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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터증후군 길잡이 출간을 축하 하면서

뮤코다당증은 글리코사미노글리칸(glycosaminoglycan)을 분해하지 못해 체내에 

이 물질이 축적되는 질환을 말하며, 그중에서도 특히 헌터증후군은 한국인을 비롯

한 동양인에서 호발하는 질환입니다. 헌터증후군에 이환된 환자들은 극히 소수이지

만, 이 질환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사회 · 정신적으로 겪게 되는 고통도 

적지 않습니다. 본 책자는 헌터증후군을 시작으로 하는 일련의 뮤코다당증을 다룬 

연작의 일부로서, 뮤코다당증 가운데 한국인에게 비교적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헌

터증후군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뮤코다당증을 인지하며 환우회와 함께 이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기를 

희망하며 연구한 지도 십수 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시기를 마감하고 희망으로 환

우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해 젊은 의학자들과 「헌터증후군 길잡이」를 출간하

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헌터증후군의 더 나은 치료와 완치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

고자 합니다.

이 책자에는 헌터증후군의 빈도와 유전 형식, 분자유전학적 특징, 진단 알고리듬, 

선별검사뿐 아니라, 장기별 증상과 각 증상에 대한 치료 즉, 호흡기, 심혈관계, 소화

기, 신경계, 근골격계,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증상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

료를 한발 앞당기기 위해서 효소보충요법의 기전, 효소보충요법의 실제, 아나필락

시스에 대한 대처법, 효소보충요법 이외의 치료, 언젠가 있을 수도 있는 긴박한 상

황을 대비한 수술 마취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중증도 점수 체계, 삶

의 질 평가, 산전진단 및 유전상담, 환자 등록 및 센터 소개를 주제로 자세히 기술하

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서문



앞으로 헌터증후군의 진단 및 치료 방침은 눈부시게 변화할 것입니다. 최근에 발전

을 거듭하는 유전학의 기술과 새로운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유전공학 기술은 짧은 

시간 안에 급속히 발전할 것이고, 이로 인해 어제의 최첨단 기술이 내일은 과거의 

역사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에 적힌 모든 내용은 시간과 함께 변화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들은 국제적인 협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

상 깨어있을 것이고 외국의 이 분야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기술을 창조해 나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헌터증후군 환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

실한 것은 질환에 대한 이해와 환우들과 항상 함께한다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습

니다.

마지막으로, 헌터증후군 길잡이를 발행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2014년 5월

집필위원장 진 동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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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뮤코다당증

1장

1. 뮤코다당증의 소개

뮤코다당증(mucopolysaccharidosis,  MPS)은  희귀유전대사질환(rare 

inherited metabolic disorders) 가운데 하나로, 세포 내 글리코사미노글리칸

(glycosaminoglycan, GAG)의 분해를 촉매하는 일련의 리소좀(lysosome) 효소의 

유전적 결핍에 의해 뮤코다당체(mucopolysaccharide)가 리소좀에 축적되어 주로 

조직이나 기관에 퇴행성 병변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MPS는 오래전부터 인지되어 

왔지만, 발전된 생화학과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비약적인 발전

을 이루기 시작한 것은 불과 수십 년 전이다. MPS는 국가, 인종, 종교나 사회적 배

경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환될 수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환

자가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MPS의 유형에는 7가지가 있다(표 1). 

① MPS I형에는 3가지 아형(subtype)이 있는데, IH형인 헐러증후군(Hurler 

syndrome), IH/S형인 헐러-샤이에증후군(Hurler-Scheie syndrome), IS형

인 샤이에증후군(Scheie syndrome)으로 나눌 수 있다. I형은 공통적으로  

α-L-iduronidase라는 리소좀 효소의 결핍으로, GAG인 dermatan sulfate와 

heparan sulfate가 분해되지 못하고 전신에 축적되는 질환이다.

② MPS II형은 헌터증후군(Hunter syndrome)으로 불리며, iduronate-2-sulfatase 

효소 결핍으로 dermatan sulfate와 heparan sulfate가 전신에 축적되는 질

환이다. 

③ MPS III형은 산필리포증후군(Sanfilippo syndrome)으로 불리며, 결핍된 효

소에 따라 4가지 아형으로 나눈다. IIIA형은 heparan N-sulfatase, IIIB형

은 α-N-acetylglucosaminidase, IIIC형은 acetyl-CoA α-glucosamin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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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S의 유형 가운데 제외된 두 가지로는 V형과 VIII형이 있는데, V형은 IS형인 

샤이에증후군과 동일한 효소의 결핍으로 밝혀진 후 제외되었고, VIII형은 불명확

한 유형으로 인해 1996년에 제외되었다. 

N-acetyltransferase, IIID형은 N-acetylglucosamine-6-sulfatase 효소 결핍이 

원인이다. MPS III형은 공통적으로 heparan sulfate가 축적되고, MPS 가운데 

빈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다. 

④ MPS IV형은 모르퀴오증후군(Morquio syndrome)으로 불리며, 결핍된 

효소에 따라 2가지 아형이 있다. IVA형은 galactose-6-sulfatase, IVB형은  

β-galactosidase 효소 결핍으로 생긴다. MPS IV형은 공통적으로 keratan 

sulfate가 축적된다. 

⑤ MPS VI형은 마로토-라미증후군(Maroteaux-Lamy syndrome)으로 불린다. 

Arylsulfatase B 효소 결핍으로 생기며, dermatan sulfate가 축적된다. 

⑥ MPS VII형은 슬리증후군(Sly syndrome)으로 불린다. β-glucuronidase 효소 결

핍으로 생기며, dermatan sulfate와 heparan sulfate가 축적된다. 

⑦  MPS IX형은  나토위츠증후군 (Natowicz  syndrome)으로  불린다 . 

Hyaluronidase-1 효소 결핍으로 생기며, chondroitin sulfate가 축적된다. 

2. 뮤코다당증의 역사

MPS는 오랜 옛날부터 임상증상으로 인지되어 왔으나, 초기 사례연구에서는 질병

이 잘 구분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52년이 되어서야 I형인 헐러증후군 환자에서 

뮤코다당체가 증가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성공하였고, 1970년대 초 효소 

분석의 시대가 시작되어 약 10년 뒤에는 알려진 MPS의 모든 효소 결핍이 확인되

었다. 이후 분자생물학적 분석으로 리소좀 효소장애의 메커니즘을 더 잘 밝힐 수 

있게 되자, 다시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전부터 다른 이름으로 보고되기는 했지만, 

대개 MPS의 각 유형에 붙여진 이름은 이 질환을 처음 기술한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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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터증후군 길잡이

1) Ⅰ형 헐러/ 헐러-샤이에/ 샤이에증후군

① 1900년, Thomson은 알 수 없는 병을 가진 한 소년을 서술하였는데, 8년 

뒤 그 소년의 동생도 동일한 병을 가지고 있었다. 이 두 형제의 병명은 1940

년이 되어서야 Henderson에 의해 ‘헐러증후군’이라는 용어로 발표되었다.

② 1919년, 오스트리아 의사인 Meinhard Pfaundler와 그의 조수인 독일 소아

과 의사 Gertrud Hurler(1889-1965)가 Munich 소아과협회 모임에서 「소아 

뼈 발생 이상의 한 유형에 대한 설명(Demonstration of a type of childhood 

dysostosis)」이라는 제목으로 두 명의 헐러증후군 환자를 발표하였다. 

③ 1934년, Tuthill은 헐러증후군을 가진 환자의 뇌를 병리해부학적으로 관찰하

고 중추신경계에 축적되는 과정의 증거를 발견하였다.

④ 1952년, Brante에 의해 헐러증후군을 가진 환자의 뇌에 뮤코다당체가 축적

되는 것이 화학적으로 증명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⑤ 1957-1958년, Dorfman과 Lorincz에 의해 헐러증후군 환자의 소변에서 뮤

코다당체 분비가 증가함이 증명되었다.

⑥ 1962년, 미국 안과 의사인 Harold G. Scheie(1909-1990)가 헐러증후군의 

경한 유형인 샤이에증후군에 대해 처음 서술하였다.

⑦ 1968-1969년, Elizabeth Neuteld가 섬유아세포(fibroblast) 배양에서 다양한 

뮤코다당체의 대사 부족을 상반되게 교정시킬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함을 증명하

였고, 헐러증후군과 샤이에증후군은 동일한 효소 부족으로 생기지만 헌터증후

군은 이와는 다른 유형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있다. MPS는 골수이식, 효소대체치료 및 다가올 유전자 치료와 같은 새로운 치료 

방법이 개발되고 있어, 연구자뿐 아니라 환자들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학

문적 중요성도 높다. 

MPS의 유형별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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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1981년, 처음으로 런던 웨스트민스터병원에서 골수이식(bone marrow 

transplantation)으로 헐러증후군 환자 1명을 치료하였다.

⑨ 2001년, 미국 소아과 의사인 Emil Kakkis에 의해 헐러증후군 환자에서 효소

보충치료에 성공했다는 임상연구가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⑩ 2003년, 미국과 유럽에서 I형 헐러증후군의 효소보충치료제인 알두라자임

(Aldurazyme®)이 허가 받았다.

2) Ⅱ형 헌터증후군

① 1835년, 북미 작가였던 Washington Irving(1783-1859)의 여행기에 II형

인 헌터증후군이 처음으로 기술되었다. 이 여행기에서 밝힌 환자는 선대부

터 250여 년 동안 캐나다 Catskill 산에서 살아왔던 한 가족이었다. Beebe와 

Formel은 이 가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1955년 과학출판물에 발표하였다.

② 1917년, 스코틀랜드 출신 의사인 Charles Hunter(1873-1955)에 의해 「두 

형제의 희귀병(A rare disease in two brothers)」이라는 논문에서 헌터증후

군을 가진 두 형제에 대해 처음 서술되었다. 그러나 당시 이 논문은 거의 관심

을 받지 못했다.

③ 2006년 7월에는 미국에서, 2007년 1월에는 유럽에서 II형 헌터증후군의 효

소 치료제인 엘라프라제(Elaprase®)가 허가받았다. 

④ 2012년, 한국에서 II형 헌터증후군의 효소치료제인 헌터라제(Hunterase®)가 

삼성서울병원 진동규 교수팀에 의해 개발되어 허가받았다.

3) Ⅲ형 산필리포증후군

① 1958년, Meyer와 Hoffmann이 나중에 III형인 산필리포증후군으로 알려진 

MPS에 대해 처음으로 생화학 학회지에 언급하였다.

② 1971-1972년, 처음으로 효소 결핍에 대한 논문이 생화학 학회지에 발표되

었고, 1980년에는 독일 생화학자인 Hans Kresse에 의해 산필리포증후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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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 결핍 때문이라는 증거가 확인되었다.

4) Ⅳ형 모르퀴오증후군 

① 1897년, 영국의 Osler가 IV형인 모르퀴오증후군을 가진 두 자매를 처음으로  

서술하였다.

② 1909년, Voisin에 의해 연골무형성증(achondroplasia)이라는 용어로 모르 

-퀴오증후군의 두 사례가 서술되었다.

③ 1929년, Bradford와 Louis Morquio는 각각 모르퀴오증후군에 대해 처음  

서술하여 발표하였다.

5) Ⅵ형 마로토-라미증후군

① 1963년, Maurice E. Lamy와 Pierre Maroteaux에 의해 IV형 마로토-라미증

후군에 대해 처음 서술되었다.

② 2006년, 미국과 유럽에서 VI형 마로토-라미증후군의 효소치료제인 나글라자

임(Naglazyme®)이 허가받았다.

6) Ⅶ형 슬리증후군

① 1976년, 미국 유전과학자인 William Sly에 의해 VII형인 슬리증후군이 처음

으로 서술되었다. 슬리증후군은 소수의 환자밖에 없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치

명적인 태아수종(fetal hydrops)이 나타났다.

7) Ⅸ형  나토위츠증후군

① 1996년, Natowicz는 지능은 정상이나 골격변형(skeletal deformity)과 관절

의 연조직(soft tissue)이 두꺼워져 있는 14세 소녀에 관해 서술하였고, 그 원

인이 히알루론산분해효소(hyaluronidase) 결핍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병은 나중에 MPS IX형으로 명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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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뮤코다당증의 빈도

국내에는 아직 MPS에 대한 정확한 빈도가 보고된 바 없다. 빈도는 나라마다, 발

표된 논문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I형과 II

형은 생존 신생아(live births) 100,000명당 1명으로 나타났고, III형은 25,000명에

서 75,000명당 1명으로 보고에 따라 차이가 많으나 가장 빈도가 높다. 그리고 IV형

은 40,000명에서 200,000명당 1명, VI형은 240,000명에서 300,000명당 1명이며, 

VII형과 IX형은 아직 알려진 바 없다(표 1).

표 1 뮤코다당증의 유형에 따른 특징 

MPS, mucopolysaccharidosis; AR, autosomal recessive; XR, X-linked recessive.

형 일반명 결핍 효소 축적 물질
유전
형식

빈도 
(생존 신생아당)

MPS IH 헐러증후군

α-L-iduronidase Heparan sulfate
Dermatan sulfate

AR 1:100,000MPS IH/S 헐러-샤이에증후군

MPS IS 샤이에증후군

MPS II 헌터증후군 Iduronate sulfatase
Heparan sulfate

Dermatan sulfate
XR 1:100,000

MPS IIIA

산필리포증후군

Heparan sulfamidase

Heparan sulfate AR
1:25,000-

75,000

MPS IIIB N-acetylglucosaminidase

MPS IIIC
Heparan-α-glucosaminide 

N-acetyltransferase

MPS IIID
N-acetylglucosamine 

6-sulfatase

MPS IVA
모르퀴오증후군

Galactose-6-sulfate sulfatase
Keratan sulfate AR

1:40,000-
200,000MPS IVB β-galactosidase

MPS VI 마로토-라미증후군
N-acetylgalactosamine-4-

sulfatase
Dermatan sulfate AR

1:240,000-
300,000

MPS VII 슬리증후군 β-glucuronidase
Heparan sulfate

Dermatan sulfate
AR Unknown

MPS IX 나토위츠증후군 Hyaluronidase-1
Chondroitin 

sulfate
AR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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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염색체 열성 유전 형식 가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세대를 건너뛰어 나타난다. 즉, 환자의 형제에서 동일 질환이 발현되는 경우

가 많고, 환자의 부모나 부모의 형제들에서는 환자가 있는 경우가 별로 없다. 

② 평균적으로 양쪽 모두 이형접합체(heterozygote)인 부모에서 출생하는 자손의 

1/2은 보인자(carrier), 1/4은 정상, 1/4은 환자가 된다.

③ 남녀 모두에서 나타난다. 

④ 근친 결혼 시 발생 빈도가 증가된다.

2) X-연관 열성 유전 형식 가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① 주로 남자에서 증상이 나타나고, 여자에서는 아주 드물게 증상이 나타난다.

② 환자인 아버지에서 태어난 딸들은 모두 보인자가 되나, 아들은 정상이다. 

4. 뮤코다당증의 유전 형식

MPS는 X-연관 열성(X-linked recessive) 유전 형식인 II형 헌터증후군을 제외한 

나머지 형(type) 모두가 상염색체 열성(autosomal recessive) 유전 형식으로 나타

나는 질환이다. 

서양에서는 III형이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으나, 아시아에서는 II형인 헌터증후군

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라 전체의 자료는 아니지만, 나라별로 MPS를 주

로 보는 병원의 데이터에 의하면, 전체 MPS 환자 중 일본 55%, 대만 52%, 중국 

47% 및 말레이시아는 50%가 헌터증후군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직 한국에서의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2013년 7월까지 발견된 환자(사망자 포

함)는 I형 19명, II형 83명, III형 26명, IV형 14명, VI형 2명이며, VII형은 보고되

지 않았다. 이를 볼 때 국내에서도 MPS 환자가 최소한 150여 명 이상이 있었을 것

으로 추정되며, III형이 가장 많다는 서양의 보고와는 다르게 II형이 가장 많이 

보고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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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아버지에서 아들로 질환이 유전되지는 않는다.

③ 어머니가 보인자인 경우 아들의 50%는 환자가 되고, 딸의 50%는 보인자가 

된다. 즉, 보인자인 여자가 임신 때마다 이환될 남아를 출생할 확률은 25%

이다. 

④ 보인자인 어머니를 통해서 질환이 전달되므로, 세대를 건너뛰어 환자가 발생될 

수 있다. 

그림 1 헌터증후군을 가진 대가족의 가계(X-연관 유전 형식) 

정상 남자 헌터증후군 환자

정상 여자 여자 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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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터증후군의 원인 유전자

헌터증후군은 리소좀(lysosome) 효소 중 하나인 iduronate-2-sulfatase 효소의 결
핍으로 다양한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X-연관 열성 유전성 대사질환이다. 헌터증후

군의 원인 유전자는 IDS이며, X 염색체 장완(Xq28)에 위치하고 있다. IDS 유전

자는 9개의 엑손(ex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4kb에 해당하는 큰 유전자이다. 
코딩되는 단백질은 약 550개의 아미노산 서열로 구성된 iduronate-2-sulfatase 효
소이다. IDS의 약 90kb 원위부에 거짓유전자(pseudogene)인 IDS2가 위치하고 있
으며, IDS2 유전자는 IDS 유전자의 엑손 2, 3 및 인트론(intron) 2, 3, 7과 염기서

열이 매우 흡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어떠한 형태이든, IDS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 iduronate-2-sulfatase 효소가 결핍되면 헌터증후군의 임상양상이 나타나

게 된다.

2. 헌터증후군의 생화학적 이상 

IDS에 의해 코딩되는 단백질은 iduronate-2-sulfatase(IDS; EC 3.1.6.13)
로 리소좀 효소 중 하나이다. Iduronate-2-sulfatase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glycosaminoglycan, GAG)의 일종인 heparan sulfate와 dermatan sulfate를 분
해하는 과정에 필요한 효소이다. 이 효소는 iduronic acid로부터 sulfate를 제거하

는 데 작용하며, 이는 heparan sulfate와 dermatan sulfate의 분해에 필수적인 과정

이다(그림 1). 따라서 헌터증후군에서는 이 효소가 결핍되어 분해되지 않은 GAG
가 리소좀 내에 축적되게 되고, 그 결과 세포와 조직에 손상을 초래하여 다양한 임
상증상을 야기한다. 체내에 축적된 GAG가 소변으로 다량 배출되므로, 이는 헌터

증후군을 포함한 뮤코다당증의 생화학적 진단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백혈구 또
는 피부 섬유아세포에서 iduronate-2-sulfatase 효소의 활성도가 낮아져 있고, 다른 
sulfatase의 활성도가 정상이면 multiple sulfatase 결핍증이 배제되므로, 헌터증후

군을 확진할 수 있다.

2. 헌터증후군의 분자유전학적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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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ermatan sulfate와 Heparan sulfate의 분해 과정에 IDS 효소가 작용하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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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duronate-2-sulfatase 효소 단백질

IDS 단백질은 번역(translation)된 후에 글리코실화(glycosylation) 반응을 포함

한 몇 단계의 변화 과정(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이 필요하다. 먼저, IDS 
효소는 아미노산 31, 115, 144, 246, 280, 325, 513, 537 위치의 8개의 N-결합 글
리코실화(N-linked glycosylation)가 필요하다. 이 중에서도 특히, 280번째 아
미노산의 글리코실화가 매우 중요한데, 이 위치가 글리코실화되어 mannose-6-
phosphate(M6P) 수용체에 인지되어야 효소가 세포 내로 들어가 작용할 수 있다

(그림 2). 또한, IDS 효소는 시알화(sialylation)되어 있는데, 이는 IDS 효소가 간
에서 분해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혈액 내에서 충분한 IDS 효소 농도를 유지하

는 데 필요하다.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정은 59번째 아미노산인 시스테인(cysteine)
이 2-amino-3-oxopropionic acid로 글리코실화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은 heparan 
sulfate와 dermatan sulfate를 분해하는 효소 활성도에 필수적이다.

IDS, Iduronate-2-sulfat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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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6P 수용체 매개 경로를 통해 IDS 효소가 세포 내로 들어가는 과정 

M6P
수용체 세포

리소좀

IDS

M6P, mannose-6-phosphate.

4. 유전자 돌연변이의 유형

헌터증후군의 표현형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며, 유전자 돌연변이도 비교

적 다양하다. 현재까지 IDS 유전자에는 300개 이상의 다른 돌연변이들이 보고되

어 있는데, 돌연변이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유전자 내
에 돌연변이가 생기는 유형(intragenic mutation)으로 약 80%를 차지하며, 유전자 
내 작은 결손(deletion), 삽입(insertion), 스플라이싱(splicing), 점 돌연변이(point 
mutation) 등 매우 다양하게 보고되어 있다. 유전자 내 단일 염기치환이 있는 경우

의 절반가량은 CpG 이핵산(dinucleotide)에서 일어난다. 두 번째는 여러 개의 엑
손이 결손되거나 전체 IDS 유전자가 결손되는 유형으로 약 10%를 차지하며, 세 
번째는 IDS와 염기서열이 매우 유사한(highly homologous) IDS2와의 다양한 재
조합에 의한 재배열이 발생하는 유형으로 약 10%를 차지한다. 한국인 헌터증후군 
환자 75명을 대상으로 한 IDS 돌연변이 분석 결과를 보면, 59명(79%)이 유전자 
내 돌연변이, 14명(18%)이 IDS-IDS2 재조합 돌연변이, 2명(3%)이 여러 개의 엑
손 결손을 보이는 유형으로 나타나, 서양의 보고에 비해 IDS-IDS2 재조합 돌연변

이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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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터증후군 환자에서 발견되는 돌연변이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첫째는 유전자 내의 돌연변이, 둘째는 엑손의 일부 혹은 전

체 유전자의 결손, 셋째는 근처에 위치한 거짓유전자와의 재조합에 의한 유전자 

재배열이다. 따라서 각각의 돌연변이 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법이 필요하다. 

이 중 염기서열 분석 방법으로 80%가량의 돌연변이를 발견할 수 있으므로, 먼저 

염기서열 분석을 시행하고, 임상적으로 헌터증후군이 의심되지만 염기서열 분석 

결과가 정상인 경우 아래에 기술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1) 염기서열 분석(sequencing analysis) 

 IDS 유전자의 전 코딩지역의 염기서열을 분석하면 환자의 82%에서 돌연변이를 

찾을 수 있다. 단일 염기치환이나 접합부위 돌연변이가 전체 돌연변이의 약 65%

를 차지하며, 엑손 내의 작은 결손이나 삽입이 약 17%를 차지한다. 

