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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헐러증후군(I형) 길잡이 출간을 축하 하면서

본 책자는 헌터증후군을 시작으로 하는 일련의 뮤코다당증을 다룬 연작의 두 번째
책자로서, 뮤코다당증 I형인 헐러증후군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뮤코다
당증 I형은 세 가지 아형이 있는데, IH형인 헐러증후군(Hurler syndrome), IH/S형
인 헐러-샤이에증후군(Hurler-Scheie syndrome), IS형인 샤이에증후군(Scheie
syndrome)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 책자의 제목은 「헐러증후군 길잡이」이지만
세 가지 아형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헌터증후군 길잡이」 책자를 통해 뮤코다당증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효소보충
요법의 기전, 효소보충요법 중에 발생하는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대처법, 뮤코다당
증 환자들에서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수술 마취 상황, 환자 등록 및 효소 치료
센터를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헐러증후군 길잡이」에서는 헐러증후군의 빈도와 유전 형식, 분자유전학적 특
징, 진단 알고리듬, 각 아형에 대한 개요뿐 아니라, 장기별 증상과 각 증상에 대한 치
료 즉, 심혈관계, 호흡기계, 신경계, 위장관계, 근골격계, 안과, 이비인후과 증상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소보충요법의 실제, 조혈모세포이식, 새로운 치료의 개
발 등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유전상담 및 산전진단, 업데이트된 중증도 점수 체계
와 삶의 질 평가, 그리고 Asia Paciﬁc MPS network(APMN)와 Asia Paciﬁc MPS
Registry(APMR)에 대한 업데이트된 소개를 주제로 자세히 기술하도록 노력하였
습니다.

지난 십수년간 뮤코다당증을 비롯한 리소좀 축적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많은 발전이
있었으며, 앞으로 헐러증후군을 비롯한 뮤코다당증 각 아형의 진단 및 치료 방침 또
한 눈부시게 변화할 것입니다. 새로운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유전공학 기술은 급속
하게 발전할 것이고, 현재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여 궁극적으로는 뮤코다당증 환자
와 환자 부모님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에 적힌 모든 내
용 또한 시간과 함께 더 발전하고 변화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치료가 가능해지는
만큼 환자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임상의가 이
러한 질환을 의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헐러증후군을
비롯한 우리 뮤코다당증 환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은 질환에 대한 폭넓
은 이해와 환우들과 항상 함께한다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헐러증후군 길잡이를 발행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 전문 집필진들
과 원고를 교정하고 출간하도록 도와주신 IMED Korea에 편집위원을 대표하여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12월
집필위원장 진 동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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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뮤코다당증 I형
1. 뮤코다당증 I형의 원인
뮤코다당증(mucopolysaccharidosis, MPS)의 7가지 유형 중 하나인 MPS I형
은 글리코사미노글리칸(glycosaminoglycan, GAG)의 분해를 촉매하는
α-L-iduronidase(IDUA)라는 리소좀 효소의 결핍으로 인하여 GAG인 dermatan
sulfate와 heparan sulfate가 분해되지 못하고 전신에 축적되어 생기는 병이
다. MPS I형에는 3가지 아형(subtype)이 있는데, IH형인 헐러증후군(Hurler
syndrome), IH/S형인 헐러-샤이에증후군(Hurler-Scheie syndrome), IS형인 샤이
에증후군(Scheie syndrome)으로 나눌 수 있다.

2. 뮤코다당증 I형의 역사
이전에 dysostosis multiplex, gargoylism, Pfaundler-Hurler syndrome 등으로 불
려 온 MPS I형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1919년, 오스트리아 의사인 Meinhard von Pfaundler(1872-1947)와 그의 조
수인 독일 소아과 의사 Gertrud Hurler(1889-1965)는 Munich 소아과협회 모
임에서 소아 뼈 발생 이상의 한 유형에 대한 설명(Demonstration of a type of
childhood dysostosis) 이라는 제목으로 두 명의 헐러증후군 환자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이전인 1900년에 Thomson이 알 수 없는 병을 가진 한 소년을 서술하였
는데, 8년 뒤 그 소년의 동생도 동일한 병을 가지고 있었다. 1940년이 되어서야 이
두 형제의 병명은 Henderson에 의해 ‘헐러증후군’이라는 용어로 발표되었다.
Pfaundler가 1919년에 독일인 환자를 발표한 이후 여러 나라에서 환자가 보고되
었는데, Putnam과 Pelkan(1925년) 그리고 Helmholz와 Harrington(1931년)
은 미국인 환자를 보고하였고, Ellis 등(1936년)은 7명의 영국인 환자를, Engel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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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은 중국인 형제 환자를 보고하였다.
Tuthill은 1934년에 헐러증후군을 가진 환자의 뇌를 병리해부학적으로 관찰하
고 중추신경계에 뮤코다당체가 축적되는 과정의 증거를 발견하였으며, 1952년,
Brante에 의해 헐러증후군을 가진 환자의 뇌에 뮤코다당체가 축적되는 것이 화학
적으로 증명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후 Dorfman과 Lorincz는 1958년에 헐러
증후군 환자의 소변에서 뮤코다당체 분비가 증가함을 증명하였다. 또한, 1962년에
는 미국 안과 의사인 Harold G. Scheie(1909-1990)가 헐러증후군보다 경한 유형
인 샤이에증후군에 대해 처음 서술하였다. 1969년, Elizabeth Neuteld는 섬유아
세포(fibroblast) 배양에서 다양한 뮤코다당체의 대사 부족을 상반되게 교정시킬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함을 증명하여, 헐러증후군과 샤이에증후군은 동일한 효소의 부족
으로 발생하지만 헌터증후군은 이와는 다른 유형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헐러증후군의 치료는 1981년에 처음 시작되었는데, 런던의 웨스트민스터병원에서
헐러증후군 환자 1명이 골수이식(bone marrow transplantation)으로 치료되었
다. 2001년에는 미국 소아과 의사인 Emil Kakkis 등에 의해 헐러증후군 환자를 대
상으로 한 효소보충요법(enzyme replacement therapy, ERT)의 임상연구가 성공
했다고 처음으로 발표되었으며, 2003년에 미국과 유럽에서 MPS I형 헐러증후군의
효소보충 치료제인 알두라자임(Aldurazyme®)이 허가 받았다. 이후 2006년에는
MPS IV형(모르퀴오증후군) 치료제인 나글라자임(Naglazyme®), 2006/2007년에
는 MPS II형(헌터증후군) 치료제인 엘라프라제(Elaprase®)가 허가 받았고, MPS VI형
(마로토-라미증후군)과 III형(산필리포증후군)의 ERT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
고 있어 뮤코다당증 환자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 있다.

3. 뮤코다당증 I형의 발생 빈도
MPS I형의 발생 빈도는 일반적으로 생존 신생아(live births) 10만 명당 1명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나라마다 또는 발표된 논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현재까지 발표
된 MPS I형의 빈도는 생존 신생아 10만 명당 0.69명에서 1.66명이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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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뮤코다당증 I형의 발생 빈도에 대한 연구

연구 지역

10만 명당 발생 빈도

연구 기간

환자 수

생존 신생아 수

Lowry(1971)
British Columbia

1952-1968

7

606,157

IH형- 0.99, IS형- 0.16,
All- 1.15

Lowry(1990)
British Columbia

1952-1986

7

665,702

IH형- 0.69, IS형- 0.08,
All- 0.77

Nelson(1997)
North Ireland

1958-1985

14

839,520

IH형- 1.30, IH/S형- 0.36, IS형- NC,
All- 1.66

Hutchesson(1998)
West Midlands UK

1980-1995

93

13,410,924

IH형- 0.61, IH/S형- 0.03, IS형- 0.05,
All- 0.69

Poorthuis(1999)
Netherlands

1970-1996

82

6,871,909

All- 1.19

Meikle(1999)
Australia

1980-1996

38

3,344,000

All- 1.14

Nelson(2003)
Western Australia

1969-1996

6

641,178

Moore(2008)
England & Wales

1981-2003

167

15,611,220

IH형- 0.93, IH/S형- NC, IS형- NC,
All- 0.93
IH형- 0.76, IH/S형- 0.24, IS형- 0.07,
All- 1.07

IH형, 헐러증후군; IH/S형, 헐러-샤이에증후군; IS형, 샤이에증후군; NC, No case.
Adapted with permission, from Moore D, et al. The prevalence of and survival in Mucopolysaccharidosis I: Hurler, Hurler-Scheie and Scheie syndromes in
the UK. Orphanet J Rare Dis 2008;3:24.

참고문헌
1. Kircher SG, Bajbouj M, Miebach E, Beck M. eds. Mucopolysaccharidoses: A Guide for Physicians and Parents.
1st ed, Bremen; UNI-MED Verlag AG, 200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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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24:220-34.
3. Engel D. Dysostosis multiplex: Pfaundler-Hurler syndrome. Arch Dis Child 1939;14:217.

4. Beck M, Arn P, Giugliani R, et al. The natural history of MPS I: global perspectives from the MPS I Registry.
Genet Med 2014;16:759-65.

5. Moore D, Connock MJ, Wraith E, Lavery C. The prevalence of and survival in Mucopolysaccharidosis I: Hurler,
Hurler-Scheie and Scheie syndromes in the UK. Orphanet J Rare Dis 2008;3:24.
6. 안효섭. 홍창의 소아과학. 제10판; 대한교과서㈜, 2012: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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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자유전학적 기초
1. 뮤코다당증 I형의 원인 유전자
뮤코다당증(mucopolysaccharidosis, MPS) I형은 3가지 아형 모두 공통적으로 리
소좀 효소 중 하나인 α-L-iduronidase(IDUA)의 결핍으로 다양한 임상증상이 나
타나는 상염색체 열성 유전성 대사질환이다. MPS I형의 원인 유전자는 IDUA
이며, 4번 염색체 단완(4p16.3)에 위치하고 있다. IDUA 유전자는 약 19kb이며,
14개의 엑손(exon)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엑손 1과 2 사이에 566bp의 인트론
(intron)이 있고, 엑손 2 다음에 약 13kb의 큰 인트론이 있다. 나머지 12개의 엑손
은 4.5kb 이내에 모여있다.

2. 뮤코다당증 I형의 생화학적 이상
IDUA 유전자에 의해 코딩되는 단백질은 IDUA(EC 3.2.1.76)이다. IDUA 유전자
는 2.3kb의 mRNA를 생산하는데, 이는 653개의 아미노산 서열로 구성되어 있는
IDUA 전구체를 코딩한다. 엑손 2에서 스플라이싱(splicing)이 일어나면 606개,
엑손 4에서 스플라이싱이 일어나면 617개의 아미노산 서열로 구성된 단백질 전구
체를 합성하는데, 스플라이싱 위치가 달라서 생성되는 두 종류의 단백질 전구체
는 기능적으로 중요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81kDa의 단백질 전구체는 가수분해
과정을 통해 76kDa, 71kDa 중간산물을 거쳐 69kDa의 최종 단백질로 생산된다.
IDUA에는 6개의 N-결합 글리코실화 위치(N-linked glycosylation site)가 있는데,
6군데 모두에서 글리코실화가 일어나지만 세 번째(Asn-336)와 여섯 번째(Asn451) 위치에만 mannose-6-phosphate(M6P) marker 기능이 있고, 이는 IDUA가
리소좀 내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
IDUA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glycosaminoglycan, GAG)의 일종인 dermatan
sulfate와 heparan sulfate의 말단 α-L-iduronic acid residues를 가수분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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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S I형은 아형과 상관없이 모두 IDUA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 IDUA가 결핍되어
dermatan sulfate와 heparan sulfate의 가수분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리소좀
내에 축적되는데, 이로 인해 다양한 임상증상이 야기된다. 조직 내에 축적된 GAG
는 소변으로 다량 배출되기 때문에 이를 진단에 이용할 수 있다. MPS I형에서는
소변 내 dermatan sulfate가 증가하며, 백혈구의 IDUA 효소 활성도가 매우 감소되
어 있다.

3. 유전자 돌연변이의 유형
현재까지 IDUA 유전자에서 1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돌연변이가 확인되었다. 돌
연변이 종류에는 넌센스 돌연변이(nonsense mutation), 과오 돌연변이(missense
mutation), 스플라이싱, 작은 결손(deletion), 삽입(insertion) 등 매우 다양하게 보
고되고 있다. 30개 이상의 다형성(polymorphism)도 알려져 있다. 변이된 대립유
전자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 여러 가지 유전형이 나타나게 되고, 그에 따라 표현형
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나라마다 돌연변이의 빈도도 다르다. 유럽에서는 Q70X(18.6%), W402X(18%)
돌연변이가 가장 흔히 발견되는데, G51D(4.9%), P496R(4.4%), P533R(3.9%) 돌
연변이까지 포함하면 백인 MPS I형 환자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인 MPS I
형 환자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돌연변이는 704ins5와 L346R이고, 일본에서는
704ins5와 R89Q 돌연변이가 가장 흔히 발견된다.

