 검출된다면, 역시 CMV의 재활성

화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CMV DNA가 검출 되지 않았다고 해

서 CMV의 재활성화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없다. 바이러스가 검출

되기에 충분한 개체수로 존재하지 않거나 검사된 검체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15-30일 간격으로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를 시행하였으므

로, 그 사이의 바이러스 수 증가를 잡아내지 못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RhCMV의 재활성화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RhCMV IgM 및

IgG 수치는 예상보다 낮을 수 있으며, 바이러스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CMV의 활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RhCMV의 재활성화를 판단하

기 위해 두 방법을 모두 시행하였고, RhCMV에 대한 IgG 항체가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거나, 혈액에서 RhCMV의 DNA가 검출될 경우 RhCMV 재활

성화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로 하였다. 돼지 췌도를 이식한 원숭이 7 마리

와 각막을 이식 원숭이 14 마리를 6개월 이상 모니터링한 결과, 총 51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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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CMV 재활성화 구간이 확인되었다.

이식 수술을 받은 원숭이의 RhCMV 재활성화 이유 중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숙주의 면역력 약화일 것이다. 이종이식 시 면역억제제를 사용함에 따라

특히 일반적으로는 T 림프구의 수가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른 면역저하로 인

해 잠복감염체인 RhCMV가 활성화 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추

정 가능하다. 따라서, 원숭이의 혈액에 존재하는 T 림프구의 수의 변화가

RhCMV 활성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51회의 RhCMV 재활성화

구간으로부터 30일 이전까지의 수치를 보았을 때(Table 4, Table 5), T림프구

의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RhCMV 재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T 림프구 수 감소 정

도와 절대치를 결정하여 이를 RhCMV 재활성 예측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영

장류의 CD4 T 림프구 정상수치는 500-1,600 개/㎣이며, 특히 HIV 감염 시와

같이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는 CD4 T 림프구의 수가 200 개/㎣까지 감소한

다(Ho et al., 1995). CD8 T 림프구의 경우 정상수치는 200-1300 개/㎣이며

CD3+ T림프구의 경우 700-3000 개/㎣ 이다(Jiang et al., 2004). CD4 T 림프

구 수치가 200 개/㎣ 이하, CD8 T 림프구 수 200 개/㎣ 이하, CD3 T 림프구

수 700 개/㎣ 이하로 감소하였을 때 정상수치를 벗어났다고 판단할 수 있다.

RhCMV 재활성화 구간으로부터 30일 이전까지의 측정 결과를 보았을 때, 위

의 수치(CD3: 700 개/㎣, CD4: 200 개/㎣, CD8: 200 개/㎣) 이하를 만족하는

구간은 51회 중 6회 뿐이었다(Table 6).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T 림프구 수의 감소 기울기를 함께 고려하였다.

각각의 T 림프구 수치와 감소기울기의 기준점을 조절하여 RhCMV 재활성화

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였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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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etermining the criteria of T cell population predicting the

RhCMV re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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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3 T 림프구= 1000 개/㎣, CD4 T 림프구= 250 개/㎣, CD8 T 림프구=

750 개/㎣ 이하(조건 A)가 되거나, 1일 당 CD3 T 림프구 감소기울기= -10.0

개/㎣, CD4 T 림프구 감소기울기= -2.5 개/㎣, CD8 T 림프구 감소기울기=

-7.0 개/㎣ 이하(조건 B)가 될 때 RhCMV 재활성화가 일어난다는 결론을 내

릴 수 있었다.

췌도 이식한 NHP 7 마리에서 발생한 20회의 RhCMV 재활성화 중 16회

(80.0%), 각막 이식한 NHP 14 마리에서 발생한 31회의 RhCMV 재활성화 중

29회(93.5%)에서 조건 A 또는 조건 B를 만족하였다. 합쳐서 총 51회의

RhCMV 재활성화 구간 중 45회, 즉, 88.2%가 해당 조건을 만족하였다(Table

6).

RhCMV가 재활성화 되었을 때, T 림프구 수 측정을 통해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여 RhCMV 재활성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가려낼 수 있는 확률인 민감

도는 각막 이식 영장류에서 95.7%, 췌도 이식 영장류에서 89.7% 였다(Table

7). RhCMV가 재활성화 되지 않았을 때, T 림프구 수를 통해 RhCMV 재활

성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려낼 수 있는 확률인 특이도는 각막 이식

영장류 96.6%, 췌도 이식 영장류 94.5% 였다. RhCMV가 재활성화가 일어날

것임을 가려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예측도는 각막 이식의 경우 91.8%, 췌

도 이식의 경우 89.7% 였다. RhCMV가 재활성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가

려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예측도는 각막 이식 영장류 98.3%, 췌도 이식 영

장류 94.5% 였다.