2) 결손/ 중복 분석(deletion/duplication analysis)

 엑손의 일부 또는 전체 유전자 결손은 전체 돌연변이의 약 9%를 차지한다.

3) 서던블롯 분석(southern blot analysis)

 일반적인 염기서열 분석 방법으로는 IDS-IDS2 유전자 간의 재조합에 의한 유전

자 재배열이 있는 경우를 찾을 수 없다. 이 유전자 재조합 돌연변이는 전체 헌

터증후군 돌연변이의 약 9%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전자 재배열을 찾

기 위해 전통적으로 서던블롯 분석법이 이용된다. 그러나 서던블롯 분석법은 검

사 방법 자체가 번거로운 단점이 있어, 2005년 Lualdi 등이 중합효소 연쇄반응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기반으로 한 보다 간편한 방법을 개발하

여, 최근에는 이 방법을 이용하여 가장 흔한 유형의 유전자 재배열을 먼저 배제

한 후 서던블롯을 수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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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형접합 보인자 

헌터증후군은 X-연관 열성 유전 형식을 따르므로, 대부분의 환자는 남자이고 여자

는 이형접합 보인자가 된다. 그러나 이형접합 보인자인 여자에서 헌터증후군의 임

상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보고되어 있으며, 이는 Lyon의 가설로 설명할 수 있는 편

향된 X 염색체 불활성화(skewed X chromosome inactivation) 때문이다. 

7. 유전형-표현형의 상관성

헌터증후군의 표현형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 명백한 유전형-표현형의 상

관성(genotype-phenotype correlation)을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유전형-표현

형의 상관성이 알려져 있는 경우가 있다. IDS 유전자 전체의 결손과 IDS-IDS2 재

배열은 중증 표현형과 관련되어 있으며, 과오 돌연변이(missense mutation)는 경

증 표현형에서 더 흔하게 발견된다. 그러나 같은 유전형을 가지는 환자라도 서로 

다른 표현형을 나타내기도 하므로, 유전형과 표현형이 반드시 상관성을 가지는 것

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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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변의 글리코사미노글리칸 검사

대부분의 뮤코다당증(mucopolysaccharidosis, MPS)은 총 소변 글리코사미노글

리칸(glycosaminoglycan, GAG) 수치가 증가하게 된다. 소변의 dermatan sulfate

와 heparan sulfate의 증가는 MPS I형, II형 또는 VII형에서 모두 보일 수 있다. 따

라서 MPS II형 헌터증후군의 선별검사로 우선 소변 GAG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

데, 소변 GAG는 정량적(총 소변 uronic acid를 측정) 또는 정성적(GAG 전기 영동

법) 분석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다. 소변에서 dermatan sulfate와 heparan sulfate

가 증가하게 되면 헌터증후군 혈액 효소의 활성화 측정을 위한 단계로 넘어가게 

되지만, 만약 증가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진단을 의심할 수 있다. 하지만 소변의 

GAG 측정은 검사 방법의 낮은 민감도(희석된 소변 샘플을 이용할 경우)로 인하여 

음성 결과를 보일 수 있으므로,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라도 임상적으로 강력히 

의심된다면 헌터증후군의 진단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2. 효소의 활성화 측정 검사

헌터증후군의 진단을 위해 흔히 배양 섬유아세포, 백혈구, 혈장 또는 혈청을 이용

하여 효소 활성화 측정 검사를 하게 되며, 이는 최선의 표준 진단법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dried blood spot(DBS)의 분석법이 이용되며, 세포나 혈청 샘플의 이송

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1차 스크리닝 검사로 쉽게 이용될 수 있다. 남자인 경우에는 

다른 sulfatase 효소 활성화가 정상이면서 iduronate-2-sulfatase(I2S) 효소 활성화

가 감소되거나, 없는 경우에는 헌터증후군으로 확정적 진단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는 검사기관에 따라 second sulfatase 분석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어 대

부분 유전자 검사를 시행한다. 따라서 헌터증후군으로 의심되는 환자에서 감소

된 I2S 효소 활성화를 보이게 되면 second sulfatase 결핍증의 진단을 위한 second 

3. 헌터증후군의 진단적 알고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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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fatase 분석 과정을 배제하고, 다음 검사로 IDS 유전자 분석 검사를 바로 시행 

후 확진하게 된다. 만약 유전자 분석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는 다음 검사로 second 

sulfatase 분석을 시행하여 multiple sulfatase 결핍증을 감별해야 한다. 하지만 

second sulfatase 분석에서 정상 값을 보이는 경우에는 혈액(백혈구)에서 2차 효

소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그 결과로 I2S 효소 활성화의 감소를 보이면 헌터증후

군으로 진단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다른 뮤코다당증이나 리소좀 축적질환

(lysosomal storage disorder)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한편, 여자 보인자의 경우에

는 효소 활성화를 통한 확정적 진단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여자 보인자의 약 

50%가량에서 I2S 효소 활성화가 정상 여자에서 보이는 정상 효소 수치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자 보인자의 경우에는 유전자 분석 검사를 통해 확정적

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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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터증후군을 조기진단하는 데 도움되는 임상적 단서

1. 헌터증후군에 대한 조기진단의 필요성

헌터증후군에서 질환 초기에 보일 수 있는 증상이나 진찰 소견은 비특이적인 경우

가 많으며, 각각의 환자에서 모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출생 시에는 정상 

신생아와 구별되는 특징을 보이지 않고, 수년 이후부터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특히, 경증 표현형(attenuated phenotype)의 경우 증상 자체가 미미할 

수 있고 증상이 서서히 나타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진단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

다. 성염색체 열성으로 유전되는 헌터증후군에 대한 가족력이 없는 경우, 증상이 

시작된 시점에서 진단 시기까지 몇 년씩 지연되기도 한다. 

최근 효소보충요법(enzyme replacement therapy, ERT)과 같은 치료법이 개발되

어 2009년 2월부터는 우리나라의 헌터증후군 환자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

었고, 2011년 9월에는 국내 자체 개발 약제가 희귀질환 약제로 지정을 받았으며, 

2012년부터는 상품화되어 현재 상당수의 환자들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국

내약으로 치료 받고 있다. 헌터증후군은 발병률이 드문 질환이지만, 조기에 진단

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질환의 빠른 진행을 막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진

단이 지연될수록 치료 또한 지연되므로 비가역적인 기관 손상이 진행될 수 있고, 

이후 ERT의 효과를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들을 가장 먼저 접하기 

쉬운 소아청소년과 의사 혹은 다른 과를 포함한 일반 의사들도 헌터증후군을 의심

할 수 있는 힌트가 되는 증상과 소견에 대해 인지하고 질환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헌터증후군을 연상할 수 있는 임상적 특징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구성된 Hunter Outcome Survey(HOS)는 헌터증후군을 

연상할 수 있는 임상적 특징을 선별검사로 정리하였으며, 헌터증후군의 증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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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화하였다. 각 증상에서 거친 얼굴 모습, 코막힘 또는 콧물, 큰 혀, 간 비대, 비

장 비대, 관절구축 등 6가지 중요한 항목에 가중치를 두어 2점으로 하고, 탈장, 청

력 관련 증상, 큰 편도, 기도 폐쇄나 수면무호흡 등 4가지 항목을 1점으로 하여 총

점을 16점으로 산정하였을 때, 6점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95%의 정확도를 보였

다. 실제 임상에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려면, 민감성, 특이성, 양성 예측

률, 음성 예측률 등을 통한 확인(validation)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는 

미국과 유럽의 헌터증후군 환자의 특징이 많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를 비

롯한 아시아 지역의 헌터증후군 환자 진단에 이용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3. 헌터증후군의 임상적 특징

헌터증후군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서는 비특이적이고 다양한 증상과 소견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헌터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적기 신호에 해당

하는 증상들은 나타나는 범위나 정도가 다양할 수 있다. 다른 리소좀 축적질환

(mucopolysaccharidosis I/ VI/ VII, sialidosis type II, Mucolipidosis II/ III, alpha 

mannosidosis, multiple sulfatase 결핍증)에서도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헌터증후군이 의심될 때에는 정확한 생화학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흔한 신체 변화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증 표현형(severe phenotype)과 경증 

표현형(attenuated phenotype) 모두에서 보인다. 출생 시에는 정상이나, 초기 증상

과 소견이 중증도에 따라 18개월에서 4세 사이에 보이며, 특히 특징적인 얼굴 모

양은 2-4세에 분명하게 된다. 콧구멍이 크고, 코가 넓으며, 상안과 융기가 뚜렷하

고, 목살이 많은 편이며, 입술이 두껍고, 혀가 큰 편으로 입 밖으로 나와있기도 한

다. 머리둘레는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특징적인 거친 얼굴 모습은 헌터증후군을 

의심하는 데 가장 강력한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두껍고 거친 피부를 보이는 경

우가 많고 몽고반점이 일반 영아에 비해 뚜렷하게 많이 보인다. 

이비인후과적으로는 잦은 호흡기 감염, 만성 비루, 상기도 폐쇄, 큰 편도와 큰 아데

노이드로 인한 심한 코골이와 거친 숨소리, 청력장애, 잦은 중이염 등이 있다. 잦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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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염으로 청력이 떨어져서 보청기가 필요하게 되기도 한다. 어떤 환자들은 비교

적 조기에 심잡음이 들리기도 한다. 간비장 비대로 인해 배가 튀어나와 보이고, 심

한 경우에는 배꼽 탈장이 동반되기도 한다. 그 외 복부 증상으로 서혜부 탈장, 잦은 

설사 등이 있다. 조기 골격계 증상으로는 관절이 뻣뻣해지고 움직임에 제한이 생

긴다. 다발성 골이상증(dysostosis multiplex) 소견은 X-ray에서 발견될 수 있다. 

헌터증후군 환자는 조기 소아기 시기에는 오히려 키와 체중이 일반적인 소아보다 

큰 편이고, 3-4세 이후에 성장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8세 근방이 되어야 성장

장애가 뚜렷해지고, 명백하게 저신장을 보이게 된다. 4-5세까지는 큰 키에 속하나, 

그 이후에는 성장 속도가 확연히 떨어져서 8세 이후에는 저신장이 뚜렷해진다.

이러한 일련의 신체 증상들을 보이는 경우에 헌터증후군을 의심해야 하는데, 질

환 초기에는 모든 환자에서 이러한 증상들을 모두 보이지는 않으며, 거친 얼굴 특

징도 초기에는 미약할 수 있다. 중증 표현형의 경우에는 이러한 신체 증상과 동반

되어 2-4세 무렵부터 발달 지연, 언어 지연 등을 보이기 시작하며, 10대가 되면 심

각한 인지장애를 보이게 된다. 잦은 수술력도 헌터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단서

가 되기도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527명의 헌터증후군 환자의 수술력을 조사한  

결과, 83.7%에서 수술력이 있었으며, 한 환자당 3번 정도의 수술을 받았다. 첫 수

술은 2.6세에 받았으며, 57%의 환자에서 진단 전에 최소 1번의 수술을 받았다. 헌

터증후군 환자들은 고막절개술, 서혜부 탈장 수술, 손목굴증후군 수술 등의 수술

을 일반 인구에 비해 잦은 빈도로 받았다. 따라서 이러한 수술을 어린 나이에 반복

해서 받은 경우 적기 신호로 보고, 헌터증후군에 대한 진단적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 

4. 헌터증후군 진단 사례들

우리나라의 몇몇 환자들의 예시를 통해, 헌터증후군을 진단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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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예시 

1) 13개월 된 남아가 구토 및 설사로 응급실을 내원하였다. 등에는 몽고반점이 

심하게 있었고, 눈썹이 짙은 편이었다. 복부 X-ray에서 늑골이 넓적하고 모양

이 이상하여 척추 측면 X-ray를 시행하였는데, 척추뼈 모양이 새 부리 같은 소

견을 보여, 이를 확인한 영상의학과 의사가 소아청소년과로 의뢰하였다.

2) 3세 5개월된 남아가 엄지발가락으로만 걷는다고 정형외과를 내원하였다. 관

절구축으로 인해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지 못하고, 손가락이 활짝 펴지지 않

으며, 무릎도 완전히 굽혀지지 않았다. 또한, 걸음걸이도 어설프고 뻣뻣하여 

X-ray에서 척추측만증을 확인하였다. 엄지발가락으로만 걷는 것은 발꿈치 인

대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였다. 이를 확인한 정형외과 의사가 소

아청소년과로 의뢰하였다.

3) 2세 8개월 된 남아가 배꼽 탈장이 지속되어 수술을 위해 외과로 입원하였다. 

감기 증상이 약간 있어 소아청소년과로 협진이 의뢰되었는데, 얼굴 생김새가 

거칠었으며 몸통에 몽고반점이 전체적으로 분포하였다. 

4) 국내에서 뮤코다당증(mucopolysaccharidosis, MPS) 환자를 가장 많이 진료하는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은 치과 의사가 불규칙적인 치아를 보이는 환아를 진찰

한 후 출신 병원으로 의뢰했다.

5) 2세 10개월 된 남아가 잦은 중이염으로 이비인후과를 다니면서 항생제를 지

속적으로 복용하고 있었다. 혀가 약간 큰 편이고 편도와 아데노이드도 큰 편이

었으며, 얼굴이 약간 크고 눈썹이 진해서 소아청소년과로 의뢰되었다.

6) 3세 5개월 된 남아가 배꼽 탈장 수술을 위해 소아외과로 입원하였다. 우연히 

마주친 헌터증후군 치료제 관련 제약회사의 직원이 얼굴 생김새를 보고 헌터

증후군을 의심하여 소아청소년과로 의뢰되었다.

7) 남자 형제가 헌터증후군 환자였던 임산부가 융모막 융모 검사를 통해 태아가 

헌터증후군 환자임을 진단받았다. 



32

헌터증후군 길잡이

최근, MPS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증가되면서, 뼈 이상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MPS IVA형으로 진단되는 환자 수가 뚜렷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10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약 3년간 진단된 헌터증후군 

환자의 특징은 표 1과 같다.

5. 신생아 선별검사

헌터증후군은 치료법이 개발되어 있고, 조기진단을 통한 조기 치료가 질환의 진행

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생아 시기에 헌터증후군의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를 도입하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다. 헌터증후군은 발병률이 낮은 질환이지만, 

MPS 각 아형을 모두 합친 발병률은 신생아 선별검사 프로그램에 적합하다는 의

견도 있다. 일본, 대만 등의 나라에서는 페닐케톤뇨증,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 다른 질환에 대한 선별검사와 마찬가지로 dried blood spot(DBS)을 이용한 효

소 활성도를 측정하고, 리소좀 축적질환 일부에 대한 선별검사를 연구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DBS를 통한 헌터증후군에 대한 효소 활성도 검사법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개발

되고 있는 상태이며, 임상 적용까지는 수년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DBS를  

이용한 신생아 선별검사로서 MPS I형, 니만-피크병(Niemann-Pick disease), 크라

베병(Krabbe disease), 고셔병(Gaucher disease), 파브리병(Fabry disease), 폼페병

(pompe disease) 등 6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도 개발되어 있다. 다만, 검사수가

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워 시행되지 못하는 상태이다.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MPS I형에 대해 DBS에서 효소 활성도를 

질량분석법(mass spectrometry)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2013년 상반기에 개발했다. 

이와 더불어, MPS II형, IVA형, VI형에 대해 DBS를 통해서 여러 가지 효소 활성

도를 동시에 측정하는 방법을 2013년 안에 확립하기 위해 활발한 연구 중에 있다.



 33

1장_ 질환 개요 및 진단

환
자

진
단

나
이

의
심

한
 과

주
증

상
표

현
형

점
수

1a
점

수
2b

효
소

 활
성

도
†

유
전

자
 분

석
소

변
 G

A
G

‡

1
3.

1
소
아
청
소
년
과

중
이
염

, 탈
장

, 거
친

 얼
굴

중
증

*
6

9
no

t d
et

ec
te

d
ID

S-
ID

S2
 re

co
m

bi
na

tio
n 

39
7.

2

2
3.

8
정
형
외
과

관
절
구
축

중
증

*
8

13
no

t d
et

ec
te

d
c.

12
95

G
>A

 (p
.C

ys
43

2T
yr

)
22

2.
6

3
3.

10
 

소
아
청
소
년
과

거
친

 얼
굴

중
증

7
12

no
t d

et
ec

te
d

ID
S-

ID
S2

 re
co

m
bi

na
tio

n 
65

2.
7

4
1.

2
영
상
의
학
과

척
추
뼈

 이
상

, 거
친

 얼
굴

중
증

6
10

0.
13

c.
76

8d
el

T 
(p

.P
25

6f
sX

24
)

11
20

.9

5
3.

3
소
아
청
소
년
과

중
이
염

, 거
친

 얼
굴

중
증

7
12

0.
15

de
le

te
d 

ex
on

 4
-7

10
11

.6

6
2.

11
소
아
청
소
년
과

탈
장

, 중
이
염

, 거
친

 얼
굴

중
증

*
4

8
0.

05
c.

13
27

C
>T

 (p
.A

rg
44

3X
)

39
1.

9

7
3.

0
소
아
청
소
년
과

거
친

 얼
굴

중
증

6
11

0.
63

c.
15

72
de

l (
p.

Ph
e5

24
Le

uf
s8

25
)

11
9

표
 1

최
근

 3
년
간

 헌
터
증
후
군
으
로

 진
단
된

 환
자
의

 특
징

 

a 탈
장

 1
점

, 청
력

 저
하

·보
청
기

 착
용

·급
만
성

 중
이
염

 1
점

, 거
친

 얼
굴

 1
점

, 코
막
힘

·콧
물

 1
점

, 큰
 혀

 1
점

, 큰
 편
도

 1
점

, 간
 비
대

 1
점

, 비
장

 비
대

 1
점

, 기
도

 폐
쇄

·수
면
무
호
흡

 1
점

, 관
절
구
축

 1
점
으
로

 총
점

 1
0점
으
로

 산
정

.
b 점
수

 1
의

 방
법
에
서

 거
친

 얼
굴

 모
습

, 코
막
힘

·콧
물

, 큰
 혀

, 간
 비
대

, 비
장

 비
대

, 관
절
구
축

 항
목
을

 2
점
으
로

 가
중
치

 적
용
하
여

 총
점

 1
6점
으
로

 산
정

.
† 효
소

 활
성
도
는

 백
혈
구
에
서

 측
정
함

(u
ni

t:
 n

m
ol

/4
hr

/m
g 

pr
ot

ei
n)

; ‡ 소
변

 G
A

G
의

 정
상

 범
위

: <
 1

75
 C

PC
 u

ni
t/

g 
cr

ea
tin

in
e.

* 인
지
장
애
가

 있
기
는

 하
지
만

, 다
른

 중
증

 환
자
들
에

 비
해

 경
한

 인
지
장
애
를

 보
이
는

 환
자

.



34

헌터증후군 길잡이

참고문헌

1.   Scarpa M, Almássy Z, Beck M, et al. Mucopolysaccharidosis type II: European recommendations for the diagnosis and 
multidisciplinary management of a rare disease. Orphanet J Rare Dis 2011;6:72. 

2.  Burton BK, Giugliani R. Diagnosing Hunter syndrome in pediatric practice: practical considerations and common pitfalls. 
Eur J Pediatr 2012;171:631-9. 

3.  Cohn GM, Morin I, Whiteman DA. Development of a mnemonic screening tool for identifying subjects with Hunter 
syndrome. Eur J Pediatr 2013;172:965-70. 

4.  Martin R, Beck M, Eng C, et al. Recognition and diagnosis of mucopolysaccharidosis II (Hunter Syndrome). Pediatrics 
2008;121:e377-86.



2장

기관별 증상과 치료

1. 호흡기계 문제 

2. 심혈관계 문제 

3. 위장관계 문제 

4. 신경학적 문제 

5. 근골격계 문제 

6. 안과적 문제 

7. 이비인후과적 문제 

8. 치과적 문제 



36 

2장

1. 호흡기계 문제

1. 기도 폐쇄

상기도 폐쇄는 헌터증후군 환자의 이환율과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관련이 

깊은 인자이다. 기도 폐쇄는 주로 흡입 시에 발생한다.

1) 기도 폐쇄의 원인 

(1) 기도가 좁아지는 원인

① 잦은 상기도 감염으로 인한 비충혈과 점성 높은 비분비물

② 편도, 아데노이드, 혀의 비대

③ 진행하는 인두연화증(pharyngealmalacia)

④ 기관 이형성(tracheal deformation)

⑤ 기관연화증(tracheomalacia)

⑥ 모뿔연골(arytenoid cartilage) 점막의 비대 및 종창

(2) 흉곽 움직임이 제한되는 원인

① 작은 흉강, 비정상적인 모양의 뻣뻣한 늑골

② 복부 장기 비대로 인한 폐 움직임의 제한 

(3) 개구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원인

① 짧은 목

② 턱의 골격계 변형

2) 하기도의 폐색

글리코사미노글리칸(glycosaminoglycan, GAG)의 기관, 기관지 점막의 침착으

로 점막이 부기가 있거나 결절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으며, 두터워진 점막으로 인

한 기도 저항성의 증가를 초래하기도 한다. 하지만 구역기관지까지 진행하는 경

우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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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능의 모니터링

호흡기계 합병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점점 악화되는 폐기능 이상을 모니터링해

야 한다. 폐활량측정법(spirometry)은 폐기능을 평가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며 

덜 침습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환자의 호흡노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6-7

세 미만의 어린 헌터증후군 환자들에게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17세 헌터증후군 환자에서 9개월여간 시행한 폐기능 검사

에서 기능성 폐환기(functional lung capacity)는 22%, 1초 강제날숨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FEV1)은 23%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3. 수면무호흡증

헌터증후군 환자들의 혀, 편도, 아데노이드가 주기적으로 호흡을 막고, 혈액 내 산

소포화도를 떨어뜨려 수면 방해를 유도한다.

1) 헌터증후군 환자의 수면의 질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빈도가 높아 깊은 수면(수면 주기 3, 4)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낮에는 피곤하여 낮 시간 활동에 장애를 초래한다.