4.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법
현재까지 MPS I형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는 IDUA 유전자가 유일하
다. 염기서열 분석(sequencing analysis)으로 대부분의 돌연변이를 확인할 수 있
다. 기관에 따라 흔한 돌연변이에 대한 검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돌연변이
2개를 다 찾지 못했을 경우 염기서열 분석을 시행하기도 한다. Beesley 등에 의하
면 특정 돌연변이 검사와 염기서열 분석 방법을 함께 사용할 시, MPS I형 환자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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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이상에서 2개의 돌연변이를 모두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DUA 유전
자 엑손의 일부 또는 전체의 결손 및 중복이 MPS I형을 유발한다는 보고는 아직까
지 없기 때문에, 결실/중복 분석은 효용성이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MPS I형
의심 시 IDUA 유전자 전체에 대한 염기서열 분석을 바로 시행한다.

5. 이형접합 보인자
이형접합 보인자에서는 MPS I형의 표현형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MPS I형
환자에서 2개의 돌연변이가 모두 확인되었을 경우,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확인
된 돌연변이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면 이형접합 보인자를 찾을 수 있다.

6. 유전형-표현형의 상관성
IDUA 효소 활성도만으로는 MPS I형 표현형의 중증도를 예측할 수 없다. 약 70%
정도의 돌연변이는 세대를 거쳐 발현되므로 표현형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돌연변이가 가족 내에서만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서 유전형에 기초하여 표현형을 예
측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MPS IH형(헐러증후군)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진 돌
연변이가 동형접합으로 존재하거나, MPS IH형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미 알려진 다
른 돌연변이와의 복합 이형접합으로 존재할 때 MPS IH형을 유발한다. MPS IS형
(샤이에증후군)은 적어도 한 개의 경증을 유발하는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어서
IDUA 효소 활성도가 어느 정도 남아있다. 따라서 중증 돌연변이와 경증 돌연변이
가 각각 한 개씩 있을 경우 MPS IH/S형(헐러-샤이에증후군)을 일으킬 것으로 추
정 가능하다.
W402X, Q70X, P533R의 동형접합체나 복합 이형접합체는 MPS IH형과 관련
이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 흔히 발견되는 704ins5 돌연변이의 동형접합체는 MPS
IH형과 관련이 있고, R89Q 돌연변이는 MPS IS형과 관련이 있는데, 704ins5와
R89Q의 복합 이형접합체는 MPS IH/S형과 관련이 있다. 이렇듯 유전형과 표현형
은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지만, 유전성 다형성 및 환경적 요인도 돌연변이 유전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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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유전형만으로 표현형을 정확하게 예측
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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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적 알고리듬
1. 임상 진단
뮤코다당증(mucopolysaccharidosis, MPS) I형 환자들은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매우 다양한 임상증상을 보이고 있어, 임상적 표현형만으로는 진단하기 어렵다.
MPS IH형(헐러증후군)은 I형의 가장 중증인 형태로 투박한 얼굴, 간비장 비대와
복부 팽만, 각막혼탁, 신경 발달 지연이 비교적 공통적으로 관찰되며, 치료하지 않
는 경우 평균 6.8세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MPS IH/S형(헐러-샤이
에증후군), MPS IS형(샤이에증후군)은 비교적 경증으로 관절경직이나 구축, 반복
되는 귀·코·목의 감염, 각막혼탁, 배꼽 탈장 등의 증상이 비교적 초기에 관찰되며,
청소년기나 성인기까지 생존이 가능하다.
MPS I형 환자의 72%는 진단 전후 적어도 한 번 이상, 50%는 4세 이전에 두 번 이
상의 수술적 치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고막의 환기관 삽입이나 탈장 수술,
아데노이드편도절제술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상기 증상이나 발병 연령을 보인다면 임상적으로 MPS I형을 의심해 볼 수 있다.

2. 진단 검사
임상적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변 글리코사미노글리(glycosaminoglycan, GAG) 검사는 선별 검사이며, 효소 활성도 측정 검사는 MPS I형 진단의
gold standard이다.
1) 소변의 GAG 검사
일반적으로 소변 GAG 배출은 연령에 따라 다양하며, 출생 후 1세까지 높
게 유지되다가, 1세 이후 천천히 일정하게 감소한다. 반면, MPS I형 환자는
α-L-iduronidase(IDUA) 효소 결핍에 의한 GAG의 축적으로 같은 연령의 정상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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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더 많은 GAG를 소변으로 배출하게 된다. 톨루이딘블루 반응(toluidine blue
reaction), CTAB 반응(cetyltrimethyl ammonium bromide reaction), 크로마토
그래피(chromatography) 등의 검사를 통해 소변의 dermatan sulfate와 heparan
sulfate의 상승을 정량적(총 소변 uronic acid를 측정) 또는 정성적(GAG 전기 영동
법을 통해 GAG 유형의 상대적 분포를 분석)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GAG 수치는
같은 사람에서도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 MPS I형을 포함
한 모든 형태의 MPS 진단에 있어 소변 GAG 측정은 진단의 첫 단계이지만, 부적
당한 검사법, 잘못 보관되거나 처치된 샘플, 검사 경험 부족 등의 민감도 자체의 한
계로 인해 소변 GAG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소변 GAG 검사
결과가 음성일지라도 임상적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반복적인 GAG 검사 및 효소 활성도 측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2) 효소 활성도 검사
IDUA의 리소좀 효소 활성도 검사를 통해 MPS I형을 진단할 수 있다. 이는 말초혈
액의 백혈구나 혈장, 또는 피부 조직으로부터 배양된 섬유아세포 등을 이용하여 측
정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분석 기술의 발달로 샘플을 얻기가 용이하고 보관과 운
반이 쉬운 dried blood spot(DBS)을 통한 검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환자
에서는 활성도가 거의 측정되지 않으며(<10% of average reference values), 정
상 IDUA 활성도의 0.13%만 측정되어도 경증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 따라서 높은 소변 GAG 수치나 IDUA의 활성도 결핍만으로는 질병의 중증
도나 헐러, 헐러-샤이에, 샤이에증후군의 정확한 구별이 쉽지 않다.
환자의 IDUA 대립유전자 중 하나 이상에서 보고되지 않은 변이가 확인되면, 보인
자(carrier)와 정상을 구분하기 위해 환자 가족의 IDUA 효소 활성도 검사가 필요하
다. 그러나 보인자의 IDUA 활성도는 정상의 가장 낮은 수준에서 이형접합체의 가
장 높은 수준으로 중첩될 수 있으므로, 효소 활성도 검사를 통한 보인자와 정상의
구별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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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자유전학적 검사

IDUA 유전자 분석을 통해 이미 잘 알려진 유전자의 경우, 예후를 예측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다. 또한, MPS I형 환자에서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확인되면, 그 정보를
통해 형제(sibling)의 보인자 진단과 태아 산전진단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림 1

뮤코다당증 I형의 진단적 알고리듬
= Start/finish
= Next testing stop

MPS I형 의심 환자

임상적 징후

= Decision point

No

대안적 진단법으로 확인

Yes
정상일 경우
2회 반복 측정

소변 GAG 검사
No

임상적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소변 GAG 검사 없이 또는
동시에 효소 활성도 검사

Dermatan sulfate와
heparan sulfate의 증가
Yes

MPS I형 환자의 가족

혈액 효소 활성도 검사

α-L-iduronidase
활성도 감소?

No

다른 형의 MPS 또는
다른 LSD일 가능성

Yes

IDUA 유전자 분석

병적 돌연변이
확인
Yes
MPS I형 환자:
(진단 시 연령, 임상증상)

헐러증후군

헐러-샤이에증후군

No

2차 혈액 효소 활성도 검사

α-L-iduronidase
활성도 감소?
Yes

No

샤이에증후군

MPS, mucopolysaccharidosis; GAG, glycosaminoglycan; LSD, lysosomal storage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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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법(그림 1)
1) 임상증상 평가
(1) 신체진찰: 투박한 얼굴, 간비장 비대, 관찰운동 제한
(2) 근골격계 평가: 다발성 골이상증(dysostosis multiplex)
(3) 안과 검진: 각막혼탁
2) 소변의 GAG 증가 확인
소변 내 GAG를 정량적·정성적 분석하여 확인한다(그림 2, 표 1).
3) IDUA 효소 활성도 결핍 확인
GAG 검사 없이 첫 번째 검사로 권고되고 있다(표 2).
4) IDUA 유전자 돌연변이 분석
국내 MPS I형 환자들의 유전자 변이에 대한 표현형은 다음과 같다(표 3).

그림 2

정상인과 뮤코다당증 I형 환자의 소변 GAG 농도 차이

Glycosaminoglycan Excertion
(mg GAG/g creatinine)

Hurler Syndrome and Variants

MPS I형 환자

대조군

1,000

100

10

1

0

10

20

30

Subject Age (years)
GAG, glycosaminoglycan.
Molecular genetics and metabolism by ACADEMIC PRESS. Reproduced with permission of ACADEMIC PRESS in the format post on a website via
Copyright Clearanc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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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소변 GAG의 정상치
연령

정상범위
(CPC unit/g Cr)

정상범위
(mg GAG/mmol Cr)

<1세

<375

<17.5-40.0

1-9세

<175

<6.7-12.4

>9세

<85

<5.4

>14세

-

<3.4

GAG, glycosaminoglycan; CPC, cetylpyridinium chloride.
※삼성서울병원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현재 레퍼런스로 사용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표2

뮤코다당증 I형 환자와 정상인의 IDUA 효소 활성도 분석 결과의 예
표현형

IDUA 효소 활성도(nmol/mg/h)

IDUA 잔여 효소 활성도(%)

정상인

247

92

MPS IH형

0.2 ± 0.1

0.1

MPS IH/S형

0.8 ± 0.3

0.3

MPS IS형

1.9 ± 0.7

0.7

Molecular genetics and metabolism by ACADEMIC PRESS. Reproduced with permission of ACADEMIC PRESS in the format post on a website via
Copyright Clearance Center.

표3

국내 뮤코다당증 I형 환자들의 유전자 변이
MPS I 표현형

IDUA 유전자 돌연변이

MPS IH형

L346R/unknown

MPS IH형

704ins5/L346R

MPS IH형

704ins5/Y618X

MPS IH형

704ins5/L346R

MPS IH형

704ins5/L346R

MPS IH형

193delT/unknown

MPS IH/S형

L346R/unknown

MPS IH/S형

L346R/unknown

MPS IS형

P228Q/unknown

MPS IS형

A89W/S534X

Clinical genetics by BLACKWELL MUNKSGAARD. Reproduced with permission of BLACKWELL MUNKSGAARD in the format post on a website via
Right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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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헐러, 헐러-샤이에, 샤이에증후군
뮤코다당증(Mucopolysaccharidosis, MPS) I형의 공통적인 임상증상으로는 투박
한 얼굴, 성장 지연, 저신장, 골격계 이상, 관절경직, 각막혼탁, 심비대, 심장 판막
이상, 호흡부전, 간비장 비대, 호흡기계 감염 등이 있다.
대부분의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과 마찬가지로 MPS I형도 질환의 표현형과 임상
경과는 환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는 각 환자가 가진 유전자 돌연변
이가 다르고, 그에 따른 잔여 효소 활성도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MPS
I형은 Hurler에 의해 처음으로 증상이 심한 형이 기술되었고, Scheie에 의해 보
다 경한 증상을 보이는 형이 기술되었으나, 이후에 두 질환이 동일한 효소 결핍에
의한 같은 질환임이 규명되었다. 이에, 역사적으로 MPS I형은 가장 중증도가 심
한 MPS IH형(헐러증후군), 중간형인 MPS IH/S형(헐러-샤이에증후군), 경증인
MPS IS형(샤이에증후군)과 같이 3가지의 아형으로 구분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적으로 헐러, 헐러-샤이에, 샤이에증후군 간의 구분은 생화학적으로 또는 분자유
전학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며, 3가지 표현형은 모두 연속적인 임상 스펙트럼 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증인 헐러증후군 환자에서는 전형적으로 발달 지연과 인지기능의 감퇴를
보이고, 외모도 특징적인 투박한 얼굴과 관절의 경직 및 구축, 저신장을 보인다. 또
한,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 증상도 나타난다. 증상은 태어난 후 수개월 내에 나타나
기 시작하여 빠르게 진행되는데, 많은 환자들이 생후 1년 이내에 사망하며, 치료하
지 않을 경우 환자의 기대수명은 6.8년으로 매우 짧다. 반면, 질환의 반대쪽 스펙
트럼 끝에 있는 샤이에증후군 환자의 경우, 임상증상이 더 늦게 나타나고 더 천천
히 진행되는데, 대개 정상 지능을 보이며 성인기까지 생존한다. 헐러증후군과 샤
이에증후군의 중간형인 헐러-샤이에증후군 환자는 인지장애가 없거나 경도의 인
지장애만 동반하지만, 수명을 단축시킬 만한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한 신체 증상이
있으므로 20-30대까지 생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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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으로, MPS I형의 아형을 임상적으로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환자의 유전형, 잔여 효소 활성도, 임상증상의 발병시기 및 진행 속도 등을 전반적
으로 고려해 유추해야 한다.
2014년 Beck 등에 의해 보고된 MPS I형 등록 자료(registry data)에 따르면, 등록
된 전체 환자 987명 중 60.9%인 601명이 헐러증후군, 23%인 227명이 헐러-샤이
에증후군, 12.9%인 127명이 샤이에증후군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등록
사업의 인구 구성은 유럽 45.5%, 북미 34.8%, 남미 17.3%, 아시아태평양 2.4%로,
아시아태평양 환자는 소수 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리나라의 환자 구성도 이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실제 보고에서도 헐러증후
군 환자의 비율이 북미와 유럽은 각각 71.4%와 61.5%로 높았으나, 남미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각각 42.7%와 29.2%로 북미와 유럽 지역에 비해 중증 환자가 상대
적으로 적은 분포를 보였다(표 1).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한 MPS I형 등록 자료에 따르면, 헐러증후군의 경우 평균
적으로 증상이 발생되기 시작한 연령은 생후 6개월, 진단이 이루어진 연령은 생
후 12개월, 치료가 시작된 연령은 생후 18개월이었다. 헐러-샤이에 및 샤이에증후
군의 경우, 증상이 발생되기 시작한 연령은 생후 12개월 이후이고, 증상 발생과 진
단 사이에는 각각 2, 4년의 차이가 있으며, 진단과 치료 시작까지는 각각 4, 8년의
표1