전체 T 림프구의 수와 CD8 T 림프구의 수는 기준점보다 훨씬 아래로 현저

하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CD4 T 림프구의 수가 기준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RhCMV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통해, RhCMV의 활성화

에는 CD4 helper T 림프구의 감소로 인한 영향이 더 크다고 추측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이식수술 후 면역억제제에 의해 면역력이 약화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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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뿐만 아니라, 후천적 면역 결핍 증후군 (AIDS) 환자의 경우 특히나 HIV가

CD4 helper T 림프구에 감염되어 세포를 파괴, CD4 세포수가 급격히 감소하

기 때문에, 이로 인한 CMV 감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

췌도를 이식 받은 원숭이의 T 림프구 수가 감소하여 면역능이 저하되었고,

그에 따라 RhCMV 활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시점에서 사용하고 있던

면역 억제 방법이 이러한 상황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그 때 사용

했던 면역 억제 방법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방법을 개선하여 적용해

야 한다. 또한, 확립한 기준점 이하로 T 림프구가 감소할 경우, RhCMV의 재

활성화가 30일 이내로 발생할 확률이 높으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하여

야 한다.

RhCMV가 유전적으로 HCMV와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RhCMV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HCMV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Powers and Fruh, 2008; Hansen et al., 2003). 따라서 후에 이종이식을 사람

에게 시도할 때에도 원숭이에서의 RhCMV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면역억제 방법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HCMV-seropositive한 환자가 줄기세포 동종 이식을 받을 경우에

HCMV-seronegative한 공여자보다 CMV-seropositive한 공여자로부터 이식을

받았을 때 HCMV의 재활성화가 더 높은 비율로 발생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Özdemir et al., 2007). 이를 바탕으로, 이종이식의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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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the criteria of T cell population

for RhCMV re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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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e Jung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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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otransplantation is a potential answer to the current human organ

shortage in alle-transplantation. For the successful transplantation, it is the

first priority to prevent immune rejection response which destroys the

transplanted tissue. With immunosuppressive therapy, the high risk of

infections caused by over immunosuppression is one of restrictions for

recipient’s long-term survival.

Especially, cytomegalovirus (CMV) has the ability to persist in the host

at the latent state after primary infection. In the immunocompuromised

patients, the virus can be reactivated causing diseases such as

pneumonitis, encephalitis, gastroenteritis, and retinitis that may even result

in death. Moreover, reactivation of CMV may induce the loss and damage

of transplanted grafts.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monitoring the

CMV reactivation in recipients consistently after transplantation.

In this research, the result of monitoring RhCMV reactivation in the

xenotransplanted nonhuman primates is show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s of T lymphocyte population and RhCMV reactivation

was defined. For identifying RhCMV reactivation,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detecting HCMV IE1 gene and immunofluores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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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ay measuring the titer of IgG anti-RhCMV antibody were performed.

As it was found that RhCMV was reactivated with the reduction of the

number of T lymphocyte, the criteria for predicting RhCMV reactivation

was set up. The criteria of the absolute number of T lymphocytes was as

follows: CD3+ T lymphocytes= 1000 cells/㎣, CD4+ T lymphocytes= 250

cells/㎣, CD8+ T CD3+ T lymphocytes= 750 cells/㎣, and that of the slope

of T lymphocyte count was as follows: CD3+ T lymphocytes= -10.0 cells/

㎣ per day, CD4+ T lymphocytes= -2.5 cells/㎣ per day, CD8+ T

lymphocytes= -7.0 cells/㎣ per day. If the absolute number of T

lymphocytes decreases under the criteria or the slope of T lymphocyte

count is smaller than the criteria, RhCMV can be reactivated. The

sensitivity was 93.0% and the specificity was 95.8%.

The relationship between RhCMV and glucose level in monkey blood

after islet-transplantion was identified. As the glucose level increased more

than 120 mg/dL, 75.0% of that showed the reactivation of RhCMV. After

reactivation of RhCMV, the glucose level increased more than 120 mg/dL

in the 62.5%.

Using this criteria, I was able to make provision for RhCMV reactivation

and determine how to use immunotherapy after transplantation.

Key words : xenotransplantation, Rhesus cytomegalovirus (RhCMV),

reactivation, T lymphocyte,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real-time

PCR), immunofluorescenct assay, immunosuppression

Student number : 2015-2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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