4. 기도 폐쇄와 수면무호흡증의 진단

1) 병력(medical history)

2) 신체진찰

3) 방사선학적 평가

4) 폐활량측정법을 사용한 폐기능 평가

5)  밤샘 수면 검사(overnight sleep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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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면무호흡증의 치료

1) 외과적인 폐쇄된 부분의 절제

(1) 편도절제술

(2) 아데노이드절제술

(3) 환자들의 질환이 진행성이므로, 이 방법은 일시적인 호전만 보일 수 있다.

2) 지속양압환기(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CPAP)

(1)  코와 입 주위를 둘러싼 특별한 마스크를 통해, 일정한 양압으로 흡입을 도와

주어 기도 페쇄를 막아준다.

(2)  Bilevel positive airway pressure(BiPAP): 호기 시에도 낮은 양압으로 기도를 유

지한다.

  중증도 평가, 치료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이용되는데, 소아의 경우에는 잠자리 

환경의 변화로 정확한 검사가 어려워 선별검사 시 병원보다는 집에서 이동식 맥박 

산소측정기로 검사하는 경우가 많다.

 (1) 정상적으로 진정 약물 없이 검사

(2) 흉부, 복부 움직임 관찰

(3) 맥박 산소측정기 이용: 맥박, 산소 분압 측정

(4) EKG, EEG,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

(5) 비디오, 오디오 녹화

6) 기관지내시경

(1) 경성과 연성기관지내시경을 모두 이용하는 것이 좋다. 

(2)  경성기관지내시경은 화면의 질이 좋아 분명한 영상을 제공하고, 연성기관지

내시경은 굴곡지거나 좁아진 환자들의 기관지를 진찰하는 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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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점 

 ①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감소

 ② 수면의 질 상승으로 낮 동안 피로도 감소 및 활동의 증가

 ③ 두통 호소의 감소 

(4) 단점: 여러 단점으로 인해, 순응도가 떨어진다.

① 기계 조작법의 숙지가 필요하다.

② 마스크 착용이 불편하다.

③ 마스크가 제대로 맞지 않는 경우, CPAP의 효과가 감소된다.

④ 기계 펌프의 시끄러운 소리가 있다.

⑤ 장비로 인해 이동 및 여행이 불편하다.

3) 기관절개술

(1) 중증 기도 폐쇄 환자의 기도 유지에 효과적이다.

(2)  기관절개관의 끝 부분에 육아조직이 형성되는 단점이 있어, 기관지내시경하 

제거가 필요할 수 있다.

(3)  헌터증후군 환자에서 기관절개술의 합병증으로 상처 감염, 구멍이 좁아짐

(stoma narrowing), 육아종 형성 등이 나타나고, 절개술의 빈도가 증가할수

록 구멍 내 협착(infrastomal stenosis)의 정도가 증가한다. 일반인과 비교할 

때 구멍 좁아짐은 같은 시술 횟수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하여 합병증 발생 빈

도가 100%에 이르고, 육아종 형성은 2.5배로 100%, 상처 감염은 2-2.5배

로 67.7%, 구멍 내 협착은 5-6배로 100%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일반인에 

비해 기관절개술의 합병증은 2.5배 더 발생하며, 100%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4) 기관 스텐트

뮤코다당체의 기관, 기관지 침착으로 인한 기도 폐쇄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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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nish

= Next testing stop

= Decision point

수면무호흡 증상 
확인절차 반복

그림 1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평가와 치료 알고리듬 

Yes

Yes

Yes

No No

No

No

심장 평가 이비인후과 검진

아데노이드편도 절제

수면다원검사

수면무호흡 증상의 확인

마스크 이용 양압환기기관절개술

실패 시

고혈압 치료

헌터증후군

수면무호흡 증상의 확인:
코골기, 확인된 무호흡, 수면 중 안절부절함, 주간 과도 졸림

고혈압

수면무호흡

아데노이드편도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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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점

① 증상의 개선과 기도 유지 효과가 좋다.

② 쉽고 안전하게 시술되며, 오랫동안 유지 가능하다.

(2) 단점

① 협착이 재발할 수 있다.

② 육아조직 형성에 의해 기관지내시경하 제거가 필요할 수 있다.

③ 점막층에 감입될 수 있다.

④ 움직일 수 있다.

(3) 종류

①  실리콘 스텐트: 성장과 함께 스텐트 위치가 변할 수 있고, 기관분비물 청소

기능을 방해한다.

② 금속 스텐트: 소아의 성장에 따라 변형되지 않는 점막에 감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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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혈관계 문제

헌터증후군 환자에서 심혈관계 이상은 질병 자체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고, 심각한 

폐질환이나 그로 인한 만성 저산소혈증의 합병증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뮤코다당

증(mucopolysaccharidosis, MPS) 모든 아형에서 심혈관계 이상이 보고되고 있으

며, 특히 헌터증후군(MPS II형), MPS I형, MPS VI형에서 흔하고, 질환 초기에 나

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장판막이 두꺼워지고 비대해져서 기능 이상이 생기

는 경우가 흔하며(우측 판막보다는 좌측 판막에서 더 심함), 전도장애 및 관상동맥

과 대혈관의 이상도 생길 수 있다. 심장질환은 서서히 나타나며, 헌터증후군 환자

의 주된 사망 원인이다. 

환자들의 신체적, 인지적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심잡음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심질환을 배제할 수는 없다. 판막

과 심실의 크기 및 기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검사는 심초음파와 심전도이며, 

정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1. 유병률, 중증도 및 발생 연령

헌터증후군 환자에서 심혈관계 이상의 빈도는 연구에 따라 60-100%로 보고되고 

있어, 흔히 보이는 소견이다. 특히, 헌터증후군은 dermatan sulfate 대사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MPS I형, MPS VI형과 더불어 판막의 침범이 다른 형에 비해서 더 

흔하다. 심장의 조직학적 변화는 어린 나이에 시작되어 점차 진행된다. 따라서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심혈관계 이상은 발생률과 중증도가 증가한다. 하지만 심혈관계 

이상의 증상과 징후가 드물어서 실제 심혈관계 이상의 유병률보다는 적게 보고되

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헌터증후군으로 진단되면 증상의 유무와 상관 없

이 심혈관계 기능의 평가가 꼭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삼성서울병원에서 66명의 헌

터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심기능을 평가하였다. 평가는 심초음파를 통해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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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막질환

헌터증후군 환자의 57%에서 심장판막의 진행성 조직학적 변화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심혈관계 이상의 특징적인 소견이다. 판막 협착보다는 판막 역류가 더 흔하

고, 대동맥판보다는 승모판이 더 흔히 침범되며, 삼첨판이나 폐동맥판(우측 심장)

보다는 대동맥판과 승모판(좌측 심장)이 더 심하게 침범된다. 승모판 첨판이 매우 

두꺼워지고 연골처럼 보이게 되는데, 특히 가장자리가 많이 두꺼워진다. 또한, 승

모판 아래 건삭이 짧아지고 유두근이 두꺼워져서 첨판 모양이 변형되고, 운동성이 

떨어지게 되며, 승모판의 칼슘 침착도 흔히 나타난다. 이러한 소견은 대동맥판에

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조직학적 변화로 인해, 판막의 역류 또는 협착이 발생하는데, 이는 심초

음파로 쉽게 진단된다. 판막의 역류나 협착이 발생하면 좌심방과 좌심실의 용적이 

증가하고 비후되어 심실의 기능 이상을 초래하게 된다. 좌심실 비후와 이완기능장

애는 질환의 초기에 나타나고, 좌심실의 확장과 수축기능장애는 질환이 진행됨에 

따라 늦게 나타난다. 판막의 역류로 인해 판막대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수

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경우가 보고되어 있다. 적응이 되는 경우에는 심내막염에 

대한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해야 한다.

3. 관상동맥질환

관상동맥에 글리코사미노글리칸(glycosaminoglycan, GAG)이 침착되면서 내막

이 두꺼워지고, 관상동맥 내경이 좁아지게 되는데, 관상동맥질환은 다른 아형에 

비해 헌터증후군에서 좀 더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었으며, 이를 시행한 나이의 중간값은 11.8±7세였다. 그 결과, 환자의 90%에서 

승모판이 두꺼워져 있었고, 85%에서 대동맥판이 두꺼워져 있었다. 그리고 89%에

서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판막 기능 이상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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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외 혈관의 변화

대혈관은 혈관벽이 두꺼워지면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늘어나는 변화를 보일 수 있

다. 헌터증후군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에서 흉부대동맥과 복부대동맥의 협착

이 환자의 30%에서 발생하였으며, 대동맥 협부의 협착으로 수술을 시행한 보고도 

있다. 또한, 대동맥 협착으로 인해 고혈압이 흔히 발생한다. 

5. 전도장애

Hunter Outcome Survey(HOS)의 한 연구에서 헌터증후군의 전도장애와 동성빈

맥의 발생률을 7%로 보고하였고, 완전방실차단이 발생하여 심박조율을 시행하였

거나 급사한 증례 보고가 있다. 

1) 이학적 검사

헌터증후군 환자들은 소아든 성인이든 신체적, 인지적 기능의 제약으로 인해  

이학적 검사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우측 상지와 양측 하지의 혈압(대동맥 

협착을 배제하기 위해), 맥박수, 사지 맥박을 측정하고, 심장과 폐 부위를 주의 

깊게 청진해야 한다. 

심잡음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심장질환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판막 

협착이나 역류가 심잡음 없이도 관찰될 수 있다.

2) 영상학적 진단

(1) 심초음파

 심초음파는 헌터증후군 환자에서 심장의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가

장 유용한 영상학적 방법으로, 심실의 크기와 기능, 판막의 협착 및 역류의 정

도, 심박출량, 우심실 압력과 폐동맥 압력을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관상동맥

의 구조와 병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일부 제한점이 있다. 경흉부 심초음파는 환

자가 가만히 있을 수 있으면 진정제의 사용 없이 시행할 수 있다. 일부 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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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척추측만증이나 심장의 위치 이상 등으로 인해 정상인보다 심초음파 검사

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경식도 심초음파는 진정제를 사용하거나 전신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행되지는 않는다.

(2) 자기공명영상과 컴퓨터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MRI)은 심장의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촬영을 위하여 환자를 진정시켜야 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

되며, 심박수에 의한 영상의 제한점이 있고, 체내 삽입된 보철장치가 있는 경우 

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심혈관조영술은 시간이 짧

게 소요되고 해상도가 높지만, 많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며 판막의 형태를 평

가하기에는 제한적인 단점이 있다.

(3) 관상동맥조영술

 헌터증후군 환자의 관상동맥질환은 혈관을 전반적으로 침범하기 때문에, CT를 

통한 혈관조영술로는 평가하기 어렵다(동맥경화에 의한 관상동맥질환은 CT를 

통한 혈관조영술이 정상이면 배제할 수가 있다). 따라서 관상동맥질환이 의심되

는 경우에는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심전도

심전도는 심기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심초음파 다음으로 중요한 검사로써, 심

박수와 리듬을 측정하여 전도장애를 평가할 수 있다. 전도장애나 부정맥을 시사

하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심전도뿐 아니라 holter monitor를 통해 좀 더 긴 시

간 동안의 심박수와 리듬을 평가해야 한다.

6. 심장의 조직 소견

Heparan sulfate, dermatan sulfate, chondroitin sulfate 및 keratan sulfate는 심장

판막과 대혈관의 정상적인 구성 요소이다. Dermatan sulfate는 정상 심장판막 조

직의 주된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dermatan sulfate가 축적되는 헌터증후군에서 심

장판막질환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Heparan sulfate는 혈관 간질 세포에 축적되

어 대혈관과 관상동맥에 영향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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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심장질환의 진단 및 정기적인 추적관찰

1) 약물치료와 수술적 치료

소아 헌터증후군 환자의 심장질환에 대한 약물적 치료에 대해 정립된 지침은 아

직까지 없다. 다만, 뮤코다당증 환자가 아닌 소아에서 대동맥판 역류나 승모판 

역류, 고혈압, 심부전의 치료에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차단제로 후부하를 감소시키는 것은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소아에서 이러한 약제들의 사용에 대한 정립된 치료지침은 아직까지 없다.

GAG가 심장판막에 점차 침착되어 역류나 협착이 진행되면, 심장판막 수술이 필

요한 경우가 있으며, 판막성형술이나 판막대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 

수술적 치료의 장기적인 효과는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수술 대상자를 선

정할 때에는 환자의 전신 건강 상태, 기관 삽관이나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한 위험

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심내막염의 과거력이 있거나 인공판막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심내막염에 대한 예방적 항생제 치료를 해야 한다.

2) 효소보충요법

헌터증후군에서 장기간 효소보충요법을 시행하면 수축성 심실기능을 향상시키

고, 심실 비대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좌측 심장판막이 두꺼워

지고 기능 이상이 진행하는 것은 예방할 수 없다. 현재까지의 효소보충요법은 대

개 5세경에 심장판막질환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았다. 앞으

로 조기 선별검사를 통하여 환자를 일찍 발견하고 심장질환이 발생하기 이전에 

효소보충요법을 시작한다면 심장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고 진행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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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심기능 평가의 권장사항

헌터증후군 환자는 진단 시에 이학적 검사, 심초음파, 심전도를 시행하여 심기능

을 평가해야 하며, 이후 1-3년마다 추적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추천된다. 큰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는 심기능을 재평가해야 한다. 

9. 심질환의 치료

심질환의 치료는 심부전에 대한 약물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주된 것이다. 전신적 

치료로서 효소보충요법은 임상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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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장관계 문제

1. 식사 및 연하

Holt JB 등이 50명의 헌터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48%의 환자가 

혀와 편도의 비대로 인해 고형 음식을 먹을 때 연하에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다. 

29%의 환자는 식사 때 입안에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채워 넣어, 결과적으로 구

역질이나 질식을 일으킨다. 이는 고형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거나 음식물을 작게 

잘라 먹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음식에 대한 질감 선호(textural 

preferences)가 있음을 밝혔다. 33%의 헌터증후군 환자는 특정 질감의 음식에 대

해서 심한 혐오감을 가진다고 보고되었으며, 37%의 경우는 반복적으로 씹는 만성

적 행동이 관찰되었다. 또한, 29%의 환자는 액체를 삼키는 데 어려움이 있어 특수 

혼합 음식이나 걸쭉하게 만든 액체 음식만 먹어야 하고, 결국 전적으로 영양 튜브

(feeding tubes)를 통해 영양을 공급할 수 밖에 없다. 씹고 삼키는 데 문제를 가지

고 있는 환자는 영양부족이나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는 흡인성 폐렴이 생길 수 있

다. 따라서 음식물을 삼키기 어렵고 기도로 잘못 넘어갈 위험성이 있는 환자에서

는 영양 튜브법이 필요하다. 음식물 섭취를 영양 튜브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결

정이지만, 필요한 경우 여러 분야의 전문 의사들과 영양사의 협의 아래 결정해야 

한다. 

영양 튜브법에는 일반적으로 G-tube라 불리는 위창냄술(gastrostomy) 튜브와 

J-tube라 불리는 빈창자창냄술(jejunostomy) 튜브가 있다. G-tube는 복벽에 수술

적 창을 내고 위 안으로 튜브가 들어가게 하는 것을 말한다(그림 1). 그 가운데 내

시경적 방법으로 하는 것을 피부경유내시경 위창냄술(percutaneous endoscopic 

gastrostomy), 줄여서 PEG tube라고 한다. J-tube는 복벽에 수술적 창을 내 소장

의 한 부분인 빈창자로 튜브를 넣는다. G-tube는 식사를 정해진 시간에 줄 수 있

는데,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몇 시간에 걸쳐 점적(drip) 방법이나 펌프제어(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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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위창냄술 튜브(G-tube) 

controlled) 방법으로 천천히 할 수도 있다. J-tube는 소장이 압력에 민감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입해야 한다. 환자가 위식도 역류가 있는 경우에 G-tube 영양법을 

하게 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J-tube 영양법이 더 좋다. 또한, 위 운동이 매우 나쁜 

경우에도 J-tube 영양법이 선택될 수 있다.

일부 헌터증후군 환자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식품 첨가물과 식품 착색제가 포함된 

음식을 피하고, 설탕 · 유제품 및 우유 섭취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따라서 만

약 식이요법에 큰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면, 계획하고 있는 식이요법에서 필수 영

양소가 빠지지 않도록 반드시 영양사나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사 처방이 관을 통해 공급

G-tube를 복부의 
구멍을 통해 위 안으로 삽입

식도

위

창자

G-tube, gastrostomy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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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과 비장

글리코사미노글리칸(glycosaminoglycan, GAG)의 축적 때문에 헌터증후군 환자는 

간과 비장이 커지고, 이로 인해 복부 팽창이 일어난다. 간 또는 비장이 커지는 유병

률은 57-90%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06년 발표된 한 연구에서 5-31세 사

이의 경증 헌터증후군 환자 96명을 대상으로 한 복부 MRI 검사 결과, 환자의 76%

에서 간 비대(hepatomegaly)가 관찰되었으나, 대부분의 환자에서 비장은 정상이

었다고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는 비대해진 간이 간 또는 비장에 기능 이상을 일으

키지는 않는다.

3. 복부와 탈장 

헌터증후군 환자의 복부는 복근의 약화와 간비장 비대로 인해 불룩해진다. 복부 

내용물 중 한 부분이 복벽의 약한 부분 뒤에서 밀려 나오는데, 이것을 탈장이라 부

른다. 탈장은 배꼽 뒤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배꼽 탈장), 서혜부 안에서 일어날 수

도 있다(서혜부 탈장). 헌터증후군 환자에서 탈장은 흔하게 관찰된다. Young ID

의 보고에 의하면 중증 헌터증후군 환자에서 배꼽 탈장은 82%, 서혜부 탈장은 약 

60% 정도에서 발견되었다. 서혜부 탈장은 수술로써 복원해 주어야만 하며, 가끔 

재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배꼽 탈장은 창자가 복부 구멍에 끼여 혈액 순환이 안되

거나 탈장이 너무 커서 문제를 일으키지만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치료하지는 않

는다. 배꼽 탈장은 복원 후 다시 일어나는 경우도 매우 흔하다. 2010년, Hunter 

Outcome Survey(HOS)의 52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탈장 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전체 환자 중 50.1%였다. 이 가운데 1회만 수술한 경우는 59.8%였고,  

재발하여 2회 이상 수술한 경우는 40.2%나 되었다.

4. 창자 문제

많은 헌터증후군 환자는 주기적으로 묽은 변(loose stool)과 설사로 고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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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설사는 신경계를 침범한 환자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경증의 환자에서는 흔하

지 않다. Young ID의 연구에서 중증 헌터증후군 환자 중 만성 설사를 일으킨 경우

는 65%였다. 설사의 원인은 아직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자율신경계의 이상이 

그 원인이라 생각된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창자의 신경세포 안에 봉입체(inclusion)

가 축적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따라서 설사가 창자의 이상운동에 의해 일어

날 가능성이 있다. 설사는 환자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라지기도 하지만, 다른 

질환으로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악화되기도 한다. 만일, 항생제가 설사를 일으킨다

면 설사가 있는 동안 플레인 요구르트(plain live-culture yogurt) 섭취가 도움이 되

는데, 이는 창자벽에 있는 설사를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해로운 미생물의 성장 억제

를 돕는 젖산균(lactobacillus)의 재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몇몇 보호자들은 과

일이나 과자 같은 음식이 설사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고 느낀다. 한편, 변비는  

헌터증후군 환자가 나이가 들어가고 활동이 줄어들어 근육이 약화되면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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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경학적 문제

헌터증후군은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는데, 신경학적 퇴행이 있으면 중증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전반적인 발달 이정표(developmental milestone)의 지연은 중추

신경계 병발의 전형적인 첫 번째 단서가 된다. 중증 헌터증후군 환자의 신경학적 

증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데, 일반적으로 6세에서 8세 사이에 발달 퇴행

이 오며, 10세 무렵에는 약 50% 정도에서 발작(seizure)이 나타나고, 대개 10대에 

사망한다. 그러나 모든 헌터증후군 환자의 증상이 빨리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병

이 느리게 진행하는 경증 헌터증후군 환자들은 정상 또는 거의 정상 지능을 유지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2010년 Fan Z 등이 16명의 헌터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능장애를 가진 환자는 정상 지능을 가진 환자에 비해 뇌 MRI 검사

상 뇌 용적이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헌터증후군의 신경학적 문제로는 감각 결핍인 시력장애, 청력장애, 손목굴증

후군(carpal tunnel syndrome) 등이 있고, 지적기능 장애, 행동 문제(behavior 

problem), 뇌 내부와 주위의 수압이 증가하는 수두증(hydrocephalus), 발작 등이 

있다. 한편, Manara R 등은 33명의 헌터증후군 환자 중 27%에서 닫힌 뇌탈출증

(closed cephalocele)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1. 감각 결핍

손목굴증후군

손목굴증후군은 정상 소아에서는 드물지만, 어른에서는 가장 흔한 포착신경병증

(entrapment neuropathy)이다. 이러한 손목굴증후군은 헌터증후군 소아에서는 흔

하지만,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진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손목굴증

후군은 손가락 끝의 통증과 감각 소실이 나타난다. 손목뼈와 인대 사이로 신경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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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데, 인대가 두꺼워지면 이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이는 비가역적인 신경 손상

을 일으킨다. 이러한 신경 손상은 엄지손가락 바닥에 있는 근육을 쇠약해지게 만들

고, 환자는 정상적인 움켜잡기(grasp)를 한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반대로 돌리기 어렵

다. 치료가 되지 않으면 손과 손가락의 감각 소실이 올 수 있다. 비록, 소아 환자가 통

증을 호소하지 않더라도 손목굴증후군이 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환자가 특히 밤에 

손의 통증이나 무감각을 보이거나, 손 힘이 약해지거나 엄지손가락 바닥의 근육량이 

감소한다면, 신경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 신경전도검사(electroneurography) 또는  

근전도검사(electromyography)를 통해 손목굴증후군인지 진단하여야 한다. 치료를 

위해 손목굴박리술(carpal tunnel release surgery)을 하면 대부분의 환자는 임상증

상이 완화된다(그림 1). 