지역에 따른 뮤코다당증 I형 아형의 분포
IH형

IH/S형

아시아태평양

7(29.2)

5(20.8)

12(50.0)

0

24(2.4)

유럽

276(61.5)

102(22.7)

63(14.0)

8(1.8)

449(45.5)

남미

73(42.7)

57(33.3)

22(12.9)

19(11.1)

171(17.3)

북미

245(71.4)

63(18.4)

30(8.7)

5(1.5)

343(34.8)

전체

601(60.9)

227(23.0)

127(12.9)

32(3.2)

987(100)

지역

IS형

미결정형

전체

n(%)
IH형, 헐러증후군; IH/S형, 헐러-샤이에증후군; IS형, 샤이에증후군.
Adapted by permission from Macmillan Publishers Ltd: Genet Med 2014;16:759-65, copyrigh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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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아형별 증상 발현, 진단, 치료 시작 시의 평균 연령
모든 지역

20

증상 발현
진단
치료

15

9.4

10

8
5.3

5

헐러증후군

3.2

1.8

헐러-샤이에증후군

0.7 1.3

샤이에증후군

25
명
32
명
27
명

20
7명
22
7명
21
5명

1.5
0.5 1
57
3명
60
1명
53
1명

0

4

11
1명
12
7명
11
4명

연령 중간값(세)

16.9

미결정형

Adapted by permission from Macmillan Publishers Ltd: Genet Med 2014;16:759-65, copyright 2014.

지연이 있었다(그림 1). 그러나 이 데이터 역시 서양의 상황을 주로 반영하고 있으
므로, 이를 감안하여 해석해야 한다. 각 아형별로 나타나는 증상의 빈도와 발생 연
령은 그림 2와 같다. MPS I형 등록 자료에서 각 아형을 막론하고 가장 조기에 나타
나는 증상은 탈장으로, 헐러, 헐러-샤이에, 샤이에증후군에서 각각 0.8, 3.2, 4.6세
에 나타났다. 투박한 얼굴모양은 헐러와 헐러-샤이에증후군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
한 조기증상으로, 각각 0.9세와 3.4세에 나타났으며, 샤이에증후군에서는 8.7세에
나타났다. 반면, 샤이에증후군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난 증상은 각막혼탁으로 10.5세
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MPS I형은 희귀유전대사질환으로 환자를 경험해보지 못한 임상의는 진단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림 1의 결과에서 보듯이 증상이 발현된 시기와 진
단이 이루어진 시기, 치료가 시작된 시기 사이에 수개월에서 수년의 지연이 존재
하게 된다. MPS I형은 효소보충요법(enzyme replacement therapy, ERT)으로 치
료가 가능하고,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할수록 예후가 개선되므로,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임상증상을 숙지하여 임상적 의심을 바탕으로 환자를 조기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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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아형별로 나타나는 증상의 빈도와 발생 연령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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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ed by permission from Macmillan Publishers Ltd: Genet Med 2014;16:759-65, copyrigh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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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임상증상이 경한 환자의 경우 치료
가 수년간 지체될 수 있으므로 경증의 환자에서 나타나는 임상증상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겠다. 더불어, 치료적 측면에 있어 같은 MPS I형 환자라 하
더라도 환자의 임상형, 환자 개인의 상태에 따라 치료가 개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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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혈관계 문제
뮤코다당증(mucopolysaccharidosis, MPS) 환자에서는 진행성 심혈관계 이상
이 60-100% 정도로 흔하게 나타난다. 글리코사미노글리칸(glycosaminoglycan,
GAG)이 판막 조직과 심근, 관상동맥 및 전도계에 침착되어 발생하는 심혈관계 이
상은 MPS IH형(헐러증후군)에서는 환자의 100%에서 나타나고, MPS IS형(샤이
에증후군)에서는 88%의 환자(연령 중간값, 11.7세)에서 나타난다. MPS 환자들이
겪는 만성 저산소증 또한 심기능을 악화시킨다.

1. 심혈관계 이상
MPS I형 환자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심혈관계 이상은 판막질환으로 약 80%의
환자에서 발생하며, 판막의 협착과 역류가 각각 또는 함께 나타난다. 가장 흔히 침
범되는 판막은 삼첨판과 승모판이다. 하지만 대동맥판도 침범될 수 있고, 드물게
폐동맥판도 침범된다.
관상동맥에도 GAG가 침착되면서 내막이 두꺼워지고, 내경이 좁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은 MPS I형과 II형(헌터증후군) 환자에서 더 흔하게 나타난다. 특히,
MPS IH형 환자에서는 질환 초기부터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상동맥의 안쪽은 분절성으로 두꺼워지므로 허혈성 심질환을 야기하지만, 허혈
성 심질환의 증상이나 심전도의 이상은 잘 나타나지 않아 종종 확장성 심근병으로
진행한다. 좌심방과 좌심실 내막이 두꺼워지기도 하고, 심외막도 두꺼워지는 경우
가 있으며, 전도계 이상도 알려져 있다. 그리고 복부대동맥, 내장정맥, 신정맥이 좁
아지면 고혈압을 일으키는데, 흉부대동맥과 복부대동맥의 협착이 MPS I형 환자의
약 30%에서 나타난다.
MPS 환자가 조기 사망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심근병이다. MPS IH형 환자의
약 50%는 울혈성 심부전이나 갑작스런 부정맥으로 사망한다. 심근병은 일찍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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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므로 영아에서 설명할 수 없는 심근병이 나타나면서 골격계 이상을 동반할
경우 MPS I형을 고려해야 한다. 심전도는 대부분 정상이며, 허혈, 부정맥, 심비대
의 증거가 거의 없는데, 이는 GAG의 전기전도율이 낮아서 전압이 낮기 때문이다.
울혈성 심부전이 생기면 심전도에서 동성빈맥, 비정상적인 ST절/T파, 과부하의 징
후가 나타난다. 그리고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는 심장이 커지고 폐울혈의 소견을 보
이게 된다.

2. 심질환의 평가
MPS I형으로 확진된 경우, 심잡음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심초음파를 시행하여야
한다. 철저한 이학적 검사와 함께 심전도를 시행하며, 이후 1-2년마다 정기적으로
심기능을 평가하고, 큰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도 심기능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 심
질환은 MPS I형 환자의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심
초음파를 통한 심실기능 평가는 특히 중요하다.
MPS IS형에서는 MPS IH형에 비하여 대동맥판막질환이 좀 더 흔하지만, 질환이
모든 판막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관상동맥질환도 나타난다. Thomas 등은 78명
의 MPS IS형 환자 중 40%는 1개의 판막에 이상이 있었고, 60%에서는 2개 이상의
판막에 이상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3. 심질환의 치료
심혈관계 질환의 치료는 대부분 보존적 치료이며, 심부전이 생기면 약물 치료를 해
야 한다. 판막질환이 있을 때에는 카테터 풍선 판막성형술이나 판막대치술이 필요
할 수 있다. 또한, 판막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심내막염에 대한 예방적 항생제 치료
를 해야 한다.
MPS IH형에서 조혈모세포이식(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HSCT)
을 시행하면 대사이상의 교정과 함께 심기능이 유지되고, 심비대가 감소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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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인다. 하지만 판막의 두께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좌측 심장판막은 더 두꺼
워지기도 하였다. HSCT 시행 후 관상동맥의 내경 변화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MPS I형 환자에서 효소보충요법(enzyme replacement therapy, ERT)
은 5세 이후, 또는 이미 심질환이 진행된 후 시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 MPS IH/S형
남매의 경우 누나는 이미 승모판 및 좌심방 비대가 진행되어 있었던 5세 경에
ERT를 시작하여 안정된 상태로 유지는 되었으나, ERT 이후 5년째 심기능의 개
선은 없었다. 반면, 조기 진단된 남동생은 심초음파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생후
5개월에 ERT를 시행하였는데 ERT 이후 5년째 심초음파 상에서 정상적인 심기능
을 나타내고 있다. 즉, 조기 선별검사를 통하여 심질환이 진행되기 이전에 ERT를
시행한다면 환자들의 심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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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흡기계 문제
글리코사미노글리칸(glycosaminoglycan, GAG)의 조직 침착 중 상기도의 비정상
적 과잉 침착은 상기도 폐쇄를 야기하여 수면무호흡증, 코골이, 수면 방해, 낮시간
졸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폐 자체의 GAG 침윤은 만성 간질성 변화를 일으
키고, 나아가 갈비뼈를 포함한 흉곽의 이상을 유도할 수 있어 점진적으로 만성 호
흡부전을 발생시킨다(그림 1).
그림 1

뮤코다당증 환자의 수면질환성 숨쉬기 기전

MPS

기도 폐쇄

억제성 폐질환
다음의 원인에 따른
진행성 폐용량 감소

• GAG의 침착, 이차성 염증
• 두개골/척추 이상
• 기관과 주요 기관지 이상

• GAG의 침착, 이차성 염증
• 작은 흉곽
• 흉곽의 기형
• 횡격막의 약화
• 간/췌장 비대로 인한 횡격막의
운동성 손상

Time

다음의 원인에 따른
기도의 성문 상·하부 협착

그 밖의 다른 기전들
• 기관과 척추의 길이 불균형
• 척수압박
• 심질환
• 중추신경계 질환

수면질환성 호흡장애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야간 저환기
주간 저환기

심폐부전증
MPS, mucopolysaccharidosis; GAG, glycosaminoglycan.
Adapted with permission, from Berger KI, Fagondes SC, Giugliani R, et al. Respiratory and sleep disorders in Mucopolysaccharidosis. J Inherit Metab
Dis 2013;36: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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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기도 폐쇄
뮤코다당증(mucopolysaccharidosis, MPS) I형에서 상기도의 점막층과 연부조직
의 GAG 침착은 상기도 폐쇄와 관련이 있다. 평평하고 낮은 콧등, 안와 상부의 융
기, 큰 광대뼈, 통통한 입술, 큰 혀와 같은 투박한 외모, 구강호흡 등이 두드러지며,
크고 뒤로 밀린 혀(macroglossia and retroglossia)와 구강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큰
혀는 인두 허탈(collapse)로 표현되는 인두연화증(pharyngomalacia)과 수면무호
흡증을 일으키기 쉽다. 또한, 아데노이드, 편도, 혀 편도(lingual tonsil), 연부조직과
같은 인두·후두 구조물의 GAG 침착으로 인한 비대는 상기도 폐쇄를 악화시킨다.
GAG의 후두부 침범은 다른 형태의 MPS보다는 대부분의 중증 MPS IH형(헐
러증후군) 또는 II형(헌터증후군) 환자에서 관찰된다. 또한, 내시경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면, 성대가 두껍고 일정하지 않은 밀도로 변형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
다. 후두개(epiglottis)와 모뿔(arytenoid) 연골의 GAG 침착은 이차적으로 심각
한 인두 허탈 및 뒤로 밀린 혀가 후두개와 부딪혀 기도를 폐쇄시키는 후두연화증
(laryngomalacia)을 발생시킬 수 있다(그림 2).
아데노이드편도절제술은 대부분의 MPS 소아 환자에서 시행되지만, 다른 기도 영
역이 GAG 침착으로 인해 좁아진 정도에 따라, 또는 수술 후 출혈, 기관 부종, 발관
의 실패와 같은 높은 수술적 위험도 때문에 환자의 상기도 폐쇄를 경감시키는 효과
는 일시적인 경우가 많다. 상기도 폐쇄와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더 나은 치료로는
지속양압환기(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CPAP)가 추천되는데, 코와 입
주위를 둘러싼 특별한 마스크를 통해 일정한 압력으로 흡입을 도와주어 기도 폐쇄
를 막는 원리를 이용한다. 그러나 MPS 환자들의 행동적 제약, 기계 운반의 한계나
특징적 얼굴 모양으로 마스크가 잘 맞지 않아 효과가 반감되는 어려움이 있다. 만약
환자가 CPAP에 잘 순응했음에도 저산소증이 지속된다면 호기시에도 낮은 양압을
유지하는 bilevel positive airway pressure(BiPAP)로 도움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호흡
수를 보정할 수 있는 장치를 더한다면 중추성 무호흡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
적인 기계적 환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중증 상기도 폐쇄 환자의 경우 기관절개술
(tracheotomy)이 요구되지만, 기관절개술 후 주변부가 좁아지고 육아종이 발생하여
협착 및 감염이 발생하는 등 시술 자체 또는 이후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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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뮤코다당증 I형 환자의 상기도