신경 압박의 비슷한 형태는 몸 안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발에 나

타나면 국소 쇠약 및 통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림 1 손목굴증후군과 손목굴박리술 

가로 손목 인대

굽힘 힘줄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인대를 자름

손목굴

정중 신경



54 

헌터증후군 길잡이

2. 인지기능 및 행동 문제

인지기능과 행동 문제는 가장 흔한 신경학적 징후이며, 각각 헌터증후군 환자의 

37%, 36%에서 발견되었다. 과다활동(hyperactivity), 공격성(aggressiveness), 분

노발작(temper tantrums)과 같은 행동 문제는 중증 및 경증 환자 모두에서 일어날 

수 있으나, 중증인 경우에 더 흔하다. 반면, Holt 등은 중증 헌터증후군 환자가 질

병이 진행되는 말기에는 19%에서 저활동성(hypoactive)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헌터증후군 환자는 출생 시에는 정상 인지기능을 보이며, 영아(infant) 초기에는 

정상 발달 이정표에 도달한다. 그러나 이 시기 이후에는 발달 결과가 매우 다양하

다. 중증 헌터증후군 환자는 생후 18-24개월경 어느 정도 발달 지연을 보이며, 3세

에서 5세 사이 정점지속(plateau)이 올 때까지 느리게 발달한다. 이후 평균 6세 경

에 신경학적 퇴행이 시작되어 지능과 정신능력(mental abilities)은 점차 감소한다. 

결국, 대부분의 중증 헌터증후군 환자는 심각한 정신장애를 갖게 되며, 일반적으

로 일상 생활에서도 간병인에 의존하게 된다. 반면, 경증 헌터증후군 환자는 정상 

또는 거의 정상의 지능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뇌 스캔에서는 여전히 이

상 소견을 보일 수도 있다. Schwartz IV 등이 7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증 

헌터증후군 환자의 평균 사망 나이는 14.6세였다. 또한, 이 연구에 의하면 중증형

이 경증형보다 3.38배 더 많았는데, 중증인 경우 가장 흔히 보고되는 질병의 첫 번

째 징후는 대두증(macrocephaly), 운동발달 지연, 언어발달 지연 및 행동 문제였

으며, 경증인 경우는 관절구축, 골격 변화, 간비장 비대 및 복부용적 증가였다고 보

고하였다. 

3. 수두증

헌터증후군 환자는 뇌 안에 액체가 축적되면서 압력이 증가하여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수두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수두증은 심한 신경학적 증상을 가진 환자에

서 더 흔하다. 수두증은 한때 ‘뇌의 물(water on the brain)’이라고 알려졌는데, 여

기서 물은 실제로는 뇌와 척수를 둘러싼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이다. 뇌척수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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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형태의 쿠션 역할을 함으로써 척수와 뇌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해 주며, 지속

적으로 생산 ·순환 및 흡수된다. 교통성(communicating) 수두증은 비폐쇄성(non-

obstructive) 수두증이라고도 하는데, 뇌척수액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았을 때 발생

한다. 이는 뇌 안의 공간인 뇌실을 비정상적으로 커지게 만들고, 결국 뇌 조직에 

해로운 압력을 주게 된다. 

영아의 경우에 수두증의 가장 뚜렷한 징후는 갑자기 커지는 머리나 비정상적으로 

큰 머리이다. 어린이와 어른의 경우에 전형적인 증상은 두통이며, 다양한 증상이 

이어진다. 즉, 구토, 구역, 흐린 시력 또는 복시(double vision), 눈이 아래 방향으

로 편위되는 일몰 현상(sunsetting), 평형 문제, 협동장애, 비정상적인 걸음걸이 패

턴, 요실금, 발달 지연 또는 소실, 성격 또는 사고 변화 같은 증상 등이 함께 나타난

다. 만일 수두증이 천천히 진행한다면, 전형적인 징후나 증상이 이른 시기에 보이

지 않을 수도 있다. 

수두증은 뇌와 신경에 대한 임상 신경 의사의 평가, 영상 기술(초음파, CT와 MRI)

의 사용, 뇌척수액 검사와 같은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진단된다. 의사는  

뇌실

플라스틱 관(cannula):
뇌척수액을 배출시키기 
위해 뇌실 내로 삽입

배출관이  피부밑으로 
통과하여 복부까지 
이어짐

압력밸브

그림 2 수두증 션트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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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 내(intracranial) 압력을 측정할 수 있고, 만일 심각하면 션트(shunt)를 권유할 

것이다. 

수두증은 대부분 수술적으로 션트를 배치함으로써 치료한다. 션트는 신축성 있는 

플라스틱 관(cannula)으로, 뇌척수액을 흡수할 수 있는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뇌

척수액의 흐름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션트가 배치된다면, 전문가

들은 갑자기 감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압 션트를 권한다. 션트는 반드시 수술적 

방법으로 삽입해야만 한다(그림 2). 

4. 척수압박

헌터증후군 환자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glycosaminoglycan)이 축적되어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척수 주변의 조직이 점차 두꺼워진다. 두꺼워진 조직은 척

수를 압박하기 시작하고, 결국 척수압박(spinal cord compression)을 일으키

게 되는데, 이로 인해 강직(spasticity), 경부 이하 부위의 약화 및 감각 이상 

또는 배뇨(urination)의 어려움과 같은 일련의 증상들이 나타난다. 척수압박은 어

느 부위에서나 일어날 수 있지만, 특히 경부 부위에서 증상이 나타는지를 잘 감시

하여야 한다. 이런 증상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척추후궁절제술(laminectomy)이

라 불리는 수술적 방법을 통해 외과적으로 감압해 주어야 한다(그림 3). 외과적 감

압 기간에는 심장 박동수가 느려지거나 호흡 곤란 같은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다. 

Mendelsohn NJ 등은 헌터증후군 환자 527명의 수술적 처치를 시행한 경력을 조

사한 연구에서 척수 감압수술을 한 경우는 2.3%라고 보고하였다.

5. 발작

발작(seizure)은 경증 헌터증후군 환자보다는 중증 헌터증후군 환자의 경우에 더 

흔하다. 일반적으로 중증 헌터증후군 환자가 10세경에 도달했을 때 절반 이상이 

발작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 Schwartz IV등이 77명의 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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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발작의 빈도는 경증, 중증 및 전체에서 각각 

5.9%, 27.7% 및 13%였다. 발작은 주로 항뇌전증약(antiepileptic drug)으로 치료

한다. 2012년 Bonanni 등은 7세의 헌터증후군 여자 환자에서 생긴 전두엽 비경련 

뇌전증지속상태(non-convulsive status epilepticus)를 항뇌전증약물인 에토숙시

미드(ethosuximide)로 성공적으로 치료했다고 보고하였다. 

그림 3 척수압박과 척추후궁절제술 

척수

신경뿌리

뼈와 조직이 척수를 압박

척추 뼈의 한 부분을 제거하여 척수에 
가해지는 압박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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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골격계 문제

헌터증후군 환자의 근골격계 변형은 임상적 표현형의 심한 정도에 관계 없이 유

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출생 시에는 모든 환자에서 근골격계가 정상 양상을 보

인다. 하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근골격계의 특징적인 변형 소견을 보이게 되

는데, 이들 환자에서 가장 흔한 근골격계의 특징은 거친 형태의 얼굴 모습이며, 이

는 2-4세 사이에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머리둘레가 크고, 넓은 코와 

콧구멍이 위로 향한 모습과 큰 턱의 소견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근

골격계의 특징으로 저신장, 척추 변형, 관절경직 및 구축, 갈퀴손(claw hand) 등

이 있다. 저신장의 경우는 심한 형태의 헌터증후군 환자에서 가장 흔한 소견이나, 

경미한 형태의 환자에서도 보일 수 있다. 최근에 이들 환자에서의 저신장은 성장

호르몬결핍증으로 인한 원인보다는 비정상적인 골세포(osteocytes)와 연골세포

(chondrocytes) 소견, 그리고 골성장판(osseous growth plate)의 손상이 동반된 결

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대개 4-6세경에 성장의 둔화를 보이는데, 8세

경에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저신장이 동반된다.

방사선 X-ray 사진에서 다발성 골이상증(dysostosis multiplex) 소견은 

헌터증후군 환자에서 매우 특징적인 소견인데, 두개골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고 ,  일부  봉합선의  경우는  일찍  닫히게  된다 .  증가된  J  형태의 

터키안(sella turcica)과 좁은 안와 소견이 관찰되고, 손 방사선 X-ray 사진의 

특징으로 불규칙한 골간단(metaphyseal) 모양이 관찰되기도 한다. 갈비뼈가 

두꺼워지고 쇄골이 bulk하게 증가될 수 있으며, 척추뼈의 외측면은 불규칙한 

자국(notch) 소견을  보이게  된다 .  관골구(acetabulum)의  경우는  매우 

좁아져 있고, 대퇴골두는 편평(flattening)한 모양을 보이며, 잘 형성되지 

않은 골반 및 작은 크기의 대퇴골두 모습도 보일 수 있다. 요추의 경우는 

요추 저형성(hypoplasia of the lumbar vertebrae)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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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뼈의 외반고(coxa valga) 변형이  동반될 수 있는데, 이는 대퇴골두의 퇴행성 

변화와 연관있으며, 대퇴골두의 변성은 대퇴골 목 부위의 골절과 같은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외에도 흔한 척추변형의 소견으로 척추측만증 및 척추만곡증이 

동반될 수가 있다.

헌터증후군 환자에서 특징적인 걸음걸이 소견으로 발가락 걸음(toe walking)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관절경직과 발꿈치줄(heel cord)의 조임(tightness)으로 인한 관절의 구

축이 환자로 하여금 바로 서서 걷는 것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여러 골격

계의 변형은 관절의 운동 범위를 심하게 소실시키고 운동성을 제한함으로써, 골관절염 

및 불량한 운동성(poor mobility)의 예측인자가 될 수 있다. 

굴곡제한(restriction of flexion)과 신전(extension)은 어깨 부위를 포함한 상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하지의 경우에는 골반의 신전, 외전, 외회전(lateral rotation)의 제한이 

있고, 중증의 경우는 무릎 신전의 큰 소실과 발목관절(ankle)의 배측굴곡(dorsal flexion)

의 제한이 동반된다. 갈퀴손은 독립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수근골증후군으로 인해 이차

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손의 기능 소실이 초래될 수 있다.

갈퀴손은 글리코사미노글리칸(glycosaminoglycan, GAG) 침착이 굴곡건(flexural 

tendon) 내에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말초 지절간관절(distal interphalangeal joint)

의 구축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조기 발견과 건(tendon)을 이완하는 수술이 영구적

인 관절구축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

손목굴증후군은 대부분 성인에서 발생하며 소아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소아의 손목굴증후군 발생은 거의 뮤코다당증의 이차적인 원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

다. 환자의 대부분에서 압박이 심해질 때까지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엄지 기능의 소실 및 골격계 변형과 함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결국 손의 운

동성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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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과적 문제

헌터증후군에서 발견되는 눈의 이상에는 안구 돌출, 양안과다격리증, 시신경유두부

종(optic disc edema), 시신경위축, 망막병증 등이 있다. 각막혼탁은 보고된 적이 있

긴 하지만, 일반적인 특징은 아니다. 

과거에는 환자들의 수명이 짧고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서 눈질환에 대한 치료

가 대증요법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근 효소보충요법으로 헌터증후군 환자

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삶의 질이 증가되고 있으며, 동반된 눈질환의 치료 시 고려

해야 될 사항이 많으므로 안과 전문의와의 협진이 중요하다. 

1. 눈의 이상 소견

1) 각막과 안구 앞부분

헌터증후군에서 각막혼탁은 경하며, 각막이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 녹내장

글리코사미노글리칸(glycosaminoglycan, GAG)이 안구 앞부분에 축적되면서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 

3) 수정체

백내장이 생길 수 있으나, 임상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4) 공막

공막도 GAG의 축적으로 두꺼워져 있으며, 공막이 두꺼워지면 시신경유두부종을 

야기할 수 있다. 양측 포도막삼출도 보고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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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신경

헌터증후군은 다른 뮤코다당증 아형에 비해 시신경 이상이 드물다. Collins 등에 

의하면 헌터증후군 환자의 19%에서 시신경부종, 11%에서 시신경위축이 발견되

었다고 보고하였다. 시신경부종이나 위축은 뇌압이 상승하거나 수두증이 있을 때

에도 관찰되는 소견이므로, 이들을 감별해야 한다.

6) 망막

색소망막증은 서서히 진행된다. 환자들은 야맹증을 호소하고, 주변 시력에 문제가 

생긴다. 망막전위도(electroretinogram, ERG)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면 망막병

증이 있음을 시사한다. 

7) 안구의 운동성과 굴절 이상

헌터증후군에서 안구의 운동성 이상은 흔하며, 특히 외사시를 잘 일으킨다. 각막

의 굴절 이상으로 인해 원시와 난시도 흔히 발견된다.

8) 안구돌출

헌터증후군은 얕은 안구로 인해 가성안구돌출과 양안과다격리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눈질환의 평가

헌터증후군에서 눈의 이상은 흔하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진단 당시에 안

과전문의에게 협진을 요청하여 눈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후, 학동기 

이전에는 6-12개월마다, 학동기에는 18세까지 매년 안과 검진을 시행하여야 하며, 

두통, 갑작스런 시력의 감소, 사시, 복시, 광선과민증, 야맹증이 있을 때에는 좀 더 

자주 평가해야 한다. 

헌터증후군 환자에서 눈질환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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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검사할 때 환자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눈부심이 심해서 평가에 한

계가 있으며, 각막이 침범된 경우에는 녹내장을 진단하기가 어렵다.

각막이 두꺼워지면, 안압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증가되어 있는 것처럼 측정될 

수 있다. 그래서 안압을 측정할 때는 dynamic contour tonometry를 사용하는 것이 

신뢰성이 높다. 망막전위도 검사는 망막병증의 평가에 유용하며, 시각유발전위검

사(visual evoked potentials)는 시신경의 기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3. 눈질환의 치료

헌터증후군 환자의 증상에 따라 해당하는 눈질환에 맞추어 치료를 하게 되며, 몇

몇 연구에서는 효소보충요법을 시행하였을 때, 헌터증후군 환자의 눈질환이 호전

을 보이고 진행 속도가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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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비인후과적 문제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헌터증후군 환자에서 이비인후과 관련 문제는 전체의 

91%에서 나타난다.

1. 청력 문제

헌터증후군 환자들은 대부분 청력의 감소가 있다. 이는 빈번한 상기도 감염, 삼출성 

만성 중이염, 반복되는 급성 중이염 등의 초기 징후가 이후 아데노이드 및 편도의 비

대, 유스타키오관(eustachian tube)의 기능 이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 많은 수의 헌터증후군 환자들은 유전적 대사질환으로 최종 진단되기 전에 환

기관(ventilation tube) 시술을 받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전질환 관련 의사 외에 

이비인후과 의사들도 헌터증후군에 대해 조기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 환자

들은 대부분 전도성(conductive) 청력 이상, 감각신경성(sensorineural) 청력 이상, 

또는 두 가지가 혼재된 이상 모두를 보인다.

1980년 Heyes 등은 헌터증후군 환자들의 측두골 연구에서 유양돌기 공기화

(pneumatization)의 결여, 섬유조직으로 채워진 중이틈새(middle ear cleft), 정상

보다 3-4배 두꺼워진 고막 등을 보고하였다. 이는 만성 중이염의 결과일 수도 있

으나, 태아 5-6개월경 조직 발생의 정지가 원인일 수도 있다. 헌터증후군 환자들

의 청력 소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행되며, 대부분 중이염에서 시작해 전도성 

청력 이상을 거쳐 신경전도성 청력 이상으로 진행하여 혼재형으로 합병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고, 전도성 없이 순수하게 신경전도성 청력 소실이 있는 환자들도 보

고되고 있다. 또한, 환자들을 장기 추적한 유럽에서의 연구 결과, 매년 1dB의 역치

(hearing threshold)가 상승하는 청력 소실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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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이염 

헌터증후군 환자에서 반복되는 삼출성 중이염은 가장 흔한 문제이자 조기에 나

타나는 징후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삼출성 중이염치료의 1단계 가이드라인인 

‘관찰’은 헌터증후군 환자에서 결국 환기관 시술로 이어지는 나쁜 결과를 초래

했다. 이는 뮤코다당증 아형에 관계 없이 같은 결과를 보이며, 대부분 진단 전에  

한차례 이상의 환기관 삽입 시술을 받았고, 특히 헌터증후군의 경우 진단 이후에

도 오랜 기간 환기관 삽입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이들의 중이

염 치료의 가이드라인은 없다. 다만, 기도 확보의 어려움과 같은 마취의 문제나 

반복되는 감염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더 오랜 기간 환기관의 유지가 필

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2) 청력 소실

청력 소실의 빈도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 Kittel과 Leroy 등은 28%, 32% 등

으로 보고하였으나, 이것은 과소 평가된 측면이 많으며, 1982년 Fisch 등의 보고

처럼 거의 100%로 추정된다. 

(1) 전도성 청력 소실의 원인

① 반복되는 만성 삼출성 중이염과 급성 중이염

②  글리코사미노글리칸(glycosaminoglycan, GAG)의 축적으로 인한 두껍고 

부어있는 중이의 점막층

③ 귀경화증(otosclerosis)

(2)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의 원인: 아직 분명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① 반복되는 중이염

② 전도성 질환의 진행

③ GAG의 침착

④ 유전적 다인자성

⑤ 거미막 과증식으로 인한 달팽이 신경(cochlear nerve)의 압박

⑥ 나선신경절세포(spiral ganglion cell)의 감소와 털세포(hair cell)의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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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관 문제들

① 의사소통의 장애

② 언어 발달장애

③ 사회성 발달장애

④ 감성 발달장애

⑤ 행동 조절 문제

⑥ 학습장애 

(4) 관리와 예방

최소 6-12개월마다 청력 평가가 필요하다. 환기관 삽입은 청력 소실을 줄여주

고, 청력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보청기 사용의 격려가 필요하다(그림 1).

3) 효소보충요법과 청력장애

서울삼성병원의 헌터증후군 동물모델(IDS-KO mice)을 이용한 실험에서 10주 

간의 효소보충치료를 통한 결과로 청력장애가 발생하기 이전에 효소치료를 하면 

청력 소실을 예방할 수 있다는 보고를 하였다.

4) 청력 감소에 대한 치료

(1)  청력 소실에 대한 재활은 경·중증의 전도성이나 혼재성, 또는 감각신경성 청

력감퇴가 있는 환자에서 실제적인 보청기 사용을 적용해 볼 수 있다. 특히, 삼

출성 중이염으로 인한 전도성 청력장애의 경우, 환기구 삽입이 도움될 수 있

다. 그러나 보청기는 순응도에 한계가 있고, 환기구 삽입은 반복되는 상기도 

감염이 있는 어린 환자들에게는 사용이 제한된다. 

(2) 조혈모세포이식이 I형 뮤코다당증 환자에서 청력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보이

나, 이미 진행된 전도성 또는 감각신경성 청력장애를 되돌리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효소보충요법의 헌터증후군 환자에서의 분명한 청력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증명되지 않았다.

(4) 달팽이관 삽입(cochlear implantation) 치료가 I형 뮤코다당증 환자에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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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되었을 때 청력과 언어의 개선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나, 헌터증후군 환

자에서는 마취의 위험성이나 골격계의 차이로 인한 문제로 그 효과에 대해서 

는 아직 미지수이다.

헌터증후군 환자의 청력 소실을 치료/예방하기 위한 알고리듬 그림 1

= Start/�nish

= Next testing stop

= Decision point

청력 소실

보청기 사용

혼재성 장애전도성 장애

환기관 삽입

감각신경성 장애

헌터증후군 진단

이비인후과 검진 및 청력 평가

매 6개월마다  이비인후과 검진 및 청력 평가

전도성 장애 지속

이비인후과 검진 및 
청력 평가 반복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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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과 연하 문제

1) 원인

(1) GAG 축적으로 인한 골격계 변형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초래된다.

① 부자연스런 턱의 움직임

② 입 벌리기의 제한

③ 음식 저작의 방해

(2) 편도, 아데노이드 및 혀의 비대는 연하 과정의 조화를 어렵게 한다. 

(3)  질환 자체로 인한 뇌신경 손상과 인지기능의 저하도 효과적인 저작과 연하 동

작의 조화에 악영향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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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치과적 문제

대부분의 헌터증후군 환자에서는 부분적인 치과적 이상을 보일 수 있는데, 치아와 

치아 사이가 넓게 위치하고(widely spaced), 불규칙한 모양의 peg-shaped 치아, 

잇몸조직의 과다증식 및 비후, 왜소치, 법랑질 저형성증, 맹출 지연, 우식증, 

부정교합, 하악 과두의 결함, 함치성낭(dentigerous cyst)과 같은 여포낭성이 

보고된다. 이처럼 헌터증후군 환자들은 다수의 치과적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기의 치과적 관리가 요구되며, 특히 유치와 영구치의 맹출 

지연과 함치성낭 등은 빈번히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헌터증후군 환자의 경우 일반적인 치과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턱의 최대 개구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일반적 

마취의 경우는 심한 치과적 질환 즉, 발치 또는 복원 등이 있을 경우에 시행될 

수 있지만 짧은 목, 연골조직의 단단함 및 비탄력성으로 인해 마취 그 자체의 

특별한 위험성이 초래되어 수술적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 뮤코다당증 환자는 

심혈관계와 호흡기계 기능이 취약하므로, 치과치료를 하는 경우에 전신 상태에 

대한 주의사항과 뮤코다당증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강 내 증상에 대해 미리 

숙지하여야 하고, 의학적으로 환자의 전신 상태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해가며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심장판막질환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는 치과적 처치 전 

예방적 항생제요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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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소보충요법의 기전 

1. 리소좀 축적질환의 치료

리소좀 축적질환(lysosomal storage disorders, LSD)의 주된 치료 목표는 유전 돌

연변이에 의해 기능 소실된 리소좀 효소를 정상적인 기능을 가진 단백질을 이용하

여 세포나 조직을 늘려 교정하는 데 있다. 그러나 분자유전학적으로 질환이 규명

되기 전, 특히 유전자재조합 효소가 개발되기 전에는 임상증상의 호전을 위한 지

지치료가 중심이었다. 이후 조혈모세포이식을 통한 정상적인 효소의 대체는 증상

의 악화 방지나 장기 기능의 호전이 보고되었지만, 치료 시작 시기에 따른 효과의 

차이, 투여 약물의 독성, 생착 실패, 이식편대숙주반응과 그에 따른 면역억제제 장

기 사용과 같은 치료 과정의 문제점이 지적되며 치료에 한계를 보였다.