A

B

C

D

E

F

A. 거대혀 B. 큰 머리와 짧고 뻣뻣한 목 C. GAG의 인후두부 침착 D. 후두부 폐쇄 E. 기관연화증 F. 기관지 협착
Adapted with permission, from Arn P, Bruce IA, Wraith JE, et al. Airway-related symptoms and surgeries in patients with mucopolysaccharidosis I. Ann
Otol Rhinol Laryngol 2015;124:198-205.

2. 하기도 폐쇄
상기도와는 달리 하기도 침범은 MPS III형(산필리포증후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형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관지 내시경 검사
를 통해 기관연화증(tracheomalacia)과 좁아진 기관 내경을 확인할 수 있고, 기관
지 내(endobronchial) 병변이나 침착 또는 외부 압박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조직학
적 검사를 통해 GAG의 점막하(submucosal) 또는 기관 연골의 침착이 관찰되고,
기관이 좁아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환자들의 기관 표면적은 동년배의 건강
한 사람에 비해 적고 일정하지 않다.
환자들에서 천명이나 반복적인 감염이 있다면 흡입제 스테로이드로 치료해 볼
수 있다. 보통 기관지염은 기관 또는 기관연화증을 동반하고 있는 형태로 보여지
며, 이로 인해 기도 청소율(airway clearance)이 좋지 않아 폐쇄성 질환,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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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흡인, 염증 반응을 야기한다. 따라서 흡입제 스테로이드의 사용은 천명의 원
인과 관계없이 기도 염증 반응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이와 더불어 항콜린성
(anticholinergic) 제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반면, 기관지 확장
제인 beta-agonist는 기관이나 기관지가 불안정하고 내경이 일정치 않은 MPS I형
환자에서 효과가 적다.
기관절개술은 기관 허탈을 막기 위해 설치된 스텐트에 의해 기관의 좁아짐을 경감
시켜 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관에 미치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 주의를 요한
다. 기관연화증이 동반된 경우 규칙적으로 기관절개술 튜브를 갈아야 하는데, 시간
이 지남에 따라 더 길고, 내경이 더 넓은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또한, 튜브 자체가
기관 점막을 자극하는 위험이 있고, 이로 인한 손상과 육아종의 문제, GAG의 지속
적인 기관 침착 등이 문제될 수 있다. 기관절개를 한 MPS 환자들에서 지속적인 호
흡부전이 발생한다면 CPAP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대화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신경학적 질병 정도 등의 전반적인 환자
상태 또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 밖
에 좁아진 기관을 위해 레이저를 이용한 절개를 시도해 볼 수 있으며, 반복적인 스
텐트 시술과 연관된 육아종은 풍선확장술(ballon dilatation)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 폐질환
제한성 폐질환은 심한 골격계 이상을 보이는 MPS 환자에서 주로 확인된다. 앞뒤
흉곽은 수평으로 위치한 늑골과 함께 증가되어 있고, 상하 작은 흉곽과 함께 oarshaped의 특징적인 흉부 방사선 모양을 보인다. 그리고 척추후만증, 척추측만증,
척추측후만증(kyphoscoliosis)이 흔히 나타나는데, 비정상적인 늑골 모양과 뻣뻣
한 늑골척추관절(costo-vertebral joint), 간비장 비대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한 횡
격막 상승은 가슴의 호흡기계 운동을 방해한다.
폐기능의 평가는 협조 가능한 환자에서 폐활량측정법(spirometry)을 이용하는 것
이 이상적이다. 폐활량측정법을 통해 환자의 대부분이 폐질환 및 폐쇄성 기도 질환
과 함께, 심각한 제한성 형태와 폐쇄성 패턴을 동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
37

헐러증후군(I형) 길잡이

우에는 혈량측정법(plethysmography)과 가스희석법(gas dilution method)을 함께
이용하면 환자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한성 폐질환은 지지치
료가 필요하나 현재까지 의미 있는 치료법은 없다.

4. 수면장애
MPS I형 환자들은 폐쇄성 무호흡, 저호흡, 중추성 무호흡에 의해 이차적인 수면장
애를 동반한다. 무호흡증은 심혈관이나 신경 인지기능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이환율과 치사율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
한 제한성 폐질환으로 인한 호흡 문제는 이차적으로 야간 산소포화도 저하와 이산
화탄소 축적을 야기한다. 수면무호흡증은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낮시간의 행동
장애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중추성 무호흡은 뇌간(brainstem)의 수면 조절 기전에 영향을 미치는 척수압박
(spinal cord compression)과 뇌압 상승을 포함한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뇌간 및 망막증(retinopathy)과 같은 병변은 멜라토닌의 비정상적인 기능 조절을
야기하여, 수면 주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
MPS 환자에서 수면장애는 수면다원검사(polysomnography)를 통해 평가할 수 있
다. 수면장애의 조기 진단과 치료는 MPS 환자의 증상 개선과 합병증을 감소시키
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증상이 심한 헐러증후군의 경우에는 매년 수면다원검사
를 실시해야 하며, 비교적 증상이 경한 경우에는 3-5년마다 수면다원검사가 필요
하다.
폐쇄성 무호흡증의 치료는 상기도 폐쇄의 치료와 같다. 아데노이드편도절제술은
일시적인 호흡 개선에 효과적이며, 이후에도 호흡이 불안정하면 CPAP이나 BiPAP
를 시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유지가 어렵다면 기관절개술이 필요하다. 효
소보충요법(enzyme replacement therapy, ERT)이 폐쇄성 무호흡증을 개선시킨다
는 연구가 있으나, 임상적인 분석이 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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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흡기계 문제의 평가
호흡부전과 MPS 임상증상의 중증도는 상관관계가 적어 조기에 인지하기가 어려
우나, 질환의 예후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들의 증상으로는 진행성 무호흡, 감
소된 신체활동, 운동 한계, 천명과 협착음(stridor), 빈호흡, 청색증 등이 있다.
1) 폐활량측정법
폐활량측정법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 폐활량(vital capacity, VC)과 1초
강제날숨량(forced respiratory volume in 1 second, FEV1)을 알 수 있다. VC
의 감소는 제한성 이상을, FEV1의 감소는 기도 흐름의 폐쇄 이상을 의미한다. 그
리고 VC는 폐 유순도(lung compliance)와 신경근육이상, 기도 내 공기 포착(air
trapping) 정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MPS 환자들은 성장 장애와 그로 인한 표준 검
사치의 부재로 수치 자체를 객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협조가 부족한 5세 미
만의 소아는 평가 자체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활량측정법은 MPS 환자에
게 스크리닝뿐만 아니라, 질병의 경과를 추적관찰하거나 치료의 반응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2) 수면다원검사
수면다원검사는 호흡수면질환을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MPS 환자에
서 수면질환성 호흡장애(sleep disordered breathing, SDB)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림 1), MPS 진단 후 모든 환자에게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코골이의 유
무, 과도한 낮시간 졸림, 호흡부전 발생, VC의 감소와 같은 요소들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폐쇄성 무호흡증은 빈호흡, 감소된 산소포화도, 수면 중 반복된 각
성을 특징으로 하며, 저환기(hypoventilation)와의 감별이 필요한데, 지속적 저환
기의 경우 수면무호흡증 없이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증가하고, 깨어있을 때도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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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동부하검사
운동능력은 일반적으로 계단 오르기와 6분 또는 12분 걷기 검사(walking test)를
이용한다. 그 중 6분 걷기 검사가 기본적인 하루 활동량을 평가하는 도구로 많이 쓰
인다. 이는 기능 상태, 질환의 진행 정도, 치료의 반응도 평가에 도움을 준다. 평가
는 검사 전과 끝에 산소포화도, 심장박동수와 함께 움직인 거리를 통해 정보를 얻
는다. 그러나 6분 걷기 검사의 수치 범위는 MPS 환자가 갖는 인지적·신체적 장애
와 연관되어 있어 수치 자체의 비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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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경학적 문제
뮤코다당증(mucopolysaccharidosis, MPS) I형 환자의 신경학적 문제로는 인
지장애(cognitive impairment), 수두증(hydrocephalus), 척수압박(spinal cord
compression), 손목굴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 등이 나타날 수 있다.

1. 인지장애
진행성 인지장애가 헐러증후군 환자의 전형적인 임상적 특징으로 나타나는 반면,
헐러-샤이에 및 샤이에증후군 환자에서는 인지기능이 정상이거나 약간의 장애만
나타난다. 비록 헐러증후군 환자의 발달이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보일지라도, 생후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는 발달 지연이 명백해진다.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발달
저하가 시작되기 전에 발달이 정점지속(plateau) 상태에 이르며, 이후 사망에 이르
기까지 심한 정신지체가 지속된다. 중추신경계의 신경세포에 뮤코다당체가 축적
됨으로써 불충분한 산소 공급 및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수면 박탈, 뇌 안의 수압
이 증가하는 수두증 등을 일으키고, 눈과 귀에 문제를 일으켜 정상적으로 보고 듣
는 것에 영향을 주게 되어 뇌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나 획득한 지적 능
력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잘 보존되며, MPS III형(산필리포증후군)과 같은 급격
한 퇴행성 대뇌기능 이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2014년 Beck 등에 의해 보고된 MPS
I형 등록 자료(registry data)에 의하면, 각 아형에서 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빈
도는 헐러증후군 46.4%, 헐러-샤이에증후군 31.3%, 샤이에증후군 9.4%였다.
또한, 헐러증후군 환자에서는 언어 발달장애도 나타나는데, 이는 큰 혀(enlarged
tongue), 청력장애 및 대뇌기능부전(cerebral malfunction)이 원인이다. 그리고
MPS II형(헌터증후군)이나 MPS III형과 같이 공격적이거나 과민하게 행동하기보
다는 조용하고 움직이지 않으며(immobile), 다정하고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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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두증
교통성(communicating) 수두증은 일반적으로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천천히 진
행되는데, 헐러증후군 환자에서는 흔하게 나타나지만, 헐러-샤이에 및 샤이에증후
군 환자에서는 흔하지 않다. 뇌실의 확장은 뇌막 내 뮤코다당체의 축적으로 인한
뇌척수액 재흡수의 기능부전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시신경유두부종(papilledema)
이나 구토는 뇌척수액의 압력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 경우에도 흔치 않으며, 소수
의 환자에서는 가끔 비정상적인 안구 운동과 급성 시력소실이 나타나기도 한다. 헐
러증후군 환자에서 뇌압이 만성적으로 증가하면 신경운동(neuromotor) 발달이 지
연되고,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머리 크기를 정기적으로 측정해
야 하며, 만일 수두증이 의심되면 요추천자(lumbar puncture)를 통해 뇌척수액 압
력을 측정해야 한다. 뇌실 복강간 션트(ventriculoperitoneal shunt)를 이용하여 뇌
척수액 압력을 낮추면 두통 및 수면장애와 같은 증상 호전에는 효과적이지만, 질병
의 진행을 되돌릴 수는 없다. 헐러-샤이에 및 샤이에증후군 환자는 뇌의 영상소견
에 별다른 변화 없이 수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될 수 있다. 가끔 거미막낭(arachnoid
cyst)을 가진 환자도 발견된다.

3. 척수압박
척수압박과 경부 불안정(cervical instability)은 헐러증후군 환자보다는 헐러-샤이
에 및 샤이에증후군 환자에서 주로 발견된다. 이는 뇌막 내 뮤코다당체의 축적으로
척수 공간이 수축되어 일어나는 것인데, 특히 경추(cervical spine)에서 주로 나타
난다. 척수압박은 샤이에증후군 환자에서 합병증의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으며, 증
상이 진행될 경우 척수에 손상을 주어 하반신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척수압박의 진단은 비정상적인 걸음걸이나 하지 근력 약화와 같은 심각한 척수 병
변이 나타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헐러-샤이에 및 샤이에증후군 환
자는 2년마다 척수 MRI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MPS I형의 경우에는 조혈모세포이식(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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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CT) 시행 이후에 치돌기(odontoid)의 발달이 정상화되기도 하지만, 치돌기의
크기가 점차 커지게 되어 척수압박이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경증 MPS I형
의 경우에도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경추관 협착이 동반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증
상의 진행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관찰이 필요하다.

4. 손목굴증후군
손목굴증후군은 가로 손목 인대의 비후로 인해 정중신경이 압박되어 손 근육에 감
각이상 또는 위축이 나타나는 것으로, 주로 헐러-샤이에 및 샤이에증후군 환자에
서 발생한다. 신경전도속도(nerve conduction velocity)의 심한 감소 후, 다수의 환
자에서 야간 통증(nighttime pain)이나 저림(numbness and tingling) 등이 초기 증
상으로 나타난다. 정중신경의 손상은 엄지손가락의 근육을 약화시키므로 MPS I형
환자에서는 엄지를 이용하여 물건을 집는 것에 장애가 발생한다. 하지만 신경손상
이 서서히 진행되고 전형적인 증상인 통증, 얼얼함, 감각이상 등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흔히 간과되기 쉽다. 그러므로 헐러-샤이에 및 샤이에증후군으
로 진단된 환자는 1-2년마다 신경전도검사(electroneurography)의 시행을 고려해
야 한다. 신경전도검사로 진단하여 증상의 진행 초기에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하면
비가역적으로 신경이 손상되기 전에 정중신경의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단,
수술 후 재발하여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연구에 의하면 손목굴증후군 증상의 평균 발생 연령 및 빈도는 헐러-샤이에증후군
환자에서 7.4세(27.8%), 샤이에증후군 환자에서 12.5세(51.2%)로 나타났다.

5. 기타
소수의 MPS I형 환자만이 심한 강직(spasticity)과 소뇌 실조(cerebellar ataxia)를
보인다. 그러나 헐러증후군 환자에서는 경련성 발작이 드물게 나타나며, 말초신경
부위와 앞뿔세포(anterior horn cells) 내 뮤코다당체의 축적으로 인해 전반적인 근
육의 위축이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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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골격계 문제
중증 뮤코다당증(mucopolysaccharidosis, MPS) IH형(헐러증후군)의 경우, 다발
성 골이상증(dysostosis multiplex), 신체 비율이 맞지 않는 저신장, 관절구축, 손목
굴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 치돌기 저형성(odontoid hypoplasia), 1-2번
경추의 불안정성(atlanto-axial instability), 비구 이형성(acetabular dysplasia), 외
반고(coxa valga), 외반슬(genu valgum), 방아쇠손가락(trigger digits) 등의 다양
한 근골격계 증상이 동반된다.
경증의 MPS IH/S형(헐러-샤이에증후군)과 IS형(샤이에증후군)의 경우에는 중증
MPS IH형의 근골격계 증상보다 경도의 증상을 보이는데, 각각의 증상들은 다음
과 같다.

1. 다발성 골이상증
다발성 골이상증은 MPS 환자에서 전통적으로 관찰되는 방사선학적 이상 소견의
집합으로, 전신적인 연골내골화 및 막내골화 골성장의 장애에 의해 발생한다. 저형
성된 척추뼈는 척추후만증을 유발하고 척추측만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두개골은
크기가 크고 두꺼우며, 뇌하수체 아래의 터키안(sella turcica)이라고 불리는 부분
이 J자 모양의 변형을 보인다. 쇄골 및 갈비뼈는 너비가 넓으며, 골반뼈 중 장골은
둥글고 아래부분으로 내려갈수록 뾰족한 특징을 보인다.
사지에 있어서는 골단(epiphysis) 부분이 저형성되어 있고, 골간(diaphysis) 부분
은 두꺼우며 거친 모양을 보인다. 종종 아래팔뼈인 요골(radius)의 손목 부분은 척
골(ulna) 쪽으로 휘어져 있으며, 척골은 저형성되어 있어 마델룽 변형(Madelung’s
deformity)을 보이기도 한다. 전형적으로 손바닥의 중수골(metacarpal bone)들은
길이가 짧고 근위부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양상을 보여, 총알(bullet)과 비슷한 모양
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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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구 이형성 및 외반고
MPS 환자는 대퇴골과 골반뼈가 맞닿는 부분인 골반뼈 비구의 깊이가 정상인에 비
해 얕고 넓어서, 대퇴골두가 아탈구되거나 완전 탈구되기 쉽다. 또한, MPS 환자에
서는 비구 가장자리의 골화가 지연되어 있으며, 이는 관절조영술 및 MRI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골 자체의 결함은 고관절의 불안정성 및 탈구로 이어지며,
사춘기 및 성인기에 관절운동 시 기능적인 문제로 연결된다. 고관절의 심각한 이형
성은 거의 모든 중증 MPS IH형 환자에서 확인되며, 경증 MPS IH/S형, IS형 소아
에서도 발견된다. 어린 MPS 소아에서 고관절 외전 교정기의 효과는 명확히 확인
된 바가 없으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근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비구 이형성은 효소보충요법(enzyme replacement therapy, ERT)
으로 호전되지 않으며, 조혈모세포이식(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HSCT)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고관절 재건술은 5-7세에 시행하는 것이 권고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술적 재
건은 더 어려워진다. 중증 MPS IH형에서 고관절 재건술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통
증 및 뻣뻣함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고관절 탈구에 이르게 된다. 낙관적으로 볼
때, MPS I형에 있어서 고관절 수술 결과는 관절의 운동성을 호전시키고 독립 보행
을 가능케 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외반슬
MPS 환자의 무릎은 전형적으로 엑스자(X)형 다리를 보인다. 약 50%의 중증 MPS
I형 환자에서 외반슬 변형이 나타나고, 경증 MPS I형 환자에서도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외반슬 변형이 동반될 수 있다.
알려진 수술의 적응증은 대퇴골-경골의 각도가 15도 이상인 경우이다. Blount 스
테이플링을 이용한 외측 반골단고정술(hemiepiphysiodesis)은 작은 절개를 이용하
여 수행된다. 그 외 무릎 주위의 대퇴골 또는 경골 절골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경
골 절골술의 경우, Blount 스테이플링을 이용한 수술에 비해 침습적이고 통증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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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장판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기 때문에 키가 작은 소아 환자의 경우에도 이
용할 수 있다. 진행된 관절증(arthrosis)을 보이는 성인 MPS 환자에서는 슬관절 전
치환술이 고려될 수 있다.

4. 척추후만증 및 귀배
척추후만증 및 귀배(gibbus)는 MPS 환자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예전부터 MPS의
진단에 중요한 단서가 되어왔다. 귀배는 거의 모든 중증 MPS IH형 환자에서 발생
하며, MPS I형 이외에도 다양한 MPS에서 나타난다. 척추후만증은 요추의 앞-위쪽
골성장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척추뼈의 앞굽음 및 요추의 척추후방
전위가 유발되고, 흉추-요추 접합부의 척추사이원반(intervertebral disc)의 탈출이
생길 수 있다. 척추후만증의 각도가 40도 이상인 경우에는 척추후만증이 점차적으
로 진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MPS I형에서는 흔히 척추후만증의 진행을 방지
하기 위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된다. 반면, 척추측만증은 MPS I형에서 동반
되지만 수술이 필요한 정도로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다.
MPS 환자에서 척추교정기의 사용 및 효과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아직 없으나, 척
추교정기는 척추후만증 및 척추측만증에서 그 진행을 더디게 하려는 목적으로 시
도되어 왔다. 하지만 키가 작고 복부 팽만을 보이는 소아 MPS 환자에서 척추교정
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불편감이 심하여 잘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술이 필요한 적응증은 다양하며, 환자 및 환자 가족의 요구 또한 반영된다. 일반
적으로 각도 70도 이상의 척추후만증과 각도 50도 이상의 척추측만증은 수술의 상
대적인 적응증이며, 척수병증이 동반된 경우에도 수술이 필요하다. 만 2세의 낮은
연령에서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수술은 대개 사춘기 이전인 평균 8세 정
도에 실시하게 된다. 척추 수술은 가능한 늦게 실시하는 것이 척추의 성장을 최대
화시키고 수술 술기 자체를 용이하게 하지만, 종종 MPS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의
복합적인 질병의 증상으로 인하여 마취 및 수술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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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신장
저신장은 MPS 환자의 공통적인 증상이다. 이는 내분비학적 이상, 연골내골화의
지연, 척추후만증, 외반슬 등 복합적인 골격계 구조의 변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다. MPS 환자에서 뇌하수체, 갑상선, 고환 및 난소의 이상이 확인된 바 있으며, 성
장판에서는 GAG의 축적에 따른 사이토카인 조절의 이상에 의한 성장장애가 원인
이 된다.
HSCT를 시행 받은 MPS I형 환자의 경우, 초기에는 성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
다가 점차적으로 성장 속도가 둔화되어 8세경이 되면 정상 이하의 신장을 보이게
된다. 저신장은 특히 HSCT의 시행이 늦게 이루어지거나, 이식 전처치로 전신 방사
선조사가 사용된 경우와 관련이 있다. ERT는 사춘기 이전의 MPS I형 환자에서 성
장 속도를 증가시키며, MPS 형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통해 보다 낮은 연령에
서 시작할수록 성장에 대한 효과가 더 낫다고 확인된 바 있다.

6. 다발성 관절구축
진행성 관절병증은 전신의 모든 관절에서 발생하며, 점차 진행하여 관절운동에 심
각한 제한을 초래한다.
MPS I형에 있어서 물리치료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관절가동영역에 대한 물리치료
는 관절의 기능을 보존하는 데 효과가 있으며, 특히 조기에 시작하는 경우에 더욱
효과적이다. 반면, 이미 관절운동의 제한이 발생했다면 HSCT 외에는 관절운동을
호전시키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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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과적 문제
눈의 이상은 뮤코다당증(mucopolysaccharidosis, MPS)의 아형에 따라서 다양하
게 나타난다. 각막혼탁이 MPS IH형(헐러증후군)에서는 100%, MPS IS형(샤이에
증후군)에서는 약 82%에서 나타난다. 글리코사미노글리칸(glycosaminoglycan,
GAG)은 각막실질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각막 dry weight의 4-4.5%를 차지
한다. 각막 GAG의 조성은 keratan sulfate(50%), chondroitin과 chondroitin
sulfate(25%), 그리고 소량의 heparan sulfate로 되어있다. 각막에는 heparan
sulfate가 소량 존재하지만, 망막에는 heparan sulfate가 침착되어 망막변성을 일으
킬 수 있다.

1. 헐러증후군
3세경부터 각막혼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가장 흔한 증상은 눈부심이며, 시력이
점차 감소하게 된다. 초기에는 각막혼탁이 세극등(slit lamp)으로만 관찰되지만, 증
상이 진행되면 육안으로도 관찰이 가능하다. 각막혼탁이 심해지면 각막이식을 시
행하여 시력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망막과 시신경 이상 때문에 시력 회복
이 제한적일 수 있고, 녹내장이 발생할 수도 있다. Collins 등은 헐러증후군 환자의
약 57%에서 시신경유두부종이 있었고, 14%에서 시신경위축이 있었다고 보고하
였다.

2. 헐러–샤이에증후군
2-4세 사이에 각막혼탁이 발생하며, 10세 이전에 각막이식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Collins 등은 헐러-샤이에증후군 환자의 약 43%에서 시신경유두부종이 있었고, 19%
에서 시신경위축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망막색소변성과 녹내장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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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샤이에증후군
4세 이후 눈에 이상이 발생한다. 각막혼탁과 망막색소변성이 나타나며, 각막혼탁
은 점차 진행된다. 또한, 시신경의 이상은 드물지만 녹내장은 헐러증후군 환자보다
더 흔히 나타난다. 각막이식은 눈 후방부의 병변에 의해 제한적인 성과를 보인다.