1) 리소좀 축적질환의 치료적 접근

1980년대 말까지는 지지요법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었다. 최근 20년간 새로

운 치료 방법으로 1990년대 이후 조혈모세포이식(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HSCT)이 시도되어 여러 리소좀 축적질환에 적용되었다. 

1991년 효소보충요법(enzyme replacement therapy, ERT)이 고셔병(Gaucher 

disease)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후, ERT는 다른 질환으로 넓혀가면서 2000년

에 폼페병(Pompe disease), 2001년 파브리병(Fabry disease)과  뮤코다당증

(mucopolysaccharidosis, MPS) I형, 2002년에 MPS II형, 2004년에 MPS VI형 

환자에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ERT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여러 다른 치료

법이 나타났으며, 기질감소치료(substrate reduction therapy, SRT)가 2000년 

고셔병, 2004년 니만-피크병 C형(Nieman-Pick disease type C)에서 시도되었

고, 약리학적 샤페론치료(pharmacological chaperon therapy, PCT)가 파브리

병에서 처음 적용되었다. 유전자치료(gene therapy)는 지금까지 계속 임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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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며, 현재는 ERT가 리소좀 축적질환 치료의 근간이 되고 있다.

국내 ERT는 1998년 고셔병, 2004년 파브리병과 MPS I형, 2009년에 폼페병과 

MPS II형, 2010년에 MPS VI형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많은 리소

좀 축적질환 환자들이 주사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국내 제약사에 의해 2012년에 

헌터증후군(MPS II형), 2013년에 고셔병에 대한 치료약물이 개발되어 임상시험을 

끝내고 시판되고 있다.

2) 리소좀 축적질환의 치료 방법과 장단점

(1) 조혈모세포이식(HSCT)

이식된 세포에서 분비되는 효소에 의한 방법으로, 한 번의 시술로 지속적인 

교정이 된다. 다만, 이식 시술 자체의 위험이 크고, 공여자를 구하는 데 시간

과 노력이 들며, 뼈, 연골, 심장조직 내에는 생착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2) 효소보충요법(ERT)

많은 환자들에 의한 충분한 임상 경험과 효과가 증명되어 있다. 단, 뼈나 심장

판막 등의 조직에는 효소가 충분히 분포되지 못하며, 뇌혈관장벽을 통과하지 

못해 중추신경계에 효과가 적다. 또한, 1-2주 간격의 반복적인 주사치료로 인

해 삶의 질이 나쁘고,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다.

(3) 기질감소치료(SRT)

경구 복용으로 삶의 질 개선 효과가 있으나, 임상 경험이 적고 장기적인 안정

성이 알려져 있지 않다.

(4) 약리학적 샤페론치료(PCT)

치료제의 분포도가 좋고 리소좀 축적질환 환자들의 퇴행성신경조직을 치료

할 수 있다. 경구 복용이 가능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으나, 임상 

경험이 적고 장기적인 안정성이 알려져 있지 않다.

(5) 유전자치료

한 번의 시술로 교정이 가능하지만, 임상 경험이 거의 없고, 아직 개발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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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혈구 수혈

헌터증후군 소아 환자에게 백혈구를 수혈하는 것은 혈액학적, 임상적 호전이 있

음이 보고되었다.

2) 혈청 또는 혈장 주입

경증의 헌터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신선 혈장을 주입하는 치료를 22개월간 

진행한 연구에서, 6개월 동안은 장기 비대의 감소와 관절 가동 범위의 증가를 

보였지만, 6개월 이후에는 치료의 효과가 다시 사라짐을 보고하였다.

3) 섬유모세포이식

3명의 헌터증후군 환자에게 섬유모세포를 이식하고 3년여를 관찰한 결과 

iduronate-2-sulfatase(I2S) 효소의 활성 증가와 소변 글리코사미노글리칸

(glycosaminoglycan, GAG)이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4) 사람 양막이식

MPS I형, II형, III형 환자를 대상으로 양막(amnion membrane)의 복강 내 이식

을 진행한 임상연구 결과, 일부 관절의 움직임이 향상되었지만 그 외 혈액학적 

임상적 효과는 없었다.

5) 골수이식

골수이식을 통해 질환의 경과를 멈추거나 진행 정도를 늦출 수 있고 일부 효과를 

보고한 예가 있으나, 대규모 임상자료가 적고 치료 자체로 인한 문제점으로 결과

가 긍정적이지 않다.

① 조혈모세포이식   ② 제대혈이식   ③ 골수이식

2. 헌터증후군의 치료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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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소보충요법의 기본 개념

1968년, Fratantoni 등은 Science지에 MPS I형과 II형 환자들의 섬유모세포주

를 같이 배양하는 실험을 통해 세포에서 생성된 각각의 리소좀 효소와 단백질이 

mannose-6-phosphate(M6P)와 함께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되면서 

특정 수용체(후에 M6P 수용체로 밝혀짐)에 잘 함유되도록 도와줌을 밝혀 보고하

였다. 이는 효소보충요법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여 치료제 개발의 기본이 된다.

2) 헌터증후군의 효소치료제 

(1) 약물의 개발

3. 헌터증후군 환자들의 효소보충요법

6) 유전자치료 연구

MPS II형 쥐에 AAV2/8TBG-I2S viral particle을 정맥 내 주입한 연구에서 소변 

GAG가 정상 수치로 감소되고, 골격계 이상이 교정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7) 과발현 iduronate-2-sulfatase 근육모세포의 복강 내 이식

자가 과발현 iduronate-2-sulfatase 근육모세포를 동물모델의 복강 내 이식 후 

8주 간 관찰한 실험에서 소변 내 GAG의 정상화와 장기 내 GAG 축적의 감소를 

확인하였다.

8) 유전자 재조합 사람 iduronate-2-sulfatase 효소보충요법

효소보충요법의 임상시험을 통해 특이 부작용 없이 임상적, 생화학적 지표가 향

상됨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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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에 헌터증후군 환자들을 위한 idursulfase가 개발되었고, 2006년 

96명의 헌터증후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2상, 3상 임상시험을 거쳐, 

Elaprase®(idursulfase; Shire HGT Pharmaceuticals, Cambridge, MA)가 

승인되었다. 즉, 2006년 7월 미국 FDA 승인, 2007년 1월 유럽의 승인으로, 

헌터증후군 환자에서 매주 0.5mg/kg의 정맥주입 효소치료가 시작되었으며, 

국내에는 2008년 이후에 도입되어 현재 50여 명의 헌터증후군 환자들이 효

소보충요법을 받고 있다.

(2) Idursulfase(α1-L-iduronate sulfate sulfatase)

 C2689H4057N699O792S14의 분자 구조를 갖는 idursulfase는 550개 아미노산의 

단량체 단백질로, 25개의 아미노산 신호 펩티드가 분리되면서 525개 아미노

산의 성숙한 단백질로 배지에 분비되며, 무게는 약 57kDa이다. Idursulfase

는 iduronate-2-sulfatase의 정제된 형태로 재조합 DNA 기술에 의해  

human cell line에서 생성되며, 2개의 이황화물 결합과 8개의 N-연결 당화

(N-linked glycosylation) 부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당화 부위는 수소와 다량

의 mannose 형태의 올리고단당류(M6P) 사슬을 이루고 있고, 특히 glycan

을 갖는 2개의 bis-M6P residue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때 glycan은 세포와 

리소좀의 M6P 수용체와 높은 친화력을 갖는다.

이 효소의 활성도는 59번 위치의 cysteine이 Cα-formylglycine으로 post-

translational modification되는 것에 의해 좌우되며, 효소의 50%가 

modification된다. 또한, idursulfase는 혈중 내 반감기를 늘리기 위해 다량의 

sialylated glycan을 포함하고 있다.

3) 정맥주입 효소보충요법에서 세포 내 효소 전달 효과

 혈류에 직접 노출되지 않은 세포에는 정맥주입한 재조합 가수분해효소가 잘 전

달되지 않는다. 연조직에서의 효과를 통해 장기 비대나 심장, 호흡기계의 기능이

나 소아의 성장 향상에는 긍정적이지만, 이미 형성된 장애 즉, 심장판막질환,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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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계 변형 등의 효과는 미미하다. 특히, 뇌는 뇌혈관장벽(blood brain barrier, 

BBB)이 혈액에서 중추신경계 안으로의 약물 전달을 차단하고 있어, 인지장애 등

의 신경학적 이상을 회복시키기 어렵다. 일부 연구에서 고용량의 효소 정맥주입

이 일부 뇌기능을 개선했다는 보고가 있으나, 이는 MPS 질환 자체에 의해 효소

치료 전부터 일부 BBB가 손상된 부위에서 뇌 안으로 효소가 전달되었거나, 일부 

주입된 효소가 대식세포에 탐식된 채로 뇌 안으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 뇌혈관장벽의 물질 이동 통로

(1) 수동 확산: 지질 친화 비극성 용질은 내피세포막에서 뇌로 수동 확산되어 이

동한다.

(2) 능동 유출 운반체(ABC transporter): 능동 유출 운반체는 수동적으로 침투된 

지질 친화 비극성 용질이나 접합체를 포획하여 내피세포 밖으로 펌프하거나 

세포막 지질로부터 또는 세포질 부위에서 직접적으로 내보낸다.

(3) 용질 운반체: 극성 분자는 수용체 매개 운반을 통해 이동한다. 포도당, 아미노

산, 뉴클레오시드(nucleosides), 유리지방산, 유기 이온 등이 이에 해당된다.

(4) Receptor-mediated/Adsorptive-mediated Transcytosis: 거대 분자량의 

물질은 receptor mediated transcytosis(RMT), 많은 양전하를 띄는 용질은 

adsorptive mediated transcytosis(AMT)를 통해 BBB를 통과한다. 

(5) 단핵세포 이동: 백혈구는 혈구누출(diapedesis)을 통해 BBB를 통과한다.

2) 효소보충요법과 뇌혈관장벽

성인 BBB의 막에 M6P 수용체가 없는 것은 효소약물이 BBB를 거쳐 중추신경계 

4. 효소보충요법을 통한 중추신경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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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동물실험 결과, 생후 2일경의 신

생아 쥐에서 M6P-dependent RMT를 통해 β-glucuronidase(MPS VII형 결핍 

효소)가 BBB를 시간 의존성으로 통과됨을 보고하였다. 7주경까지 BBB의 M6P 

수용체 발현이 감소되면서 앞의 RMT로 인한 BBB 섭취는 사라졌으나, 20주까지

는 효소가 전달될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람에서는 생후 초기에 BBB에 M6P 발현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

지, M6P-dependent RMT를 통한 효소보충요법은 가능한지에 대해선 아직 확

인되지 않았다.

3) 중추신경계 향상을 위한 ERT 전달의 정맥 외 방법

(1) 척수막 내 주입

정맥 외의 방법으로 요추천자나 소뇌숨뇌수조(cisterna magna)천자로 효소

를 뇌척수액으로 전달하는 척수막 내(intrathecal) 치료가 시도되었고, 여러 

동물실험을 통해 MPS I형, IIIA형, VI형 등에서 중추신경계 회복에 효과적임

이 보고되었다. 또한, 반복적인 요추천자를 피하기 위해 흉요추 피하에 척수

막 내 카테터를 심어놓고 오랜 기간 치료한 MPS II형 원숭이 실험에서도 중추

신경계 병변을 안정적으로 회복시켰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2) 에피네프린 병용 투여

MPS VII형에서 에피네프린 병용 투여는 M6P 수용체의 발현과 연관되어 뇌

혈관장벽의 통과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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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소보충요법의 실제와 추적관찰 

1. 효소보충요법의 실제 

헌터증후군 치료약제로 recombinant iduronate-2-sulfatase(I2S)(Elaprase®, Shire 

HGT Pharmaceuticals, Cambridge, MA, USA)가 개발되어, 2006년부터 미국, 

2007년부터 유럽 그리고 2009년부터 한국에서 환자들에게 투여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헌터증후군 환자들을 위한 신약(Hunterase®, Green Cross Corp., Yong-

in, Korea)이 개발되어 1 •2상 임상시험을 시행한 결과, 소변 글리코사미노글리칸

(glycosaminoglycan, GAG)과 6분 걷기 검사에서 기존 약제보다 통계적으로 유

의한 호전 효과를 보였다. Hunterase®는 2012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 승인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2012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환자들의 치

료에 이용되고 있다. 2013년에는 국외 몇몇 나라로 수출되기 시작하였으며, 세계

임상연구를 앞두고 있다. Idursulfase는 천연 리소좀 효소 I2S의 purified form으로,  

당단백 효소의 올리고사카라이드의 mannose-6-phosphate(M6P) residues를 통해 

세포막에 있는 M6P 수용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세포 내 리소좀으로 들어가 축

적된 GAG를 대사시키는 기전으로 작용한다. 

1) 효소보충요법의 프로토콜

Idursulfase는 매주 0.5mg/kg을 3시간 이상 정맥주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첫 

주사 시에는 입원하여 활력징후 및 부작용 등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세한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다. 생리식염수 100cc bag에 해당 효소의 volume을 제거

한 후, 총 100cc가 되게 섞는다. 첫 15분간 8cc/hr → 다음 15분간 16cc/hr → 이

후 24cc/hr(약 3개월 동안 특별한 부작용 없이 주사를 잘 맞으면 24cc/hr 대신 

27cc/hr로 주사 가능) 순으로 주사한다. 단, 5세 미만의 경우에는 가급적 최대 속

도를 24cc/hr로 유지하여 주사한다. 주사 후반부에는 생리식염수 50cc bag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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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여 수액라인에 남아 있는 양(약 20cc)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주입 펌

프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서 결국 4시간에서 4시간 30분 정도 주사하게 된다

(24cc/hr와 27cc/hr가 약 30분 정도 차이 남). 어린 영아에서는 나트륨 과잉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전체 양을 50mL까지 줄이는 것이 좋다. 

2) 효소보충요법의 전처치

헌터증후군 환자에서의 효소보충요법은 다른 단백 효소치료에 비해 주입 관련 

반응(infusion related reaction, IRR)이 특별히 더 높게 보고되지는 않았으나, 유

사 아나필락시스 반응(anaphylactoid reaction)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기본

적인 전처치로 해열제와(또는) 항히스타민제를 경구로 투여하게 된다. IRR을 경

험한 환자들은 전처치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3) 효소보충요법에 대한 반응

효소보충요법에 대한 반응은 환자 개개인의 중증도와 치료 시작 나이에 따라 다

르지만 보호자들이 느끼기에 보충요법을 시작한 이후에 기운이 더 나고, 일상생

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한다. 치료 시작 후 2개월 즈음이 되

면 대부분의 환자에서 소변 GAG가 정상에 가깝게 떨어지고 간비장 비대가 확연

하게 줄어들며,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성장 속도가 호전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

고 치료 시작 후 6개월 즈음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환자에서 치료 전과 비교하

여 6분 걷기 검사 상 호전을 보인다. 한편, 폐기능 검사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협

조가 안되어 평가하기가 어렵다. 치료 전과 비교한 임상적 증상의 호전은 치료 

후 첫 12-18개월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시기 이후에는 호전의 정도가 감소하

고, 대부분의 환자가 안정기에 접어든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도 질환 관련 합

병증의 진행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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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세 미만의 어린 소아에서의 효소보충요법의 시작

헌터증후군을 확진 받은 환자라면 가능한 조기에 효소보충요법을 시작하는 것이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 어느 정도의 어린 나이부터 시작이 가능

한지에 대한 정확한 원칙은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생후 4개월에 효소보충요

법을 시작하여 현재 4세가 된 환자가 있으며, 특별한 부작용 없이 치료 중이다. 

특히, 이 환자는 겉모습만 관찰해서는 질환을 의심하기가 어렵다.

3세 미만 헌터증후군 신환의 경우, 효소 첫 주입 시 반드시 입원하여 권장 용량

보다 저용량으로 천천히 주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첫 주에는 권장 용량의 1/2, 둘

째 주에는 권장 용량의 2/3, 셋째 주에는 권장 용량으로 주사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넷째 주부터는 외래 효소 치료실에서 주사를 맞는 것이 권고된다. 활력징

후는 입원 시에 시작 전, 주입 속도를 올릴 때마다, 주입 후에 측정하는 것이 안

전하다. 외래 효소 치료실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주입 전, 주입 후에 활력

징후를 확인한다. 

5) 중추신경계 증상이 있는 환자의 효소보충요법

Idursulfase는 뇌혈관장벽(blood brain barrier)을 통과할 수 없으므로 중증 환자

의 경우 중추신경계 문제에 대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치

료 시작 후 초기에 기도 관련 증상의 호전으로 호흡기 기능이 좋아지고, 간비장 

비대가 줄어들며, 관절이 부드러워지는 변화를 보이므로, 중증 환자에서도 치료

의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 중추신경계 증상이 있는 중증 환자의 경우 매주 효소치

료를 위해 병원을 내원하는 것 자체가 힘들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부모

가 치료에 열성적이라 중증 환자에서도 치료 중단을 결정한 경우는 거의 없다. 

6) Home therapy

호흡기능, 간비장 비대, 관절구축 등의 증상에 대한 호전으로 인해 삶의 질이 개

선되는 효과가 있으나, 매주 효소보충요법을 위해 병원에 오는 것은 환자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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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compliance나 환아 및 보호자의 삶의 질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여 집에서 효소보충요법을 하는 것이 국외 소수의 환자들에

게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효소보충요법의 시작 후 심각한 IRR 없이 치료를 지속

해오던 환자들 중에서도 수년이 지난 시점에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의 아나필락

시스(anaphylaxis)를 경험한 환자들이 있으므로 home therapy는 안전하게 권

고될 수 없다. 

2. 효소보충요법 시 추적관찰 

효소보충요법을 시행하더라도 여러 장기별 증상 각각에 대한 보존적 치료는 각 과

별 전문의에 의해 병행되어야 한다. 보존적 치료를 적절하게 하고 가능한 합병증

에 대해 대비하는 것은 환아와 가족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한, 진단 시 초기 평가와 효소보충요법을 시행한 뒤에 시계열적인 변화에 대해 정

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다. 진단 시에 시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검사와 효소보충

요법을 시작한 후 정기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정리한 스케줄은 표 1

과 같다. 경제적인 문제나 협조 불능으로 불가능한 검사들은 되도록 제외하였고, 

필요 시에 시행하도록 하였다. 기본적으로 매주 세심한 신체진찰과 6-12개월마다

의 생화학적 평가, 행동 평가가 필요하다. 증상이나 징후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아의 경우에는 평가가 더 자주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는 리소좀 축적질환을 치

료하는 센터에서 전문 의사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권고된다. 각 기관별 평가는 환

자의 협조가 요구되는 검사를 시행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매우 어리거나 인지장

애가 있는 경우 평가가 어렵다. 헌터증후군과 관련된 여러 증상 및 징후는 비가역

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적절한 중재를 통하여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 헌터증후군에서 보일 수 있는 여러 장기의 증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도 폐색이나 전신마취 관련 합병증과 같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증상과 관절운동장애, 관절구축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장애 등과 같은 삶의 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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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뜨리는 증상이다. 모든 경우의 질환 관련 증상에 대해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각 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을 받아야 한다. 

1) 일반 항목

(1) 의학사진: 일반적으로 얼굴과 전신 사진을 각각 앞면과 옆면으로 촬영한다. 

얼굴의 거친 정도, 구부정한 자세, 복부 팽만, 다리가 휜 정도와 각각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치료 시작 전과 6개월 후, 이후는 필요한 경우에 촬영한다.

(2) 신체 계측(키, 체중, 머리둘레): 체중은 주사약제의 용량을 결정하므로 적어

도 한 달마다 측정이 필요하다. 키와 머리둘레의 경우는 최소 3개월마다 측

정을 통해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체 계측의 경우는 SDS(standard 

deviation score)를 함께 기록한다.

(3) 활력징후(혈압, 호흡수, 맥박수, 필요한 경우 산소포화도): 매주 적어도 주사 

시작과 종료 후 확인이 필요하다. IRR을 경험했던 환아의 경우에는 더 자주 

확인이 필요하다.

(4) 신체진찰: 매주 기본 신체진찰을 시행한다. 3-6개월마다 성성숙도에 대한 기

록이 필요하다.

(5) 신경학적 진찰: 신체진찰 시 신경학적 증상이나 징후가 없는지 확인한다.

(6)  혈액검사 소견: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6개월마다 cell blood count(CBC), 

chemistry, electrolyte 등의 기본 혈액검사를 확인한다.

(7) 소변 GAG: 3개월마다 확인한다.

2) 현재 복용하는 약물

항생제, 스테로이드 등 복용 약물에 대해 3개월마다 조사한다.

3) 효소보충요법

약물 이름, 약물 용량, 주입 빈도, 부작용, 전처치 약물에 대해 3개월마다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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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장기별 평가

(1) 소화기계

GAG 축적으로 인해 간과 비장이 커지나, 간기능이나 비장기능이 심각하게 떨

어지지는 않는다. 배꼽 탈장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재발할 수도 있다. 자

율신경 이상으로 인해 특별한 원인 없이 만성 설사를 보이기도 하며, 질환이 

진행하여 움직임이 적어지면 변비를 보인다. 그 외 삼킴장애 등을 보일 수 있

다. 

① 복부 초음파: 촉진을 통해 간비장 비대의 정도를 측정하나, 주로 초음파로 

추적관찰을 한다. 가능하다면 정확한 측정을 위해 복부 MRI를 시행하기

도 한다.

② 섭식장애: 턱 뼈의 이상으로 입을 열거나 씹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아

데노이드편도 비대, 큰 혀, 인지장애, 신경장애 등으로 인해 음식을 씹고 

삼키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심각한 경우에는 L-tube 삽입, 위루 형

성이 필요할 수 있다.