4. 눈질환의 평가
MPS I형 환자에서 눈의 이상은 흔하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진단 당시에
안과 전문의에게 협진을 요청하여 눈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후, 학동
기 이전에는 6-12개월마다, 학동기에는 18세까지 매년 안과 검진을 시행하여야 하
며, 두통, 갑작스러운 시력의 감소, 사시, 복시, 광선과민증, 야맹증이 있을 때는 좀
더 자주 평가해야 한다.

5. 눈질환의 치료
몇몇 연구에서 효소보충요법(enzyme replacement therapy, ERT)이나 조혈모세포
이식(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HSCT)을 하였을 때, 눈질환의 호전
을 보이고 진행 속도가 감소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각막혼탁은 각막이식으로 치료
가 가능하지만, 이식된 조직에 GAG가 재축적되어 수술 후 1년 만에 각막혼탁이
재발하였다는 보고도 있다. 각막이식을 받은 환자의 상피세포에 GAG의 재축적,
동반된 망막변성, 시신경위축, 녹내장 등이 이식의 결과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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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비인후과적 문제
1. 이비인후과 질환의 개요
뮤코다당증(mucopolysaccharidosis, MPS) I형 환자에서 이비인후과적 증상은 매
우 일반적이며, 주로 MPS로 진단되기 전에 나타난다. 일부 환자들은 만성적인 콧
물이나 증가된 상기도 및 하기도 분비물을 보이기도 한다. 아직까지 비염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배출을 방해하는 폐쇄, 또는 만성 염증이나
비정상적인 점액 분비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상인의 경우, 하기도의 글리
코사미노글리칸(glycosaminoglycan, GAG)은 주로 기도 상피세포에서 분비되는
keratin sulfate와 점막하선(submucosal gland)에서 분비되는 chondroitin sulfate
및 dermatan sulfate로 구성되어 있다.
반복적인 중이염과 만성 삼출성 중이염은 조기에 환기관(ventilation tube) 시술
이 요구되지만, 재발되어 여러 번 시술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전도성(conductive)
과 감각신경성(sensorineural) 청력장애는 MPS I형 환자의 70-100%에서 관찰되
고 있다. 조직학적으로 삼출성 중이, 두꺼워진 고막과 함께 MPS의 특징적인 중간
엽 조직(mesenchymal tissue), 조직구(histiocyte), PAS 양성 공포세포(vacuolated
cell)가 있는 고실(tympanic cavity)과 유양돌기동(mastoid antrum)을 관찰할 수
있다. 신경전도성 장애의 병태생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도
(auditory canal) 내 털세포(hair cell)의 변성, 나선신경절세포(spiral ganglion cell)
의 감소, 거미막 조직의 비대와 전정신경절의 GAG 침착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
고, 이는 MPS I형 쥐 모델에서 확인되었다.
아데노이드 비대는 매우 흔하며, 중이염이나 전도성 청력 소실의 원인이 된다. 육
안으로는 비대가 단순히 만성 감염에 의한 것인지 GAG 침착에 의한 것인지 구
별하기 어려우나, 조직학적으로 아데노이드에 PAS 양성 세포가 침착되어 있고,
GAG가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PS I형 환자에 있어 이비인후과 의
사의 개입은 필수적이며, 신속하고 꾸준한 청력 평가의 반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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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S 환자의 이비인후과 질환과 연관된 수술적 치료로는 아데노이드절제술, 편도
절제술, 아데노이드편도절제술, 중이의 환기관 삽입술, 기관절개술, 성대의 폴립제
거술 등이 있다.

2. 귀질환
귀질환이 나타나는 빈도는 매우 높고, 이는 언어 발달이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이 크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적 검진은 매우 중요하다.
1) 중이염
후비강, 유스타키오관(eustachian tube), 중이로의 GAG 침착은 삼출성 중이염 및
급성 중이염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일반적인 중이염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 환기관 시술을 하고, 청력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보청기(hearing aids)로 치료
할 수 있다. 과거에는 MPS 환자에서 중이염의 치료 옵션으로 항생제와 같은 일반
적 지지치료가 권고되었으나, MPS 환자에서는 약물 치료의 효과가 적고 반복적인
감염이 나타나 최근에는 적극적이고 이른 환기관 삽입을 추천하고 있으며, 몇몇 증
례에서는 영구적인 환기관 삽입이 청력을 20% 정도 상승시켰다는 보고도 있다.
따라서 환기관을 삽입하는 경우 좀 더 긴 유지가 필요하다.

2) 청력장애
MPS I형 환자의 경우 청력 소실의 발생 빈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거
의 10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리의 전도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에
는 중이의 점액, GAG 침착에 의한 고막 두께의 증가, 유스타키오관 폐쇄, 이소골
(ossicular) 기형, 측두골의 변형, 과다한 점액, 분비성 중이 등이 있다. 신경전도성
장애 요인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달팽이관, 맥관선(stria vascularis), 달팽이신경
(cochlear nerve)으로의 과도한 GAG 침착이 청력기능을 손상시키고, 그 결과 양
귀에 경증에서 점진적인 귀머거리까지의 증상을 야기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3

헐러증후군(I형) 길잡이

게다가 중이강과 그 구조물로의 GAG 침착은 환기관 삽입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불행하게도 청력 소실은 진단 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MPS 환자들은 대부분 전도성과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의 혼합 형태를 보이는데, 전
도성 소실은 젊은 MPS 환자에서 흔히 발견되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경전도
성 형태가 나타나서 결국 혼재성으로 진행되거나 신경전도성 장애만 남게 된다. 일
부 연구는 MPS II형(헌터증후군) 환자에서는 신경전도성 장애가 많이 나타나지만,
MPS I형 환자의 경우에는 혼재성이나 전도성 장애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MPS의 유형에 따라 청력 소실의 형태가 다른 이유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축적된
GAG의 차이가 그 원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기관 삽입은 삼출성 만성 중이염으로 발생한 전도성 청력 소실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신경전도성이나 혼재성 청력 소실에는 효과가 적다.

3) 귀질환의 치료
환기관 삽입 이외에도 조혈모세포이식(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HSCT) 치료를 통해 MPS I형 환자에서 청력이 개선됨을 보고한 연구가 있으나, 이
미 존재하고 있는 전도성 또는 신경전도성 청력 소실을 정상으로 되돌리지는 못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효소보충요법(enzyme replacement therapy, ERT)
이 가능한 리소좀 축적질환(lysosomal storage disease)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ERT의 청력 개선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 ERT가 파브리병(Fabry disease) 등에서
는 청력 소실의 발생을 지연시키고 신경전도성 청력 소실의 정도를 경감시킬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MPS II형 및 VI형(마로토-라미증후군)에서는 전도성 청력 소
실의 예방 효과는 있지만 신경전도성 청력 소실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린 MPS VII형(슬리증후군) 환자에서는 인지, 청력,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
는 효과가 일부 있음이 보고되었다. 특히, 전도성 청력 소실의 경우 ERT가 상기도
의 감염을 감소시키고, 유스타키오관의 압력과 관련된 중이의 삼출 정도를 감소시
켜 청력을 개선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MPS I형에서 청력에 대한 ERT의 장기적 효과에 관한 데이터는 없다. 다만, MPS I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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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수술적 방법으로 달팽이관 삽입 치료를 하였을 때 청력과 언어능력이 개
선된다는 보고가 있다.

3. 아데노이드편도 비대
아데노이드편도 비대는 GAG가 침착됨에 따라 거의 모든 환자에서 나타나며, 인두
벽(pharyngeal wall)에서의 GAG 침착 또한 관찰된다. 하악의 이상과 함께 비대로
인해 MPS I형 환자에서는 점진적인 상기도 폐쇄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발생
위험이 높으며, 반복적인 상기도 감염 또한 편도 비대를 유발한다. 수면무호흡증이
의심된다면 수면 중 맥박산소측정(pulse oximetry)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치료 순서는 상기도 폐쇄 치료 방법과 동일하다. 우선 아데노이드편도절제술을 시
행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시행되므로 시술 빈도가 높다. 아데노이드편도
절제술 이후에도 호흡이 불안정하다면 비강을 통한 지속양압환기를 시도해 볼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기관절개술이 필요하다. 기관절개술 시행 시에는 짧고 뻣
뻣한 목과 경직된 턱관절(temporomandibular joint)로 인해 공간 확보가 어려우니
시술에 주의를 요한다(그림 1).
그림 1

헐러증후군 여아의 기관절개술

International journal of pediatric otorhinolaryngology by ELSEVIER LTD.. Reproduced with permission of ELSEVIER LTD. in the format post on a website
via Copyright Clearanc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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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작과 연하
피부와 얼굴 골격계로의 GAG 침착은 턱관절의 경직과 함께 움직임을 부자연스럽
게 만들며, 이로 인해 입을 벌리는 데 장애를 초래하고, 아데노이드편도의 비대, 큰
혀와 함께 음식의 저작을 방해하는 문제도 동반된다. 또한, 신경침범이 좀 더 흔한
헐러증후군의 경우 뇌신경 손상과 인지기능의 저하도 효과적인 저작과 연하 동작
의 조화에 악영향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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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장관계 문제
뮤코다당증(mucopolysaccharidosis, MPS) I형 환자의 위장관계 증상으로는 복부
팽만(abdominal distension), 탈장, 간 비대, 비장 비대 및 장 문제(bowel problems)
가 있다.

1. 복부 팽만 및 탈장
복부 팽만은 간비장 비대와 근육 약화, 그리고 자세(posture)로 인하여 나타난다.
탈장은 복벽의 약해진 부분으로 복부 내용물이 밀려나오는 것으로, MPS I형 환자
에서 가장 일찍 나타나는 증상이다. 일반적으로 탈장은 서혜부 탈장 및 배꼽 탈장
이 흔한데, 이는 선천적이기보다는 후천적인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출생시보다 영
아나 아동 시기에 일어날 수 있다.

2. 간 비대 및 비장 비대
간비장 비대 또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다. 연구에 의하면 간 비대 증상이 나타나는
평균 연령과 빈도는 헐러증후군 1.1세(70.0%), 헐러-샤이에증후군 4.4세(66.5%),
샤이에증후군 9.4세(48.0%)였다. 비장 비대 증상의 경우 헐러증후군 1.2세(50.9%),
헐러-샤이에증후군 4.6세(47.1%), 샤이에증후군은 11.0세(27.6%)로 보고되었다.