③ 배꼽 탈장, 서혜부 탈장: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2) 기도

반복적인 상기도 감염, 콧물, 아데노이드편도 비대, 기관이 좁아짐, 두꺼워진 

성대, 큰 혀 등은 상기도 폐색을 유발하게 되며, 이러한 상기도 폐색은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된다. 수면무호흡이 있는 경우 밤 중 산소 공급, 아데노이

드편도절제술, 지속양압환기, 기관절개술 등을 시행하게 된다. 나이가 들면서 

상기도 폐색과 수면무호흡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인두연화증, 후두연화증, 

작은 흉곽, 유연하지 않은 늑골, 복부장기 비대 등으로 인해 제한성 폐질환의 

특징을 보인다.

① 폐기능 검사: 6-7세 미만의 환아나 7세 이상이더라도 인지기능장애가 있

는 경우는 협조가 안되어 검사가 불가능하다. 협조가 되는 7세 이상의 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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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폐기능 검사를 통해 호흡기능의 진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수면무호흡: 의심되는 경우 수면 다원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평

가가 권고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정도를 판단하여 적절한 치료를 시행한다.

③ 산소 공급이나 지속양압환기(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CPAP)사용: 심각한 저산소증을 겪게 되는 경우 CPAP를 해야 하는데, 이

러한 치료를 견디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소만 공급할 수 있으나, 고탄산혈

증을 보이는 경우에는 주의를 요한다. 

(3) 이비인후과

청력 저하, 반복적인 중이염, 큰 혀, 아데노이드편도 비대, 진행성 기도 폐색, 

청력 소실은 중증에서 흔하다. 유스타키오관(eustachian tube) 기능 부전과 

중이 소골의 골이형성증으로 인한 잦은 중이염 및 8번 신경 손상으로 인한 청

력 소실이 생기게 된다. 6개월-1년마다의 정기적인 청력 평가 및 필요 시 보

청기 사용이 권고된다.

① 기도 폐색   ② 잦은 중이염   ③ Tube 여부  ④ 청력 검사

(4) 신경계

뮤코다당증에서 교통성 수두증을 보일 수 있는데, 이러한 소견은 I형에서 더 

흔하며 헌터증후군에서는 뇌전증이 더 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의 한 대

학병원의 헌터증후군 환자 55명 중 5명이 항경련제 복용 중이고, 이 환자들은 

모두 중증이었다. 중추신경계에 대한 MRI에서 뇌위축, 수두증, 백색질 병변 

등이 발견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병변은 인지기능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그렇

지 않은 환자에 비해 많은 빈도로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으나, 이것을 통해 인

지기능장애를 진단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인지기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신

경 발달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신경 발달 평가는 듣고 이

해하고 수행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환아의 협조가 불가능 한 경우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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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까지 표준화된 평가 방법은 없으나, 환아의 나이에 

맞는 여러 가지 기능 항목에 대해 매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

를 통해 환아의 역연령이 아닌 기능적 연령에 맞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헌

터증후군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행동 문제로 과행동, 고집, 공격성 등이 있

는데, 이는 청력 소실, 수면장애, 인지기능 퇴행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으며, 

집에서의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① 뇌 MRI: 일반적으로 첫 진단 시 뇌 MRI를 확인하여 치료 전 상태를 파

악하는 것이 추천되나, 현실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머리둘레 변

화, 대천문, 구토, 두통 등을 포함한 신경학적인 증상이 있을 때 수두증 등

의 뇌병변에 대한 평가를 위해 뇌 MRI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IQ/DQ: 발달 상황, 행동 평가, 인지기능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가능하면 지능 검사도 시행한다. 지속적인 평가와 더불어 행동요법을 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세 이상의 경증은 IQ test를 권장하고, 5세 이상

이라도 중증의 경우는 DQ test를 시행한다. 각 병원마다 가능한 검사를 선

택하여 한 환자에서 시계열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권장된다.

③ 뇌전증: 발작을 보이는 경우는 반드시 뇌 MRI를 확인하며, EEG도 평가한

다. 항경련제는 가능하면 저용량 단일 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권고된다. 

④ 척추 MRI: 앉았다 일어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활동량이 감소하거나, 마

비, 강직, 사지에 감각 저하나 심각한 통증, 방광 기능장애 등을 보이면 척

수압박으로 인한 cervical myelopathy 가능성이 있으므로 척추 MRI 확인

이 필요하며, 심각한 손상이 생기기 전에 감압을 위한 수술이 필요하다.

(5) 골 관절 

저신장, 척추 이상, 관절구축, 수근골증후군, 갈퀴손 등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

일 수 있고, 이는 운동에 제한을 주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저해한다. 뼈의 문

제는 헌터증후군 환자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관절이 뻣뻣해지면 움직임에 

제한이 생겨 삶의 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신체 기능을 보존하거나 개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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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위해 물리치료를 시행하지만, 움직임 장애에 대한 평가에서는 신경학적 

이상 여부를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뼈 X-ray: 진단 시에는 뼈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하고, 이후는 증상에 

따라 필요 시 시행한다. 대개 척추와 골반뼈를 주로 추적관찰하게 되며 

X-ray 결과에 따라 필요 시 MRI를 고려한다. 

② 수술력: 척수압박, 수근골증후군, 인공관절 수술 등에 대한 수술력에 대해 

6개월마다 확인하여 기록한다.

③ 관절 각도: 어깨, 팔목, 손목, 무릎, 고관절, 발목 등에서 관절 각도를 측정

한다. 손쉽게 측정이 가능한 부위는 어깨이므로, 팔을 들어 보게 하여 최

대한 벌어질 수 있는 각도를 측정한다. 

④ 6분 걷기 검사: 6분 동안 직선상으로 걸을 수 있는 거리(m)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앉고 서고 걷는 자세도 평가한다.

⑤ 손목 통증, 감각이상의 증상이 있는 등 수근골증후군이 의심되면 신경 전

도 검사를 시행하여 정도를 평가한다. 

(6) 심장 

어린 나이에도 심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며, 10대에 들어서면 1가지 이상

의 심장 관련 증상을 보일 수 있다. 판막에 특징적인 이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심실 비대나 심부전,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 고혈압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단 시에는 일반적인 고혈압 치료약제*(ACEI, ARB, CCB, 이뇨

제)의 복용이 필요하다. 아래의 검사는 필수 항목이며, 선택 항목으로는 심장 

MRI/CT, holter monitor가 있다.

① 심장초음파, 심전도: 판막의 이상, 심실 비대, 심부전 여부 등을 평가한다.

② 가슴 X-ray: 심비대 정도를 측정한다.

(7) 눈

뮤코다당증 I형, VI형과 달리 헌터증후군에서 각막 혼탁은 드물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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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저하, 시신경유두부종, 시신경위축, 망막 색소 퇴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헌터증후군 환자에서도 매년 정기적인 안과적 평가가 필요하다. 공

막에 GAG가 침착되어 공막 내에 있는 시신경에 압력을 주어 두개내압 증가 없

이도 만성 유두부종을 보일 수 있다.

① 시력 · 시야 검사 

② 안저 검사, 망막 검사

(8) 삶의 질

신체적 제한뿐만 아니라, 정신사회적 부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① 일상생활동작(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평가

(9) 치과

대부분의 헌터증후군 환자에게는 치아 문제가 있다. 치아 모양이 이상하고, 치

아가 늦게 나기도 한다. 턱을 제대로 벌리지 못하고 협조가 안 되는 경우,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어 발치나 충치치료 시 전신마취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 그

러나 마취 자체가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ACEI,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ARB, angiotensin receptor blocker; CCB, calcium channel blo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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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추적관찰 스케줄

Assessments Initial Every 
3 months

Every 
6 months

Every 
12 months

General

Medical photo (if needed) ✓ ✓ (1st)

Height/weight/head circumference ✓ ✓

V/S(BP, RR, HR, Sat) ✓ ✓ (weekly)

P/Ex (including Tanner stage) ✓ ✓ (weekly)

N/Ex ✓ ✓ (weekly)

Laboratory test ✓ ✓

Urine GAG ✓ ✓

Current medication ✓ ✓

ERT

Drug ✓

Dose ✓

Frequency ✓

Side effects ✓

Premedication ✓

MPS II disease clinical assessments

GI

Abd US (hepatosplenomegaly) ✓ ✓

Feeding problem (gastrostomy/L-tube) ✓ ✓

Umbilical/inguinal hernia ✓ ✓ (weekly)

Airway

Pulmonary function test (if possible) ✓ ✓

Respiratory assist ✓ ✓ (weekly)

Number of episodes of pneumonia ✓ ✓

Sleep study (if needed) ✓ ✓ (if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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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

Audiometry ✓ ✓ (or yearly)

Airway patency ✓ ✓ (or yearly)

Frequency of ear infections/operation ✓ ✓

Placement and/or replacement of 
grommet tubes ✓ ✓

Neurologic/CNS

Epilepsy medication ✓ ✓

MRI of brain ✓ ✓ (if needed)

MRI of spine (if needed) ✓ ✓ (if needed)

Cognitive testing
(DQ/IQ/developmental milestone) ✓ ✓

Bone & Joint

Skeletal survey by X-ray ✓ ✓ (if needed)

Operation history ✓ ✓

Range of motion of shoulder joint ✓ ✓ (or yearly)

Median nerve conduction velocity (if needed) ✓ ✓

6 min walking test ✓ ✓

Heart

Echocardiogram/ECG ✓ ✓

NT proBNP ✓ ✓

Chest PA ✓ ✓

Eye

Visual acuity/Visual �eld ✓ ✓

Fundoscopy/Retinoscopy (if needed) ✓ ✓

Quality of life

Activities of daily living ✓ ✓ (or yearly)

Dental exam ✓ ✓

V/S, vital signs; BP, blood pressure; RR, respiration rate; HR, heart rate; Sat, saturation; P/Ex, physical examination; N/Ex, neurologic examination; GAG, 
glycosaminoglycan; ERT, enzyme replacement therapy; GI, gastrointestinal; ABd US, abdomen ultrasonography; ENT, ear, nose and throat; CNS, central 
nervous system; ECG, electrocardiography; NT proBNP, N-terminal pro B type natriuretic peptide; PA, posteroan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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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소보충요법 시 발생하는 부작용의 치료

헌터증후군 환자에서 효소보충요법(enzyme replacement therapy, ERT)을 시작

하게 되면서 치료의 효과뿐 아니라, 안정성에 대한 평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ERT 중에 발생하는 부작용에는 발열, 두통, 기침, 인후염, 상기도감염, 코

막힘, 오심, 구토, 복통, 설사가 흔하다. 그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주입 관련 반응

(infusion related reaction, IRR)이다. IRR은 약물을 투여하는 동안 그리고 약물 

투여 24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의사에 의하여 약물과 관련이 있을 것

으로 판단되는 부작용으로 정의된다. IRR에 해당하는 증상 및 징후에는 두통, 고

혈압, 발적, 발열, 가려움증, 두드러기, 발진 등이 있는데, 대부분이 과민 반응이며, 

드물게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되기도 했다. 

IRR은 약물을 처음 투여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고, 용량 의존적이며, 보통 약

물 투여 5-60분 안에 증상과 징후가 나타난다. 대부분은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증

상이 회복된다. 하지만 증상이 완전히 회복된 이후에 IRR의 증상과 징후가 길게

는 24시간 후에 재발한 경우도 있어, 중등도 이상의 IRR을 경험한 환자는 적어도  

24시간 동안 모니터를 해야 한다. 

대부분의 IRR은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약물의 주입 속도를 줄이거나 잠시 중단하

였을 때 호전되었으며, 아세트아미노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제 투여

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여러 임상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IRR의 빈도

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였고, IRR로 인해 ERT가 중단된 경우는 없었다. 

1. 주입 관련 반응의 발생 빈도 및 발생 시기

Hunter Outcome Survey(HOS)에서 ERT 시작 후 1년 동안 104명의 환자에서 발

생한 IRR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33명의 환자에서 65건의 IRR이 발생하

였고, 이 중 64건이 경도에서 중등도의 IRR이었는데, 약물 주입 속도를 줄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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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히스타민제 및 해열제를 투여함으로써 증상이 소실되었다. 첫 번째 IRR은 대부

분 ERT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였으며, 6개월 이후에 발생한 경우는 2명이

었다(전체 환자의 1.9%). 23명의 환자에서 IRR이 한 번만 발생하여 시간이 지날

수록 ERT에 잘 적응함을 보여주었다. 연구 기간 동안 3명의 환자가 사망하였으나, 

뮤코다당증 질환 자체에 기인한 것으로 약물과는 관련성이 없었다. 

HOS를 비롯한 이전의 연구들은 대부분 ERT 기간이 1-2년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

였다. 하지만 최근 삼성서울병원에서 3년 이상 ERT를 받은 환자까지 포함한 총 34

명의 헌터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첫 번째 IRR의 발

생 시기는 3-109주까지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IRR이 발생하였던 7명의 환자 중에

서 3명이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를 보였으며, ERT 시작 후 115주째에 아나필

락시스를 보인 환자도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2. 항체 형성

IRR은 체액성 면역이 관여하며, ERT를 받고 있는 환자에서 idursulfase에 대한 항

체 형성이 보고되었다. Idursulfase로 ERT를 받고 있는 환자의 약 50%에서 anti-

idursulfase IgG antibodies가 보고되었으며, anti-idursulfase IgM antibodies는  

2명의 환자에서 보고된 적이 있다. 그리고 anti-idursulfase IgG antibodies가 발견

된 환자의 1/3에서 idursulfase에 대한 neutralizing antibodies가 발견된다. IRR이 

발생한 모든 환자에서 IgG 항체가 발견되는 것은 아니며, IgG 항체가 발견된 모든 

환자에서 IRR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IRR과 IgG 항체 사이의 관련성은 명확하

지 않다. Neutralizing antibodies와 IRR의 관련성도 불명확하다. 

앞서 언급한 삼성서울병원의 연구에서 idursulfase로 치료받고 있는 34명의 헌

터증후군 환자 중 3명의 환자가 아나필락시스를 보였다. 이들 3명의 환자는 모

두 skin prick test(SPT)와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ELISA)를 통해 

anti-idursulfase IgE antibody가 증명되어 IgE mediated 아나필락시스임이 확인

되었는데, 이 연구 이전에는 idursulfase에 대한 IgE 항체 생성이 보고된 적이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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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하여 IRR이 발생한 총 7명의 환자에 대하여 SPT와 

ELISA를 시행하였는데, SPT는 IgE-mediated adverse reaction을 예측하는 데 있

어 66.7%의 민감도와 100%의 특이도를 보였고, ELISA는 100%의 민감도를 보

였다. 따라서 idursulfase로 ERT를 시작하기 전에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선별검사

로써 SPT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3. 주입 관련 반응의 치료

ERT를 받는 환자들은 약물을 투여하는 동안 주의 깊게 모니터를 해야 하며, 약물 

투여 시 부작용이 있었던 경우는 약물 투여가 끝난 이후에도 24시간 정도 더 관찰

이 필요하다. 또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에 대비하여 응

급처치를 위한 장비가 비치되어 있는 곳에서 약물을 투여해야 하며, ERT를 처음 

시작하는 환자는 적어도 3개월 동안은 약물 투여가 끝난 이후 1시간 더 병원에서 

관찰하는 것이 권장된다. 

뮤코다당증 I형에서는 해열제와 항히스타민제를 단독 또는 병합하여 약물 투여  

1시간 전에 전처치하는 것이 권장되고, 뮤코다당증 VI형에서는 항히스타민제 단

독 또는 해열제와 병합하여 약물 투여 1시간 전에 전처치하는 것이 권장된다. 전처

치를 해도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약물 투여 12시간 전과 

1시간 전에 각각 투여한다. 

일반적으로, 헌터증후군에서 효소보충요법을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전처치를 시행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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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도에서 중등도의 부작용

전처치 여부와 상관없이 약물을 투여하는 동안 경도에서 중등도의 부작용이 발

생하면, 우선 약물 주입 속도를 줄이거나 투여를 중단한다. 증상이 호전되면 적

어도 30분은 지나서 약물을 재투여하며, 더 천천히 투여한다. 이때, 부작용이 발

생한 주입 속도 이상으로 속도를 올려서는 안 된다. 약물 투여를 중단해도 증상이 

지속되면 항히스타민제 단독 또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병합하여 투여하며, 발

열이 있으면 해열제를 투여한다. 부작용이 생겼던 경우에는 다음 번 약물 투여 

시에 주입 속도를 줄여서 투여하거나 항히스타민제와 해열제를 약물 투여 1시

간 전에 전처치하는데, 전처치를 해도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코르티코스테

로이드(프레드니솔론 1mg/kg)를 각각 약물 투여 12시간 전과 1시간 전에 투여

한다. 

약물 투여가 끝난 이후 뒤늦게 발생하는 부작용은 발진과 함께 천명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으며, 발진의 치료는 앞서 기술한 것과 동일하고, 천명은 산소 공급과 

함께 기관지 확장제가 필요하다.

2) 아나필락시스

약물을 투여하는 동안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면 약물 투여를 즉각 중단하고, 환

자의 증상에 따른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때에 따라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경우

도 있다. 아나필락시스의 치료는 일반적인 아나필락시스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

르면 되는데, 뮤코다당증 환자는 관상동맥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에피네프

린을 사용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한 환자는 ERT의 이점

과 위험성을 재평가하여, 이후에 ERT를 지속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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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HSCT)은 대부분 심한 

헐러증후군(뮤코다당증 I형)에서 적용되는데, 지금까지 보고에 따르면 24개월 이

전에 치료를 시행할 경우 골격계 침범을 감소시키고 신경인지 능력이 감소되는 것

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헌터증후군에서의 효과는 아직 확실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경험도 적은 수의 환자에서만 이루어진 것들이다. 비교적 쉽게 이

용할 수 있는 제대혈에 의한 조혈모세포이식을 시도하기도 하는데, 생후 10개월 헌

터증후군 남아에서 제대혈을 이용하여 이식을 시행한 후에 간 비대가 호전되고 성

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서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한 이후 이식편대숙주병 및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사용에 의한 정형외

과적인 합병증 등 의미 있는 유병률과 사망률을 보인다는 보고도 있어, 그 효과에 대

해서는 현재까지도 논란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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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로운 치료의 개발

2006년 Elaprase®(Shire HGT Pharmaceuticals, Cambridge, MA)를 이용한 효소

보충요법이 시행된 이후 헌터증후군 치료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으나, 증상 전(pre-

symptomatic) 환자의 치료, 다른 약제를 이용한 효소보충요법 등 특수한 상황에서

의 치료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치료는 신경계 증상의 

진행을 막을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어, 새로운 치료의 개발이 절실한 과제가 되었

다. 새로운 치료법은 대개 현재의 치료로 호전을 기대하기 힘든 신경계 증상의 호

전을 주요 목표로 한다.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치료법은 그 자체로 새로운 치료가 

되기도 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효소보충요법이나 조혈모세포이식과 함께 그 효

과를 높이기 위해 부가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1. 6세 미만 소아 환자에서의 치료

헌터증후군이 치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6세 미만의 어린 연령에 진단되는 환자가 늘어

가고 있지만, 효소대체요법의 치료 경험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2007년에 이 연령대의 

뮤코다당증 I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 효소보충요법이 안전하고 효과적

임이 보고되었다. 이후, 6세 미만의 헌터증후군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효소보충요

법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몇몇 증례보고들이 있었고, 임상시험을 통한 공식적인 평

가가 진행되고 있다. 어린 환자의 효소보충요법은 실제적으로 반복적인 주사 및 혈관

확보와 관련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대개는 큰 어려움 없이 치료가 지

속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중심정맥관을 이용할 수도 있다. 치료 효과는 오히려 이

미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난 나이 많은 환자보다 더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 연령의 환자에서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지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실제로 이 연

령의 환자들은 폐기능 검사나 6분 걷기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증상 전 

환자의 평가지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합의된 의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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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약제를 이용한 효소보충요법

국내에는 현재 자체 개발한 헌터증후군 효소보충요법 제제가 사용되고 있다. 이 

약제는 헌터증후군 동물모델을 이용한 전임상시험을 거쳐, 2010년 31명의 국내 

헌터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였

다. 그리고 2012년 Hunterase®(Green Cross Corp., Yong-in, Korea)가 한국 식품

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국내 최초 그리고 세계 두 번째의 헌터

증후군 효소보충요법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3. 작은 분자 화합물치료 

작은 분자 화합물은 정맥주사로 투여하는 분자량이 큰 효소에 비해 뇌혈관장벽

(blood brain barrier)을 통과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경구약제이다. 작은 분자 화

합물치료에는 화학적 샤페론(chemical chaperon)을 이용한 치료, 기질감소치

료(substrate reduction therapy)가 있다. 

1) 화학적 샤페론

돌연변이의 종류와는 무관한 효소대체요법이나 조혈모세포이식과 달리, 샤

페론은 유전자 돌연변이의 종류와 잔존 효소 활성도의 정도에 따라 치료 적용 가

능 여부가 달라진다. 샤페론 분자는 특정 돌연변이를 가진 불활성 효소의 활성 

위치에 결합하여 효소 단백질이 정상적인 3차원 구조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효

소의 활성도를 높여주는 분자이다(그림 1). 즉, 샤페론 분자는 잘못된 구조를 가

진 효소 단백질이 소포체(endoplasmic reticulum)에서 분해되어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효소가 리소좀 안으로 들어가 작용하는 것을 돕는다. 

2) 기질감소치료

기질감소치료는 분해 이전 기질의 합성을 줄이는 치료이다. 기질의 합성을 

줄이는 몇몇 물질이 연구되고 있으며, 비신경병증성 고셔병치료에 쓰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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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lustat가 그 예이다. 뮤코다당증에서는 rhodamine B와 genistein이 연

구 개발 중에 있다. Genistein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식물성 이소플라본

(isoflavone)으로, 10명의 뮤코다당증 III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뮤코다

당체의 축적을 줄이고, 인지기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되었다. 헌터증후군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제제는 없지만, 향후 연구 개발을 고려할 수 있

는 치료법이다. 

그림 1 화학적 샤페론치료  

샤페론 분자가 구조적 결함이 있는 효소를 복원시켜 활성도를 높여준다.