3. 장 문제
헐러증후군 환자는 주기적으로 묽은 변(loose stool)과 설사 등의 장 문제로 고통받
는다. 그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율신경계 결손에 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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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연구에 의하면 글리코사미노글리칸(glycosaminoglycan, GAG)이 장관
신경세포에 축적되고, 이것이 비정상적인 장 운동의 원인이 되어 설사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통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는 헐러-샤이에 또는 샤이에증
후군 환자에서 더 흔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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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소보충요법의 실제
1. 효소보충요법의 실제
뮤코다당증(mucopolysaccharidosis, MPS) I형 치료제는 2003년에 recombinant
α-L-iduronidase(IDUA)인 laronidase(Aldurazyme®; Genzyme Corporation,
Cambridge, MA)가 개발되어 같은 해 미국과 유럽의 승인을 받았고, 한국에서
는 2005년 2월부터 환자들에게 투여되고 있다. Laronidase는 천연 리소좀 효
소 IDUA의 purified form으로, 당단백 효소의 올리고사카라이드 mannose-6phosphate(M6P) residues를 통해 세포막에 있는 M6P 수용체에 특이적으로 결
합한다. 결합한 laronidase는 세포 내 리소좀으로 들어가 축적된 글리코사미노글
리칸(glycosaminoglycan, GAG)을 대사시키는 기전으로 작용하며, 이로써 소변
GAG와 간비장 비대, 어깨 관절 각도 등의 증상을 호전시킨다.
1) 효소보충요법의 프로토콜
Laronidase는 5mL 플라스크에 0.58mg/mL의 농도로 들어있다. 사용 전에 2-8˚C
로 냉장 보관해야 하며, 이처럼 보관된 경우에는 주입을 위해 혼합한 후부터 주입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최대 24시간 동안 보관이 가능하다. 실온 보관은 피해야 한
다. Laronidase는 매주 0.58mg/kg을 약 3시간 동안 정맥주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최초 주사 시에는 입원하여 활력징후 및 부작용 등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
다. 자세한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다.
매 주사 시 체중을 확인하여 약물 용량을 확인하고, 시작 직전과 주입 속도 증량
시마다, 그리고 주입이 끝난 후에도 활력징후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체중이
20kg 미만인 환자의 경우, 생리식염수 100cc bag에 해당 효소의 volume을 제거
한 후 총 100cc가 되게 섞는다. 첫 15분간 2cc/hr → 다음 15분간 4cc/hr → 다음
15분간 8cc/hr → 다음 15분간 16cc/hr → 이후 32cc/hr의 속도로 주사한다. 환자
가 약 1년 동안 특별한 부작용 없이 주사를 잘 맞으면, 첫 10분간 10cc/hr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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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간 20cc/hr → 다음 10분간 40cc/hr → 이후 60cc/hr의 속도로 주사하여, 총
소요시간이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가 되도록 한다.
체중이 20kg 이상인 환자의 경우, 생리식염수 250cc bag에 해당 효소의 volume
을 제거한 후 총 250cc가 되게 섞는다. 첫 15분간 5cc/hr → 다음 15분간 10cc/hr
→ 다음 15분간 20cc/hr → 다음 15분간 40cc/hr → 이후 80cc/hr의 속도로 주사
한다. 환자가 약 1년 동안 특별한 부작용 없이 주사를 잘 맞으면 첫 10분간 40cc/hr
→ 다음 10분간 80cc/hr → 이후 120cc/hr의 속도로 총 소요시간이 2시간 30분에
서 3시간 정도가 되도록 한다. 주사 후반부에는 생리식염수 50cc bag을 연결하여
수액라인에 남아 있는 양(약 20cc)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주입 펌프에 따라 약
간씩 차이가 나서 결국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주사하게 된다.
2) 효소보충요법의 전처치
MPS I형 환자에서의 효소보충요법(enzyme replacement therapy, ERT)은 MPS II형
(헌터증후군) 치료에 비해 주입 관련 반응(infusion related reaction, IRR)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나, 외국 환자가 포함된 임상 3상 시험에서 유사 아나필락시스 반
응(anaphylactoid reaction)과 같은 심각한 IRR이 발생한 환자가 2례 보고된 바 있
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치료 시작 초기에는 전처치로 주입 30-60분 전에 해열제
와 항히스타민제를 경구로 투여하게 되며, 3개월 정도 지나면 해열제부터 중단을
시도하고, 이후 항히스타민제 중단도 시도하게 된다. 우리나라 MPS I형 환자들의
경우는 심각한 IRR은 드문 편이며, IRR을 경험하지 않은 환자들은 전처치 없이 치료
를 받고 있다.
3) 주입 관련 반응
ERT 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IRR로는 주로 얼굴 홍조, 두통, 발열, 발진 등이 있으며, 치
료 6개월이 지나면 발생 빈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IRR 발생 시 주입 속도를 줄
이고, 항히스타민,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피하 에피네프린 등의 약제로 조절하게 된다.
이에 대한 내용은「헌터증후군 길잡이」103~108 page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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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소보충요법에 대한 반응
ERT에 대한 반응은 환자 개개인의 중증도와 치료 시작 연령에 따라 다르다. 26주간
의 이중맹검, 위약 대비 조절 임상 3상 연구 결과, 치료 시작 4주 이내에 소변 GAG
가 54% 정도 감소되고 대부분의 환자에서 간 크기가 정상화되었다. 그리고 26주
후에는 폐기능을 평가하는 폐활량(vital capacity, VC) 수치가 평균 5.6% 호전되었
으며, 6분 걷기 검사상 38.1m가 증가되었다. 환자들의 특성이 다양하여 어깨 관절
각도 및 수면무호흡증과 관련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호전되는 경향을 보였다. 투박한 얼굴 모습도 치료를 통해 부드러워지나, 골이상증
과 신경계 증상은 뚜렷한 호전을 보이지 않았다.
5) 3세 미만 어린 소아에서의 효소보충요법의 시작
5세 이하의 환자에 대해서는 폐기능 검사나 6분 걷기 검사와 같은 협조가 필요한
검사가 불가능하므로, 임상시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평가 자료
가 부족하다. 따라서 낮은 연령의 환자들에 대해서는 의사 개개인의 임상 경험에 의
존하게 되는데, 질환의 중증도를 반영하고 치료에 즉각 반응하는 적절한 바이오마
커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 지표가 적당하지 않다고 해서 5세 미만 환아의
치료를 주저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정기적인 발달 평가와 함께 세심한 관찰이 필요
하다.
MPS I형을 확진 받은 환자라면, 가능한 조기에 ERT를 시작하는 것이 질환의 진행
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 치료가 몇 세부터 가능한지에 대한 정확한 원칙은 없으
나, 우리나라 MPS I형 환자의 경우, 생후 13개월에 진단되어 바로 ERT를 시작하고,
현재까지 특별한 부작용 없이 치료 중인 6세 환자가 있다. 3세 미만 신환의 경우,
효소 최초 주입 시 반드시 입원하여 권장 용량보다 저용량으로, 천천히 주입하는 것
이 안전하다. 첫 주에 권장 용량의 1/2, 둘째 주에 권장 용량의 2/3, 셋째 주에 권장
용량으로 주사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넷째 주부터 외래 효소 치료실에서 주사
를 맞는 것이 권고된다. 활력징후는 입원 시에는 시작 전, 주입 속도를 올릴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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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 후에 측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외래 효소 치료실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주입 전, 주입 후에 활력징후를 확인한다.
6) 중추신경계 증상을 동반한 환자의 효소보충요법
Laronidase는 뇌혈관장벽을 통과할 수 없으므로 중증 환자의 경우 중추신경계 문
제에 대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에서 치료 시작 후 초기에
기도 관련 증상의 호전으로 호흡기능이 좋아지고, 간비장 비대가 줄어들며, 관절이
부드러워지는 변화를 보이므로, 중증 환자에서도 치료의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 중
추신경계 증상이 있는 중증 환자의 경우 매주 ERT를 위해 병원을 내원하는 것 자체
가 힘들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부모가 치료에 열성적이라 중증 환자에서
도 치료 중단을 결정한 경우는 거의 없다.

2. 효소보충요법 시 추적관찰
ERT를 시행하더라도 기관별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는 각 과 전문의에 의해 병
행되어야 한다. 보존적 치료를 적절하게 하고 가능한 합병증에 대비하는 것은 환
자와 가족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진단 시의 초기 평가
와 ERT 시행 후의 시계열적인 변화에 대한 정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다. 진단
시에 시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검사와 ERT 시작 후에 정기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정리한 스케줄은 표 1과 같다. 경제적인 문제나 협조 불능으로 불
가능한 검사들은 되도록 제외하였고 필요 시에 시행하도록 하였다. 기본적으로 매
주 세심한 신체진찰과 6-12개월마다의 생화학적 평가, 행동 평가가 필요하다. 증
상이나 징후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환아의 경우에는 평가가 더 자주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는 리소좀 축적질환을 치료하는 센터에서 전문의에 의해 시행되는 것
이 권고된다. 기관별 평가는 환자의 협조가 필요한 검사를 시행해야 할 경우도 있
는데, 너무 어리거나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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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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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isease clinical assessments
GI
Abd US (hepatosplenomegaly)

✓

✓

Feeding problem (gastrostomy/L-tube)

✓

✓

Umbilical/inguinal hernia

✓

✓ (weekly)

Air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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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monary function test (if possible)

✓

Respiratory assist

✓

Number of episodes of pneumonia

✓

Sleep study (if needed)

✓

✓
✓ (weekl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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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pilepsy medication

✓

✓

MRI of brain

✓

✓ (if needed)

MRI of spine (if needed)

✓

✓ (if needed)

Cognitive testing
(DQ/IQ/developmental mileston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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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chocardiogram/ECG

✓

✓

NT proBNP

✓

✓

Chest PA

✓

✓

Visual acuity/Visual field

✓

✓

Fundoscopy/Retinoscopy (if needed)

✓

✓

Neurologic/CNS

Bone & Joint

Heart

Eye

Quality of life
Activities of daily living (FIM)