Enzyme

Mis-folded
Enzyme

90% Degraded Substrate-Chaperone Exchange

Chemical
Chaperone

5-10%

Substrate
Product

Product

4. 유전자치료

유전자치료는 돌연변이가 있는 IDS 유전자를 정상 IDS 유전자로 대치하는 치료이

다(그림 2). 유전자치료가 성공하면 신경계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유

전자치료에 있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상 IDS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발현하여 치료 수준에 도달하게 할 수 있는 안전한 유전자 전달 체계를 개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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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전자치료의 개념 

환자의 비정상 세포

정상 유전자를 가진 바이러스를 
환자의 비정상 세포에 주입시킴

정상 유전자가 
삽입된 세포는 
체내에서 유용한 
단백질을 생성함 

바이러스(운반체)

정상 유전자를 바이러스에 
삽입하여 재조합 DNA 생성

것이다. 현재,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방법 또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방법 등이 연

구되고 있는데, IDS 유전자를 포함하는 재조합 바이러스를 이용한 치료가 헌터증

후군 동물모델에서 효소능의 증가와 글리코사미노글리칸(glycosaminoglycan)의 

축적을 감소시킴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 전에 적절

한 벡터의 선택, 면역억제제의 사용, 벡터 주입경로, 효과의 지속성,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5. 고용량 효소보충요법 

일반적으로 정맥주사를 통한 효소보충요법에 사용되는 효소 용량의 5배 이상

의 고용량 효소를 정맥주사하여 헌터증후군 동물모델에게 투여 시 뇌실 확장 

정도가 호전되고, 뇌병리가 호전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람

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없으며, 고용량 효소치료의 안전성에 대한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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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효소를 직접 뇌로 전달하는 치료법 

현재 효소보충요법에 사용되는 단백질 효소는 분자량이 커서 뇌혈관장벽을 통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경 증상이 있는 중증 헌터증후군 환자의 뇌신경 증상을 호전

시킬 수 없다. 따라서 척수강 내(intrathecal) 또는 뇌실 내(intraventricular)에 효

소를 투여하여 신경계로 직접 전달하는 치료법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다. 

여러 뮤코다당증 동물모델에서 척수강 내 효소주입치료의 효과에 대한 보고들이 

있어 왔으며, 신경계 증상이 있는 뮤코다당증 I형과 VI형 환자에서 척수강 내 효소

주입치료의 성공적 치료 효과에 대한 증례 보고가 있었다. 또한, 최근 헌터증후

군 동물모델에서 척수강 내 효소주입치료가 효과적임이 보고되었고, 뇌실 내 효

소주입치료의 성과도 보고되었다. 더 나아가 헌터증후군 환자에서 척수강 내 효소

주입치료의 실행 가능성과 안정성에 대한 임상시험도 진행되고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효소 단백질의 구조를 변형시켜 효소를 신경계 안으로 전달하

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는데, 이는 큰 분자가 뇌혈관장벽을 통과하도록 해주는 특

별한 전달 체계(specific transport system)를 이용한 것으로 인슐린 수용체를 이용

한 trojan horse 방법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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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술적 치료와 마취 위험성의 관리

1. 수술적 치료

1) 심장 수술

심장판막을 복원하거나 대치하는 수술은 뮤코다당증(mucopolysaccharidosis, 

MPS) 환자에서 자주 시행되는 수술이다. 많은 환자에서 성공적인 판막성형술이

나 대치술이 시행되었으며, 일부에서는 심장동맥우회술이나 심실중격결손증에

서 출구 봉합, 대동맥축착 등을 수술한 경우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2) 기도 관련 수술

기도와 관련된 수술적인 치료로는 아데노이드편도절제술, 코의 수술, 기관절개

술, 기관 부위의 레이저 수술 등이 있다. 기도수술은 큰 혀, 입벌림 제한, 경추의 

불안정성 등으로 수술 부위를 관찰하기 어렵고 복잡하며 힘들 수 있다. 또한, 목

의 과다 젖힘은 급성 척수압박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 입을 벌려서 하는 수술

이 힘든 경우에는 코를 통하여 내시경 외과 수술을 하기도 하며, 일시적인 기관

절개술이 시행되기도 한다. 

3) 그 외 수술적인 치료

만성 중이염이 잘 생기고 전도성 청력 소실이 생기기도 하므로 환기관 삽입이 필

요한 경우가 있으며, 손목굴증후군에서는 정중 신경의 수술적 감압술이 시행되

기도 한다. 교통성 수두증에서는 뇌실 복강 션트(shunt)를 시행하며, 척수압박 

증상이 있을 때는 척추수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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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취 위험성의 관리

대부분의 MPS 환자들은 병의 치료를 위해 다양한 수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마취

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까지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헌터증후군 환자에서는 

약 85%가 수술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RI 등의 영상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어린 아이들이나 발달장애가 있는 

나이 많은 환자에서도 마취나 진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MPS 환자들은 해부학

적인 까다로운 기도 구조와 관련한 기도 폐쇄와 경추 질환 및 환기와 산소화의 어려

움에 의한 심혈관계의 증상으로 인해 마취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 

MPS 환자들의 마취와 관련된 심한 합병증은 대개 다음과 같다. 

① 환기나 기관 삽관이 잘 안 되는 경우

② 완전 기도 폐쇄(심한 저산소증과 심장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음)

③ 일시적인 기도 폐쇄(음압 폐부종의 발생)

④ 기관지 삽관 후의 천명이나 하위 기도의 감염증

⑤ 재삽관이 필요하거나 응급 기관절개술이 필요한 경우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약 14.2%에서 마스크 환기, 25%에서 어려운 삽관 과정 그

리고 약 1.6%에서 기관 삽관 실패를 보였다. 또한, 발관 시에도 위험성이 따르는데 

후폐쇄 폐부종이나 발관을 늦게 한 후 기도의 유지가 힘들어서 응급 재삽관이나 기

관절개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MPS 환자들은 수술을 결정할 때 수술

의 이득과 함께 수술과 마취의 위험성도 함께 따져서 생각해야 하며, 특히 수술 전

에 마취의 위험성을 주의 깊게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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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취의 위험성

(1) 기도 폐쇄

MPS 환자들은 글리코사미노글리칸(glycosaminoglycan, GAG)의 축적으

로 인해서 상기도가 좁아질 수 있고, 이는 큰 혀, 아데노이드편도 비대, 인후

두의 두꺼워진 연조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상기도 폐쇄가 진행되면 두개

골이나 척추의 변형도 일어날 수 있어, 편평한 콧등, 짧은 목, 높게 위치한 앞 

후두, 하악의 구조 이상 또는 경추의 이상 등이 나타난다. 다양한 위치에서 기

도 폐쇄가 일어날 수 있고, 기관지가 구부러지거나 다른 기관 조직의 이완으

로 인해서 폐쇄가 일어날 수 있으며, 과도하게 끈적한 분비물로 인해 기도 

폐쇄가 악화되기도 한다. 심한 폐쇄성 수면무호흡을 가지고 있는 MPS 환자들

은 특히나 마취 시에 기도 응급이 일어날 위험성이 아주 높은데, 수면무호흡은 

약 80%에서 일어난다. 수술 전에 폐쇄 증상을 보인 경우에는 기관지 삽관이 

어려울 수 있고 발관 후에도 호흡이 어려울 가능성이 아주 많다. 그래서 수술 

전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국소마취를 하고 굴곡코내시경 검사를 통하여 

폐쇄의 징후가 있는지 관찰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 시술은 환자들의 협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에게 시행하지는 않는다. 가슴 CT 검사도 시행해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진정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일부에서만 시행된다. 

(2) 호흡 이상 

MPS 환자들은 비정상적인 흉곽의 구조와 간비장 비대 및 신경근육의 약화로 

인해서 횡격막 기능이 제한되고 결국 제한성 폐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다. 또

한, 폐쇄성 폐질환과 확산장애도 동반될 수 있어 폐쇄성 무호흡증, 저환기증, 

폐고혈압, 폐심장증이 일어날 수 있고, 결국 호흡 기능 상실까지 발생할 수 있

다. 폐쇄 후 폐부종에 대해서는 정확한 병리생리학적인 기전을 알 수는 없지

만 일차적으로 폐쇄에 의한 강한 흡입 노력이 생기게 되고, 그 결과로 기관지

와 폐 사이의 음압차가 커지면서 폐 모세혈관에서 간질 공간으로 폐액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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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생기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수술 전 폐활량 측

정을 통해서 호흡기능을 평가해 보아야 하나, MPS 환자들은 호흡기능의 평

균 수치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어린 환자들

과 인식장애나 행동의 문제 및 협동장애가 있는 환자들의 호흡기능 평가는 더 

힘들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만성 감염과 기관지 연축 여부, 수면무호흡의 중증

도에 대한 평가는 필수적이다. 

(3) 척수압박

척수압박은 경추두개 부위와 등허리 부위에서 척추관의 협착에 의해 생긴다. 

MPS 환자들은 고리중쇠 불안정의 위험이 있는데, 기관 삽관을 시행할 때 목

이 뒤로 휘어지면서 척수손상과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고리중쇠 부분 탈구가 

생길 수 있다. 또한, 구강수술처럼 머리의 움직임이 필요하거나 장시간이 걸

리는 수술에서도 척수압박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수술 전에 신경학적인 검사

와 중립적인 위치에서의 척추 MRI, 척추를 굽히거나 편 상태에서의 X-ray 촬

영을 통하여 척수압박의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 

(4) 심장의 위험성

심장의 증상은 모든 형태의 MPS에서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신마취를 시

행하기 전에 모든 환자에서 심장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심장의 상

태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때는 심질환 종류 및 혈역동학적인 안정성 여부와 

추가적인 약 투여의 필요성, 검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수술 전처치와 수술 

지연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 

수술과 관련된 사망률은 불안정적인 관상동맥질환, 심기능대상부전, 심각한 

부정맥과 판막질환 등과 관련이 많다. 특히, 환자들과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활동성이 저하되어 심근육 허혈 등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할 수 없을 수도 있

다. 또한, 관상동맥질환을 잘 관찰하지 못하여 예상치 못한 급성 심장마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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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날 수 있으므로, 관상동맥 혈관조영술뿐 아니라 12-유도 심전도 검사에

서 허혈의 소견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MPS 환자들은 심장의 수축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비대성 심근육으로 인한 이

완성 기능 이상을 보일 수 있어, 심장초음파의 박출률과 B type natriuretic 

peptide(BNP) 등을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자발적인 완전 심방심실

상실도 보일 수 있는데, 실신이나 전실신 등의 증상이 있었는지와 심전도의 

박동 이상 여부 등도 잘 관찰하여야 한다. 

심장판막질환은 MPS에서 가장 흔한 심장질환으로 GAG 축적에 의해서 진행

성 판막 비대로 판막 역류나 협착을 일으키는데, 주로 대동맥판막이나 승모판

막에서 관찰된다. 그러므로 판막질환의 중증도를 결정하기 위해 심장초음파

를 통한 칼라 도플러 등을 시행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수면무호흡증을 

가진 MPS 환자에서 만성 저산소증으로 인한 폐고혈압이 발전될 수 있으므

로, 심장 박출률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에서는 dopamine이나 다른 약제의 사

용을 고려해야 한다.

(5) 기타

MPS는 점차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나이가 마취 시에 중요한 위험요소가 

된다. 그리고 수술 전 예전 마취의 경험이 있었는지,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

하였는지, 효소보충치료를 시행하였는지 여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환자들은 입을 크게 벌리기 힘들 수 있고, 조직이 매우 두껍고 딱딱하여 잘 움

직이지 않으므로, 삽관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때문에 입을 벌리는 범위나 

턱관절 운동 범위를 미리 측정하여 위험성을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다.

2) MPS 환자들의 마취 관리

먼저 수술 전에 마취의 위험요소들을 잘 평가하여 수술 동안이나 수술 후에 일어

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환자 및 가족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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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의 장점과 마취의 위험성 여부 등을 잘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환자들은 수술 전에 심한 불안감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수술 전에 진

정제를 투여하거나 전처치 등을 시행하여 걱정을 가라앉힐 수 있다. 그리고 

atropine이나 glycopyrronium 같은 약물을 사용하면 분비물을 감소시켜서 굴

곡기관지경술을 시행하거나 기관 삽관 시 시야를 확보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일부 진정제는 호흡 억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며, 

경증의 마취를 시행할 때는 midazolam이나 fentanyl보다 ketamine이 기도  

유지에 더 좋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MPS 환자들의 수술 시에는 전신마취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MPS 환

자들을 마취한 경험이 풍부한 마취과 의사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 좋다. 더불어 

경험이 많은 의료진들이 구성되어야 하고, 모든 장비가 잘 구비되어야 하며, 응

급 상황 시 이비인후과 전문의나 중환자 치료의 보조적인 여건이 잘 갖추어진 환

경이어야 한다. 그리고 기도 폐쇄, 수면무호흡, 심질환 여부와 폐기능 상태 등을 

잘 파악하여야 하며, 혈색소, 혈장 전해질과 산소포화도, 흉부 및 경추의 X-ray 

검사 결과 등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수술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마취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모의치료를 시행해 보는 

것도 좋다. 만약 기관 삽관이 구강으로 성공되지 않았을 경우, 굴곡성 후두경 삽

관을 후속 계획으로 생각해둘 수 있고 응급 기관절개술도 시행할 수 있으므로 미

리 예비해야 한다. 이와 같이 MPS 환자들은 마취를 유도하는 동안에 환기가 잘 안

되고 삽관이 어려울 수 있어 응급 기관절개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근육이

완제는 가능한 기관 내 삽관이 성공되어 기도가 안정될 때까지는 투여하지 않

는 것이 좋다. 또한, 환자를 옆으로 누운 자세로 유지하거나, 수면무호흡이 있으

면 수면 시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기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관지 

내 관의 크기도 예상되는 크기보다 조금 작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적절

한 관을 사용하는 것이 발관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발관 후에 생길 수 있는 상기도 폐쇄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발관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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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와 근육이완제를 사용하여 회복을 유도하여야 한다. 수술 후 부종은 

상기도 폐쇄를 더 악화시킬 수 있고 수술 후 약 27시간이 지나서도 일어날 수 있

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재삽관이나 기관 절개가 필요할 수도 

있다. 

수술 후에도 의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지속적인 기도처치와 감시를 시행

하여 기도 폐쇄와 산소 농도 감소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발관은 환자가 

완전히 깨어나거나 심하게 기침을 하거나 적절하게 숨을 쉬고 신중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조기에 신경학적인 상태를 평가하고 삽관

에 의한 기도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수술 후에 빨리 발관하는 것

이 좋다. 발관 후 폐쇄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발관 후에 헬륨 산소 혼합 가

스를 사용하는 것이 폐쇄를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구강을 통해서 앞경추로 접근하는 수술법이나 뒤경추수술, 흉추 요추의 교 수술

을 시행할 때는 오랜 기간 동안 엎드린 자세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구강 점막

이나 혀의 부종이 생겨서 호흡이 어려울 수 있다. 

불안정 상태의 경추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마취를 유도할 때는 척수손상을 예

방하기 위해서 목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거나 움직임이 없이 마취를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때는 굴곡성 후두경 삽관이나 비디오 후두내시경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척수수술은 손상의 위험성이 항상 있으므로 수술 

동안에도 몸감각 또는 운동유발전위 검사를 이용한 신경생리학적 감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영구적인 신경손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3) MPS 환자에서 응급 기도 유지를 위한 관리

마취와 관련되어 기도 폐쇄와 관련된 위험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심한 저산소증을 일으키고 심정지나 폐쇄성 폐부종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경우, 정상적으로 삽관을 유지하고 양압환기를 하는 치료를 시행한다. 그러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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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매우 불안정할 수 있고, 심한 산소불포화 상태로 유지되거나 삽관이 어렵

고 불가능할 수도 있어 때때로 응급 기관절개술을 시행할 필요가 생기기도 한다. 

그리고 폐쇄 후 폐부종도 발관 실패 후에 나타날 수 있다. 

MPS 환자에서 기관절개술은 짧은 목과 두꺼운 연조직, 목 안 깊은 곳에 위치한 

기관의 존재 때문에 더욱 어렵다. 그러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며, 숙

련된 의사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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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전상담 및 산전진단 

유전상담은 유전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해당 유전질환이 무엇인지, 

질환의 증상과 경과 과정, 환자와 가족에 미치는 질환의 영향, 유전 양식, 재발 

위험도, 미래에 진행될 상황에 대한 예측, 가족의 사회 심리적 상황 등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소통의 과정이다. 이러한 소통의 과정을 통해 유전학 전문가로부터 

질환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 

자신과 가족에 대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유전상담의 과정은 

가족력, 병력에 대한 정보의 수집, 신체검진 및 가계도 분석, 질환의 자연경과와 

질환의 부담, 재발 위험도 추정을 통한 상담으로 이루어지며, 의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지원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질환의 진단 이후에도 

지속적인 의학적, 임상적 평가와 사회 심리학적인 지원을 통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길게는 치료가 지속되는 환자의 일생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헌터증후군은 X 염색체 열성 유전을 보이는 질환이다. 따라서 대부분 남자 환자가 

가계의 발단자(proband)로 발견된다. 한 가계 내에 두 명 이상의 환자가 발견되는 

경우 환자의 어머니는 보인자이며, 가족 중 발단자 외에 다른 환자가 없는 경우 

발단자는 새로이 발생된 돌연변이(de novo mutation)에 의해 질환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형제나 자매의 발병 위험은 어머니의 보인자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어머니가 보인자인 경우, 발단자의 형제나 자매는 환자 혹은 보인자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유전자 검사나 효소 분석으로 가능하다. 환자의 

형제는 50%의 확률로 환자가 될 수 있으며, 자매는 50%의 확률로 보인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여자 보인자는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질병 유전자를 물려 받았을 

수 있으므로, 여자 보인자의 자매(발단자의 이모)도 헌터증후군인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여자 보인자의 자매도 보인자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여자 보인자는 대부분 무증상이나, 일부에서 X 염색체의 



4장_ 그 밖의 이슈

117

편향된 불활성화(skewed inactivation)에 의해서 증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여자 

보인자도 질환의 이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매우 드문 경우로 환자 어머니가 

보인자가 아닌 경우에도 생식 계열 모자이크 현상(germline mosaicism)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머니가 추후 임신할 경우 헌터증후군 자녀를 출산할 확률이 일반 

인구보다는 높음을 설명해야 한다.

남자 환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경우, 배우자가 보인자가 아니면 딸은 모두 

보인자가 되고, 아들은 모두 정상이다. 반면, 여자 보인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경우, 배우자가 정상이면 아들은 50%의 확률로 환자가 되고, 딸은 50%의 확률로 

보인자가 된다.

헌터증후군 환자와 가족을 유전상담 함에 있어 진단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치료와 관련된 정보도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보존적 치료, 조혈모세포이식, 

효소대체요법과 같은 선택할 수 있는 치료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각각 

치료의 장단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와 가족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효소대체요법이 이미 진행된 신경학적인 증상, 심혈관계 증상, 

골격계 증상을 개선시키기 어렵다는 점, 효소대체요법이 일생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 등의 치료와 관련된 직접적인 정보가 구체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개발 중인 최신의 치료 및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져야 한다. 

의학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어야 하며, 

유전상담은 각 가계의 문화, 인종, 배경의 특징을 고려하여 가족마다 개별화 

되어야 한다. 특히, X-연관 유전질환의 보인자인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죄책감을 

갖기 쉬우므로, 정신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가족 내에 헌터증후군의 원인 유전자인 IDS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알려져 있는 

경우, 임신 초기에 융모막 융모생검이나 양수검사를 통한 태아의 IDS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시행하여 태아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써 

산전진단이 가능하다. 태아 세포로 생화학적 검사인 효소 분석을 시행하여 

산전진단을 할 수도 있으나, 효소 분석 검사보다는 유전자 검사가 선호된다. 

일반적으로 보인자인 어머니가 임신하면 임신 9-12주에 염색체 검사를 위해 

융모막 융모생검을 시행하고, 태아 성별 분석과 IDS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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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진단을 시행한다. 또한, 돌연변이에 따라 착상 전 유전진단(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PGD)을 통한 임신도 가능하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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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착상 전 유전진단의 과정

체외 수정

유전적 결함 없음 유전적 결함 발견

자궁내 배아 이식 배아 폐기

6-8 세포기까지 수정란 배양

유전자 이상 유무 판별

1-2개의 할구를 생검하여 DNA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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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증도 점수 체계와

    헌터증후군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

1. 중증도 점수 체계 

현재까지 헌터증후군을 비롯하여 다른 형의 뮤코다당증에 대한 중증도 점수 

체계는 확립되지 않았다. 소변 글리코사미노글리칸(glycosaminoglycan, 

GAG)이나 헤파린 cofactor II-thrombin complex가 바이오마커로 제안되기도 

하였으나, 질환의 중증도를 질환-특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PEDI(pediatric evaluation of disability inventory)와 북아메리카 소아정형외과 

협회에서 개발한 검사 역시 더 많은 수의 환자에서 validation이 필요하다. 

환자 개개인의 질환 상태와 진행 정도, 치료 효과, 치료 용량, 질환 타입에 따른 

중증도의 차이를 표준화된 방법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지만, 뮤코다당증과 같은 

희귀질환에서 중증도 점수 체계를 확립하고 입증하는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 헌터증후군 길잡이에서는 우리나라 환자를 위한 중증도 점수 체계를 

version 1(표 1)으로 만들었다. 국내외 헌터증후군 관련 문헌들을 참고하였으며, 

국내에서 헌터증후군의 각 증상에 대해 경험이 많은 각 과의 전문의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협조가 안 되어 시행이 어려운 검사, 경제적인 이유로 자주 확인하기 

어려운 검사들을 제외하거나 최소화하였으며, 효소보충요법 시 추적관찰 내용과 

되도록 일치하게 하였다. Version 1을 시작으로 앞으로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더 많은 토의와 입증이 필요하다.

평가 항목은 총 8가지로 소화기, 기도, 이비인후과, 중추신경계, 골격계, 심장, 눈, 

성장이다. 헌터증후군에서 보일 수 있는 주요 증상들로부터 파악하기 쉬운 항목을 

선택하여, 각 항목에 대한 점수를 심한 정도에 따라 0-3점으로 설정하였는데, 

외과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증상이 개선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병력으로 

보았을 때 점수가 크게 매겨질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8개 항목에 대한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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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기계

(1) 간비장 비대: 헌터증후군의 중요한 특징이며, 치료에 대한 변화가 큰 간비장 

비대에 대해서는 신체검진 상 촉진을 통해 파악하거나, 복부 초음파를 참고

하여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소아 환자에서 간 촉진 시 우측 늑골 경계로부터 

2cm 이상 내려와 있는 경우 간 비대를 의심할 수 있으므로, 우측 늑골로부터

의 거리에 따라 중증도를 구분하였다. 마찬가지로 비장 비대의 경우는 좌측 

늑골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구분하였다. 

(2) 배꼽 탈장: 헌터증후군 환자들이 수술하게 되는 흔한 원인이 되며,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3) 섭식장애: 질환이 진행될수록 스스로 못 삼키고 비위관이나 위루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분을 하였다. 

(4) 잦은 설사는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중증도를 평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중증도 항목에서는 제외하였다. 

2) 기도 

(1) 수면무호흡: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술은 수술적으로 폐쇄를 제거하

는 아데노이드편도절제술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비인후과 부분에 포함을 시

켰다. 수면무호흡으로 인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밤중 산소 공급이나 CPAP/

BiPAP*를 통해 기도를 유지하게 되며, 그 이후에는 기관절개술을 고려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구분하였다.

(2) 폐기능 검사는 대부분의 헌터증후군 환자에서 협조가 안되어 현실적으로 시

행하기가 어려우므로 중증도에서는 제외하였다. 

기입하고 각 점수의 합계를 총 점수로 산출하여 0-48점까지의 범위로 분포하도록 

설정하였으며, 복잡한 검사 없이 비교적 간단하게 파악한 상태로 중증도를 

점수화할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CPAP,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BiPAP, bilevel positive airway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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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비인후과 

(1)  반복되는 중이염: 헌터증후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견이므로, 최근 1개월 

내 약물치료 여부와 tube 수술력에 따라 구분하였다.

(2)  아데노이드편도 비대: 수면무호흡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필요 시 절제술을 

시행하므로 이에 따라 구분하였다.

(3)  청력 검사: 청력 소실은 헌터증후군 환자 대부분에서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행동장애와 학습장애로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청력 검사 결과에 따

라 구분하였다.

4) 신경계

(1)  IQ(Korean-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 III, K-WISC-III)/DQ: 

점수에 따라 구분하였다.

(2) 교통성 수두증: 수두증 여부와 수술력에 따라 구분하였다.

(3) 척수압박: 척수압박 정도와 수술력에 따라 구분하였다.

(4)  뇌전증(epilepsy): 발작 여부에 따라 약물 복용 및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으

므로, 뇌전증의 여부는 중요한 평가변수이다.

5) 골관절 

(1)  척추측만증: 각도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수술한 경우는 가장 높은 점수가 되

게 구분하였다.

(2)  수근골증후군: 증상이 있으면 근전도를 통해 경도, 중등도, 중도로 객관적인 

구분이 가능하나, 검사 없이도 중증도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어깨 관절 각도: 각 관절의 각도를 재는 것은 환자의 협조를 얻어야 하고, 측

정자와 환자의 당시 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어서 객관성이 떨어질 수

도 있으나, 어깨 관절의 경우는 측정이 비교적 용이하여 각도의 정도에 따라 

구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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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장 

(1) 심부전: NYHA 구분에 따라 점수화하였다.

(2) 판막 이상: 승모판>대동맥판막>삼첨판>폐동맥판막(빈도순) 등 판막에 이상

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정도에 따라 구분을 하였고, 판막 이상으로 인해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와 수술을 받은 경우에 따라 구분하였다. 

7) 눈

(1) 시력 저하 정도: 시력이 좋지 않아 0.02 미만의 시력을 가진 경우에 counting 

finger, hand motion, light perception, no light perception으로 구분한

다. Blindness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므로 가장 심한 단계를 구분할 때 시력이 

hand motion 이하인 경우로 하였다. 대개 counting finger 이상이면 식사

를 혼자할 수 있는 등 타인의 도움 없이 일부 생활이 가능하나, hand motion 

이하인 경우 대부분의 시간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8) 성장 

(1) 키 SDS(standard deviation score):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헌터증후군 환

NYHA grade

Class I patients with no limitation of activities; they suffer no symptoms 

from ordinary activities.

Class II patients with slight, mild limitation of activity; they are 

comfortable with rest or with mild exertion.

Class III patients with marked limitation of activity; they are comfortable 

only at rest.

Class IV patients who should be at complete rest, con�ned to bed or chair; any 

physical activity brings on discomfort and symptoms occur at rest.

NYHA, New York Hear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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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성장 곡선을 통해 키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지만, 효소치료가 이미 가능

해졌으므로, 일반 소아의 성장 곡선에서 연령/성별에 따른 SDS로 평가한다. 

헌터증후군의 경우 만 3세까지는 일반 소아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빠른 듯한 경

향을 보이다가, 이후 성장 속도의 둔화가 시작되어 만 8세경이 되면 성장 저

하가 매우 뚜렷하게 드러난다. 작은 키는 환아 및 부모에게 신체적 제한뿐 아

니라, 정신적인 어려움을 안겨주게 되므로 이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

1) 헌터증후군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도구들

헌터증후군 환자는 신체적인 제한뿐만 아니라,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가 많으므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효소보충요법

을 통한 효과의 지표로 삶의 질과 관련된 측면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움

직임과 자기 관리에 초점을 둔 평가지표로 SF-36(36 item short form health 

survey), CHQ(child health questionnaire), CHAQ(childhood health 

assessment questionnaire), HUI(health utilities index) 등이 있으며, 미국

과 유럽에서 헌터증후군에 특이적인 평가를 위해 개발한 HS-FOCUS(hunter 

syndrome-functional outcomes for clinical understanding scale)가 있

다. SF-36의 경우는 삶의 질과 관련하여 비교적 많이 알려졌고, 신체와 정신

적 측면을 모두 다룬다. 많은 논문에서 사용한 평가 방법이기는 하지만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므로, 헌터증후군 환자에게 적용 시에는 환

자에게 묻는 문항에 보호자가 답변을 해야 한다. CHQ는 5-18세 소아의  

삶의 질을 평가 하기 위해 개발된 평가도구로 14개의 신체 항목과 정신사

회적 항목을 모두 포함한다. 환아가 12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용을 이용

할 수 있으며, 50항목(CHQ-PF 50)과 28항목(CHQ-PF 28)이 있다. 12세 

2. 헌터증후군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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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환자용으로 87항목(CHQ-CF 87)이 있으며, 점수가 각각 분석되어 합산

된다. 0-100점 범위이며, 높은 점수일수록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CHQ

는 뮤코다당증 I형, 니만-피크병(Niemann-Pick disease)과 같은 희귀질환에서 

사용된 적이 있으며 관련 논문도 많은 편이다. 질병 특이적이지는 않으나 다른 

질환에서 비교적 많이 사용되었고, 신체적 정신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면서, 부모

용과 환자용이 모두 있다는 것이 CHQ의 장점이다. CHAQ는 초기에 관절염 청

소년 환자들을 위해 개발되었고 만성 질환에서 비교적 많이 이용되었다. 일상생

활에서 기능적인 면과 독립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정신적인 측면은 다루지 않았

다. HS-FOCUS는 질병 특이적인 측면이 장점이지만, 서양 환자들을 대상으로 개

발되었고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서 더 많은 입증이 필요하다.

2) 일상생활동작에 대한 평가

(1) 일상생활동작(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생활 속에 필요한 모든 동작으

로서 개인이 매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절대 필요한 동작군의 총칭이며, 개

인이나 가정생활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하나로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모

든 동작을 의미한다. 재활의학, 사회복지학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고연령자나 신체장애자의 자립생활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ADL은 삶의 질의 신체적 요소로서 평가가 가능하다.

(2) FIM(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ADL 평가법 중 하나로 신뢰도와 

정확도가 높으며 넓은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운동 관련 13항목과 인지 관

련 5항목으로 전체 18항목에 대해서 1-7점의 scale로 평가 대상의 상태와 간

호 정도를 정량화한다. 상기에 언급한 삶의 질 평가 도구들에 비해 평가하기

가 간단하여 뮤코다당증 환자들의 ADL 평가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4장_ 그 밖의 이슈

125

표
 1

 
중
증
도

 점
수

 체
계

 

†  v
is

io
n:

 n
o 

lig
ht

 p
er

ce
pt

io
n,

 li
gh

t 
pe

rc
ep

tio
n,

 o
r 

ha
nd

 m
ot

io
n

‡  N
Y

H
A

 g
ra

de
  

 
 

C
la

ss
 I:

 p
at

ie
nt

s 
w

ith
 n

o 
lim

ita
tio

n 
of

 a
ct

iv
iti

es
; t

he
y 

su
ff

er
 n

o 
sy

m
pt

om
s 

fr
om

 o
rd

in
ar

y 
ac

tiv
iti

es
.  

 
 

 
C

la
ss

 II
: p

at
ie

nt
s 

w
ith

 s
lig

ht
, m

ild
 li

m
ita

tio
n 

of
 a

ct
iv

ity
; t

he
y 

ar
e 

co
m

fo
rt

ab
le

 w
ith

 re
st

 o
r 

w
ith

 m
ild

 e
xe

rt
io

n.
  

 
 

 
C

la
ss

 II
I: 

pa
tie

nt
s 

w
ith

 m
ar

ke
d 

lim
ita

tio
n 

of
 a

ct
iv

ity
; t

he
y 

ar
e 

co
m

fo
rt

ab
le

 o
nl

y 
at

 re
st

.  
 

 
 

C
la

ss
 IV

: p
at

ie
nt

s 
w

ho
 s

ho
ul

d 
be

 a
t 

co
m

pl
et

e 
re

st
, c

on
�n

ed
 t

o 
be

d 
or

 c
ha

ir;
 a

ny
 p

hy
si

ca
l a

ct
iv

ity
 b

rin
gs

 o
n 

di
sc

om
fo

rt
 a

nd
 s

ym
pt

om
s 

oc
cu

r 
at

 re
st

. 
 

 
 

D
is

ea
se

 
do

m
ai

n
A

ss
es

sm
en

ts
D

is
ea

se
 s

ev
er

ity
 s

co
re

0
1

2
3

1.
 G

I
he

pa
to

sp
le

no
m

eg
al

y
no

ne
su

bc
os

ta
l d

is
ta

nc
e 

2-
 5

cm
su

bc
os

ta
l d

is
ta

nc
e 

5-
10

cm
su

bc
os

ta
l d

is
ta

nc
e 

>
10

cm

um
bi

lic
al

 h
er

ni
a

no
ne

ye
s

su
rg

ic
al

 in
te

rv
en

tio
n

re
pe

at
ed

 o
pe

ra
tio

n

fe
ed

in
g 

di
st

ur
ba

nc
e

no
ne

di
f�

cu
lty

L 
tu

be
 o

r 
PE

G
 t

ub
e

2.
 A

irw
ay

sl
ee

p 
ap

ne
a

no
ne

ye
s 

sy
m

pt
om

no
ct

ur
na

l O
2 

or
 C

PA
P

IC
U

 c
ar

e 

3.
 E

N
T

re
cu

rr
en

t 
ot

iti
s 

m
ed

ia
no

m
ed

ic
at

io
n 

(re
ce

nt
 1

 m
on

th
)

su
rg

ic
al

 in
te

rv
en

tio
n

hy
pe

rt
ro

ph
ic

 t
on

si
l/a

de
no

id
no

ye
s

to
ns

ill
ec

to
m

y/
ad

en
oi

de
ct

om
y

au
di

om
et

ry
<

30
dB

<
60

dB
≧

60
dB

 o
r 

he
ar

in
g 

ai
d

de
af

ne
ss

4.
 C

N
S

IQ
≥

70
50

-6
9

35
-4

9
<

35

hy
dr

oc
ep

ha
lu

s
no

ye
s

su
rg

ic
al

 in
te

rv
en

tio
n

sp
in

al
 c

or
d 

co
m

pr
es

si
on

no
br

is
k 

D
TR

st
ro

ng
 p

ar
al

ys
is

su
rg

ic
al

 in
te

rv
en

tio
n

ep
ile

ps
y

no
m

ed
ic

at
io

n
in

tr
ac

ta
bl

e
su

rg
ic

al
 in

te
rv

en
tio

n

5.
 B

on
e 

&
 jo

in
t

sc
ol

io
si

s
<

20
°

20
°-

 4
0 °

>
40

°,
 o

r 
su

rg
ic

al
 in

te
rv

en
tio

n

ca
rp

al
 t

un
ne

l S
D

no
 s

ym
pt

om
ye

s 
sy

m
pt

om
su

rg
ic

al
 in

te
rv

en
tio

n

sh
ou

ld
er

 �
ex

io
n

18
0 °

13
5 °

-1
80

°
90

°-
13

5 °
<

90
°

6.
 H

ea
rt

he
ar

t 
fa

ilu
re

no
ne

m
ild

 (N
Y

H
A

‡ 
II)

m
od

er
at

e 
(N

Y
H

A
‡  II

I)
se

ve
re

 (N
Y

H
A

‡  IV
)

va
lv

e 
de

fo
rm

ity
 

no
ne

m
ild

m
od

er
at

e 
or

 m
ed

ic
at

io
n

se
ve

re
 o

r 
su

rg
ic

al
 in

te
rv

en
tio

n

7.
 E

ye
re

du
ct

io
n 

in
 v

is
io

n
no

ye
s,

 b
ut

 e
ff

ec
t 

da
ily

 li
fe

di
f�

cu
lty

 w
ith

 d
ai

ly
 a

ct
iv

iti
es

 
vi

si
on

†

8.
 G

ro
w

th
he

ig
ht

 S
D

S
≧

-2
≧

-3
 a

nd
 <

-2
≧

-4
 a

nd
 <

-3
<

-4



헌터증후군 길잡이

126

참고문헌

1.  Wraith JE, Scarpa M, Beck M, et al. Mucopolysaccharidosis type II (Hunter syndrome): a clinical review and recommendations 
for treatment in the era of enzyme replacement therapy. Eur J Pediatr 2008;167:267-77. 

2.  Beck M. Mucopolysaccharidosis Type II (Hunter Syndrome): Clinical picture and treatment. Curr Pharm Biotechnol 
2011;12:861-6. 

3. Muenzer J, Beck M, Eng CM, et al. Multidisciplinary Management of Hunter syndrome. Pediatrics 2009;124;e1228-39.
4.  Scarpa M, Almássy Z, Beck M, et al. Mucopolysaccharidosis type II: European recommendations for the diagnosis and 

multidisciplinary management of a rare disease. Orphanet J Rare Dis 2011;6:72.
5. Burton BK, Whiteman DA; HOS Investigators. Incidence and timing of infusion-related reactions in patients with 

mucopolysaccharidosis type II (Hunter syndrome) on idursulfase therapy in the real-world setting: a perspective from the 
Hunter Outcome Survey (HOS). Mol Genet Metab 2011;103:113-20.

6.  Muenzer J, Beck M, Giugliani R, et al. Idursulfase treatment of Hunter syndrome in children younger than 6 years: Results 
from the Hunter Outcome Survey. Genet Med 2011;13:102-9.

7.  Glamuzina E, Fettes E, Bainbridge K, et al. Treatment of mucopolysaccharidosis type II (Hunter syndrome) with idursulfase: 
the relevance of clinical trial end points. J Inherit Metab Dis 2011;34:749-54. 

8.   Sohn YB, Choi EW, Kim SJ, et al. Retrospective analysis of the clinical manifestations and survival of Korean patients 
with mucopolysaccharidosis type II: emphasis on the cardiovascular complication and mortality cases. Am J Med Genet A 
2012;158A:90-6. 

9.   Kwon JY, Ko K, Sohn YB, et al. High prevalence of carpal tunnel syndrome in children with mucopolysaccharidosis type II 
(Hunter syndrome). Am J Med Genet A 2011;155A:1329-35. 

10.  Jeong HS, Cho DY, Ahn KM, Jin DK. Complications of tracheotomy in patients with mucopolysaccharidoses type II (Hunter 
syndrome). Int J Pediatr Otorhinolaryngol 2006;70:1765-9. 

11.  Sung Yoon Cho, Rimm Huh, Mi Sun Chang, et al. Impact of Enzyme Replacement Therapy on Growth in Korean Patients 
with Mucopolysaccharidosis Type II (Hunter Syndrome). JKMS 2014 in printing.



4장_ 그 밖의 이슈

127

4. 국내 환자 등록 및 효소 치료실 소개

1. 국내 환자 등록

우리나라 헌터증후군 환자의 발생 빈도, 임상적 특징, 지속적인 추적관찰, 표준화

된 치료 시행, 효소보충요법의 효과와 안전성 평가, 환자 및 보호자에게 표준화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국내 뮤코다당증 환자를 통일된 방법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등록 시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표 1에 정리하였다. 현재 한국, 

일본, 대만이 주축이 된 동아시아 지역의 뮤코다당증 환자 등록 관리사업이 2014년 

상반기에 시작되었다.

2. 삼성서울병원 효소 치료실 소개

삼성서울병원에는 리소좀 축적질환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전용 효소 치료실

이 있으며, 현재 치료약이 개발되어 있는 리소좀 축적질환(뮤코다당증 I형, II

형, VI형, 임상시험 중인 뮤코다당증 IVA형, 폼페병, 고셔병, 파브리병) 환자

들을 위한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헌터증후군을 비롯한 리소좀 축적질환 환자

들이 매일 평균 10명, 매주 평균 50명 이상씩 효소 치료실에서 효소보충요법

을 받고 있는데, 뮤코다당증의 경우는 1주마다 내원하며, 폼페병, 고셔병, 파

브리병의 경우는 2주마다 내원한다. 뮤코다당증 환자들도 연고지가 먼 환자

들은 1-3개월마다 내원하며, 내원 시마다 체중에 맞게 주사 약제의 용량을 조

절하고, 추적관찰 스케줄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시행한다. 전문 인력으로는 소

아청소년센터장 이외 3명의 전문의, 2명의 전문 간호사, 2명의 연구 간호사,  

1명의 전담 전공의, 2명의 주사실 상주 간호사가 효소 치료실 관련 업무를 책

임지고 있다. 오전·오후로 전문의가 회진을 돌며, 주사 치료 도중 발생할 수 있

는 문제들에 대해 빠른 대응을 한다. 치료제가 고가의 약제이므로 동일한 날에 

내원하는 환자별 보험 용량을 고려하여 최대한 약제가 버려지지 않게 조절한

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매주 방문하게 되므로 환자마다 요일이 고정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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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환자 등록 형식

KMR
Korean MPS Registry - Entry form

Registry Code: (       -          ) � auto                          Date of Entry: day          month          year
Date informed consent obtained by Parents/Legally Acceptable Representative (LAR) �

Attending Physician

Name of doctor Family name: Given name:

Name of hospital Department:

Patient Information

Name of patient Family name: Given name:

Date of birth day month year Sex � Male  � Female

Consanguinity Current age year month

Birth History

Gestational age weeks Birth weight g

Birth height cm Head circumference cm

Presentation

Initial symptom Age at presentation year month

Symptom for Dx Age at diagnosis year month

Height (SDS) cm Weight (SDS) kg

Head circumference cm

Dx before MPS Specialist who referred

Severity of MPS

� Severe � Not determined � Attenuated

Diagnosis

Biochemical Diagnosis

Iduronate 2-sulfatase (I2S) 
enzyme activity

Date of Test

day month year

� Blood � Fibroblast � Other (       )

nmol/mg protein/hr

Urine glycosaminoglycans 
(GAGs)/uronic acid

Date of Test

day month year

nmol/mg protein/hr

Molecular　Genetic Testing

� Not Done

� Done Mutation IDS c. p.

History of ERT

� No

� Yes Name of drug:

Duration of therapy: 

Dosage: mg/kg

History of HSCT

�No

�Yes Date of operation: Do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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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으나, 개별 사정에 따라 변동이 필요한 경우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스케줄 조정을 한다. 효소 치료실에는 리소좀 축적질환 환자들을 위한 전용 침대

가 있으며, 환자와 보호자가 주사를 받는 동안 TV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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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시아 지역 뮤코다당증 관련 협력 체계의 구축

1. 아시아 태평양 뮤코다당증 네트워크뮤코다당증은 희귀유전질환으로 개
별 국가적 단위의 연구보다는 국제적 협력을 통한 정보교류와 연구를 통해 환자에게 

보다 나은 치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013년 1월에 우리나라, 일본, 대만의 뮤코다당

증 전문의들이 중심이 되어 아시아 태평양 뮤코다당증 네트워크(Asian Pacific MPS 

Network, APMN)를 만들었다. 분기별 모임을 통해 뮤코다당증 관련 사업을 활발하

게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들이 합류하기 시작했다. 주

요활동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뮤코다당증 환자들을 파악하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치료 및 추적관찰을 하려는 목적으로 환자 등록 시스템(Asian Pacific MPS Registry, 

APMR)을 구축하였으며, 뮤코다당증 관련 전임상연구 및 국제 공동 임상연구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뮤코다당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여러 나라의 젊은 의학자 양

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2. 환자 등록 시스템 개발현재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뮤코다당증 I형, II형, IVA
형, VI형에 대한 환자 등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헌터증후군에 대해서는 2005년에 

HOS(Hunter Outcome Survey)가 만들어졌는데, 현재 24개국, 116병원, 902명의 환자

가 등록되어 있으며, 12편의 관련 논문이 게재되었다. 헌터증후군은 유럽이나 미국보

다는 아시아 지역에 흔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흔한 아형이 헌터증후군

이므로, 아시아 중심의 등록 시스템을 통해 아시아 환자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에 맞

는 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가 주축이 되어 제약업체

가 아닌 뮤코다당증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의에 의해서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를 관리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4장_ 그 밖의 이슈

131

3. 한국 뮤코다당증 연구회(Korean MPS Expert Council, KMEC)

국내에서도 우리나라 뮤코다당증 환자들의 특징과 의료 환경에 맞는 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 환자 등록 시스템을 통해 

일관성 있게 추적관찰을 하고 치료의 근거를 정리하여, 진료의 적정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4. 향후 전망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가장 흔한 아형인 II형 헌터증후군에 대해서는 

국내의 한 업체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신약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국제 공동 

임상연구를 앞두고 있다. 기존 효소보충요법의 한계인 신경계 증상에 대한 극복을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환자에게 보다 나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APMN과 

같은 국제협력조직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뮤코다당증 환자들을 위한 

표준화된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뮤코다당증 관련 국제적 정보 교류와 신약 

개발 및 국제 임상연구를 활발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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