✓

Dental exam

✓

✓ (or year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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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S, mucopolysaccharidosis; GI, gastrointestinal; Abd US, abdomen ultrasonography; ENT,
ear, nose and throat; CNS, central nervous system;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DQ, developmental quotient; IQ, intelligence quotient; ECG,
electrocardiography; NT proBNP, N-terminal pro B type natriuretic peptide; PA, posteroanterior; FIM,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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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S와 관련된 여러 증상 및 징후는 비가역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적절한 중재를 통
하여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MPS에서 보일 수 있는 여러 장기
의 증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도 폐쇄 또는 전신마취 관련 합병증과 같
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증상과 관절운동장애 및 관절구축과 같은 일상생
활의 장애로 인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증상이다. 모든 경우의 질환 관련 증상을 인
식하고, 필요한 경우 각 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을 받아야 한다.
1) 일반 항목
(1) 의학사진: 일반적으로 얼굴과 전신사진을 각각 앞면과 옆면으로 촬영한다.
얼굴의 투박한 정도, 구부정한 자세, 복부 팽만, 다리가 휜 정도와 각각의 변
화를 파악할 수 있다. 치료 시작 전과 6개월 후, 그 이후는 필요한 경우에 촬
영한다.
(2) 신체 계측(키, 체중, 머리둘레): 체중은 주사약제의 용량을 결정하므로 적어
도 한 달마다 측정이 필요하다. 키와 머리둘레의 경우는 최소 3-6개월마다
측정을 통해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활력징후(혈압, 호흡수, 맥박수, 필요한 경우 산소포화도): 매주 주사 시작과
종료 후 확인이 필요하다. IRR을 경험했던 환자의 경우에는 더 자주 확인이
필요하다.
(4) 신체진찰: 매주 기본 신체진찰을 시행한다. 3-6개월마다 성 성숙도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
(5) 신경학적 진찰: 신체진찰 시 신경학적 증상이나 징후가 없는지 확인한다.
(6) 혈액검사 소견: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6개월에서 1년마다 CBC(cell blood
count), chemistry, electrolyte 등의 기본 혈액검사를 확인한다.
(7) 소변 GAG 검사: 3-6개월마다 확인한다.
2) 현재 복용하는 약물
항생제, 스테로이드 등 복용 약물에 대해 3개월마다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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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소보충요법
약물 이름, 약물 용량, 주입 빈도, 부작용, 전처치 약물에 대해 3개월마다 기록한다.
4) 각 장기별 평가
MPS I형 환자의 치료에서 첫 진단 시의 포괄적인 전신 평가는 치료를 통한 환자 상
태 평가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모든 환자에서 최소 연 1회 이상의 전신
평가가 필요하다. 연간 평가는 보통 2-3일 정도의 짧은 입원 기간을 통해 이뤄진다.
(1) 인지기능
진행성 인지장애는 중증 MPS I형의 특징이다. 초기에는 발달이 정상적으로 보
일 수 있지만, 12-24개월 무렵이 되면 인지장애가 뚜렷해진다. MPS II형이나
III형(산필리포증후군)에 비해 I형은 과활동이나 공격성을 보이기보다는 차분한
편이다. 인지 발달에 대한 평가는 진단 이후로 매년 시행하는 것이 권고된다.
인지기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신경 발달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
부분의 신경 발달 평가는 듣고,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환자
의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까지 표준화된 평가
방법은 없으나, 환자의 연령에 맞는 여러 기능 항목에 대해 매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환자의 역연령이 아닌 기능적 연령에 맞는 교육
을 시행해야 한다.
(2) 신경계
MPS I형 환자에서 교통성 수두증을 보일 수 있는데, 이러한 소견은 중증 환자에
서 더 흔히 나타난다. 뇌척수액 압력이 확연히 증가하여도 유두부종 및 구토 증
상은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머리둘레를 측정해 보아야 한
다. 중증의 경우 진단 당시와 이후 1-2년마다, 그리고 머리둘레가 급속도로 증
가할 때는 뇌 MRI 등 영상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경증의 경우 척수압박으로 경
추 불안정성을 보일 수 있고, 중증의 경우 경추 아탈구로 인해 척수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하지 약화, 비정상적인 걸음걸이를 보이는 경우 이러한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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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한다. 중증의 경우 진단 시에 경부 굴신 X-ray를 확인해야 한다. 제2
경추 이형성이 확인된 경우 1-2년마다, 또는 전신마취를 요하는 수술적 처치 전
에 X-ray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경증의 경우 2년마다 뇌척수 MRI를 평가하
는 것이 권고되고, 비정상적인 걸음걸이, 사지 감각이상이나 사지 약화 증상을
보일 때는 경부 굴신 X-ray와 척수 MRI 촬영 및 신경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
손목굴증후군의 경우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야간 통증,
무감각, 따끔거림 등의 증상이 초기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진단 시와 필
요 시에는 1-2년마다 신경전도검사를 고려해야 한다.
(3) 이비인후과
중증의 경우 지속적인 비루, 잦은 중이염을 동반하는 만성 재발성 비염을 보이
는 경우가 많다. 코골이, 거친 호흡 등 기도 폐쇄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는 아
데노이드편도절제술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정기적인 귀, 코, 목에 대한 검진
이 필요하다. 잦은 중이염, 중이 골이형성, 고막의 흉터, 신경 손상 등으로 인해
청력 소실이 생길 수 있으므로, 최소 1년마다 정기적인 청력 평가 및 필요 시 보
청기 사용이 권고된다.
(4) 안과
모든 MPS I형 환자는 정도는 다르지만 어느 정도의 각막혼탁을 수반하고 있으
며, 이로 인해 시력 감소가 생길 수 있다. 망막 퇴행으로 인해 말초 주변 시야 저
하가 생길 수 있으며, 간상세포 기능 부전으로 인한 야맹증이 생길 수 있다. MPS I
형 환자는 검안경 검사, 시력 측정, 녹내장 발견을 위한 안압 측정을 포함한 안
과 검진이 매년 필요하다.
(5) 호흡기계
MPS I형 환자는 제한성 폐질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천식 등으로 인해 심각
한 폐기능 부전의 위험이 있다. 큰 혀, 좁은 기관지, 두꺼운 성대, 잉여 기도 조
직으로 인한 상기도 질환, 반복적인 상기도 감염, 콧물, 아데노이드편도 비대,
좁아지는 기관, 두꺼워진 성대 등으로 인해 상기도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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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는 2-3세부터 코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수면 검사가 필요할 수 있
다.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야간 산소 공급, 아데노이드편도절제술, 지속양
압환기, 기관절개술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하면서 상기도 폐
쇄와 수면무호흡증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폐기능 검사는 6-7세 미만의 환자나
7세 이상이더라도 인지기능 장애가 있어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가 불
가능하다. 협조가 가능한 7세 이상의 환자에서는 폐기능 검사를 통해 호흡기능
저하의 진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심장
MPS 환자에서 심질환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악화될 수 있으며, 판막질환, 부
정맥, 심근병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폐심장증 등이 생길 수 있고, 이
는 호흡기 감염 이후 급사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모든 MPS I형 환자는 심전
도, 심초음파, 흉부 X-ray 등 심장 전문의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며, 진단 시와
1-2년마다 심장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7) 골 관절
저신장, 척추 이상, 관절구축, 손목굴증후군, 갈퀴손 등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운동에 제한을 주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저해한다. 뼈의 문제
는 MPS 환자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관절의 경직은 움직임에 제한을 주기
때문에 삶의 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신체기능을 보존하거나 개선시키기
위해 물리치료를 시행하지만, 움직임 장애에 대한 평가에서는 신경학적 이상
여부를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단 시에는 skeletal survey를 통해 뼈에 대
한 전체적인 평가를 하고, 이후에는 증상에 따라 필요 시 시행한다. 척추후만증,
척추측만증과 같은 뼈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평가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8) 치과
MPS I형 환자에서는 치아 및 잇몸에 문제가 생기고, 충치, 낭종, 농양 등이 생
길 수 있다. 특히, 잇몸 낭종의 경우 통증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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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잇몸 마사지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최소한 6개월마다 치과 전문의에 의
한 평가가 권고된다. 턱을 제대로 벌리지 못하거나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어 발치나 충치 치료 시 전신마취를 필요로 하기도 하나, 마
취 자체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9) 소화기계
GAG 축적으로 인해 간과 비장의 비대가 나타나지만, 간기능이나 비장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지지는 않는다. 배꼽 탈장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 후
재발할 수도 있다. 자율신경 이상으로 인해 특별한 원인 없이 만성 설사를 보이
기도 하며, 질환이 진행하여 움직임이 적어지면 변비를 보인다. 그 외 삼킴 장애
를 보일 수 있다.
(10) 마취 문제
대부분의 MPS I형 환자는 턱관절 움직임 장애, 짧은 목, 큰 혀, 많은 분비물로
인해 전신마취로 인한 위험이 높다. 기관지 삽관 자체가 힘들 수 있으며 마취
의 위험은 연령의 증가와도 비례한다. 수술 후 기도 폐쇄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
서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관찰을 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응급상황 시 기관절
개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해 미리 보호자에게 설명을 한 후 동의를
구하고 수술에 들어가게 된다. 전신마취를 요하는 수술 시에는 이 질환에 대한
경험이 많은 마취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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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혈모세포이식
조혈모세포이식(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HSCT)은 1980년에
Hobbs 등에 의해 뮤코다당증(mucopolysaccharidosis, MPS) I형 환자에서 처
음 시도되었다. 이후 HSCT에 대한 사망률이 감소하고 생존율이 90% 이상 증
가하여 많은 환자들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30년간 약 500명 이상의
MPS IH형(헐러증후군) 환자들이 HSCT를 시행받았다. 효소보충요법(enzyme
replacement therapy, ERT)은 뇌혈관장벽(blood brain barrier)을 통과하지 않아,
MPS I형 환자들의 증상 중 하나인 신경인지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다. 그러나 HSCT의 경우, 조기에 시행하게 되면 신경인지기능을 유
지시키고 다른 신체 증상을 호전시키며 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일 수 있
다. 특히, 병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신경인지기능의 악화를 보이는 MPS I형 환자들
에서는 HSCT의 장기간 생존율을 증가시키고 신경계 증상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
과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외 다른 형태의 MPS 환자들에서의 효과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이에, 이식과 연관된 위험성으로 인해 현재는 빠르게 진행되는
신경학적인 증상이 있는 MPS I형 환자들에서만 HSCT가 표준적인 치료로 고려되
고 있다.
HSCT 시행 후 적응 정도를 감시하기 위해 α-L-iduronidase(IDUA) 활성도 및
공여자와 수여자에서 유래된 각각의 말초 백혈구 수의 비율을 확인하여야 한
다. 생착의 정도는 간과 편도, 결막, 척수액과 소변에서 글리코사미노글리칸
(glycosaminoglycan, GAG)이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지를 보고 파악할 수 있다.
생착한 후에도 효소가 얼마나 전달되었는지에 따라 임상증상이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 HSCT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신경인지기능이 유지되면서 일부 신체 증
상을 향상시키고 생존율을 뚜렷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 이식 후 1년 안에 간비장
비대가 사라지거나 감소하며, 특징적인 얼굴 형태도 호전되고 관절의 경직,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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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호흡증, 심질환 및 청력 소실도 호전됨을 관찰할 수 있다. 심근의 기능과 관상동
맥의 삼투성도 좋아지면서 안정화된다. 그러나 일부 판막협착이나 역류에는 호전
되는 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판막이 점차 두꺼워지거나 기능 이상 또는 탈출 등의
증상이 보일 수도 있다. 각막혼탁과 시신경유두부종 등의 증상도 호전을 보이는데
이는 뇌압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망막에 대한 효과는 아직 확실
하지 않으며, 점차 변성이 진행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HSCT는 골질환에는
효과가 없는데, 이는 효소가 연골세포에 투과되지 않고 골세포로 교정되거나 대
체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등허리 척추후만증으로 진행되거나 척수관 압박
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침습적인 정형외과적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미세아교세
포의 회전과 공여자의 세포로 치환되는 것이 느리기 때문에 뇌신경에서의 효과는
천천히 일어나게 된다. 신경심리학적인 향상은 이식을 시행한 연령과 연관이 있는
데, 24개월 이전에 시행한 경우 더 좋은 효과를 관찰할 수 있다.
HSCT의 시행 후에 처음 몇 년 동안은 임상증상이 호전되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상대적으로 이식 실패의 위험성이 증가하기도 하고, 자가
골수의 재구성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이식편대숙주병과 같은 이식의 합병증이 일
어날 수 있어 이식 성공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또한, 감염과 신장, 심장, 호흡기,
혈액 등의 합병증이 연관되어 생길 수도 있다. 초기에는 HSCT와 관련된 사망률이
18-44%, 5년 생존율이 50-75% 정도로 알려졌는데, 최근 결과에 따르면 HSCT 관
련 사망률은 전반적으로 약 15%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HSCT 전후에 축적된 GAG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 ERT를 같이 사용
하는 혼합요법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ERT를 같이 혼합하여 이식한 환자들이 치료에 더욱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ERT가 생착을 방해하지 않고 이식 후 이환율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또한, 호흡기와 심혈관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식 전의 환
자 상태를 호전시켜 이식 후의 이환율과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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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치료의 개발
1980년대에 뮤코다당증(mucopolysaccharidosis, MPS) I형의 치료로써 조혈모세
포이식(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HSCT)이 시행되기 전까지 MPS
I형의 치료는 보존적인 치료에만 머물러 있었으나, HSCT가 시행되면서 보다 질병
특이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HSCT로 주입된 효소는 뼈에 대한 침투
도가 낮아 골질환을 호전시키지 못했다. 또한, HSCT를 통해 일부 중추신경계 질
환을 호전시킬 수는 있으나, 만 2세 이전의 낮은 연령에 시행되어야만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으며, HSCT 자체에 따르는 생착 실패, 이식편대숙주반응, 면역억제
및 감염과 관련된 사망의 위험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후, DNA 재조합 기술에 의해 재조합 단백질인 laronidase가 개발되었고, 2003년
에 알두라자임(Aldurazyme®; Genzyme Corporation, Cambridge, MA)이 미국 FDA
와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효소보충요법(enzyme replacement therapy,
ERT)이 시행되고 MPS I형의 치료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한편, ERT는 간비장
비대나 연부조직에 대한 효과는 좋으나, 환자가 평생 1주마다 정맥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번거로움, 항체의 생성, 뇌혈관장벽(blood brain barrier)을 통과하지 못하
여 신경계 증상의 진행을 막을 수 없다는 한계점 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새로운
치료의 개발이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새로운 치료법은 현재의 치료로 기대하기 힘든 신경계 증상의 호전을 주요 목표로
하며, 그 자체로 새로운 치료가 되거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ERT나 HSCT의 효과
를 높이기 위해 부가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1. 화학적 샤페론치료
ERT가 분자량이 큰 효소 단백질을 투여하는 치료인 것에 반해, 분자량이 작은 화
학적 샤페론(chemical chaperone)을 이용하면 뇌혈관장벽을 통과할 가능성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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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다. 또한, 화학적 샤페론은 경구 투약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HSCT나
ERT는 환자의 돌연변이 종류와는 무관하게 적용되지만, 샤페론은 유전자 돌연변
이의 종류와 잔존 효소 활성도의 정도에 따라 치료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샤
페론은 특정 돌연변이를 가진 불활성 효소에 결합하여 효소 단백이 정상적인 3차
원 구조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효소의 활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분자이다.
MPS I형에서 1-deoxyidronojirimycin을 사용한 전임상시험이 시행된 바 있다.

2. 효소를 직접 뇌로 전달하는 치료법
현재 ERT에 사용되는 단백질 효소는 분자량이 커서 뇌혈관장벽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신경계 증상이 있는 MPS IH형(헐러증후군) 또는 MPS IH/S형(헐러-샤이
에증후군) 환자의 뇌신경 증상을 호전시킬 수 없다. 따라서 척수강 내(intrathecal)
또는 뇌실 내(intraventricular)에 효소를 투여하여 신경계로 직접 전달하는 치료를
개발하게 되었다. 이미 신경계 증상이 있는 여러 MPS 동물 모델에서 척수강 내 효
소주입치료가 효과적이라는 보고들이 있어 왔다. 헐러증후군 동물 모델에서 척수
강 내 효소주입치료가 중추신경계 병리를 호전시키는 데 효과적임이 보고되었고,
뇌실 내 효소주입치료의 성과도 보고되었다. 더 나아가 헐러증후군 환자에서 척수
강 내 효소주입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시험도 진행되고 있어, 그 결
과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도 주기적으로 평생 척추천자를 해야 하
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실제 임상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치료 도구
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3. 고용량 효소보충요법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맥주사를 통한 ERT 효소 용량(0.58mg/kg/week)으로는 뇌
혈관장벽을 통과할 수 없다. 하지만 20배의 고용량 효소(11.6mg/kg/week)를 MPS
I형 동물 모델에게 4주간 정맥 투여 시, 리소좀 내 축적물이 감소하고 뇌병리가 호
전되었으며, 인지기능 장애를 호전시켰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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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를 통한 고용량 ERT로 뇌혈관장벽을 통과하여 뇌실질에 효소가 전달되는 기
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없는 상태이고, 아직까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는 없기 때문에, 고용량 효소치료의 안전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4. 유전자치료
유전자치료(gene therapy)는 돌연변이가 있는 세포에 정상 IDUA 유전자를 직접
주입하여 돌연변이 유전자를 대치하는 치료이다. 정상 유전자를 전달하는 매개체
로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 외에 환자의 세포를 추출한 후 유
전자를 변형시켜 결핍된 효소를 생산할 수 있게 조작한 후 다시 환자에게 주입해주
는 자가 이식방법, 줄기세포를 이용한 유전자치료 방법 등이 연구되고 있다.
1)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유전자치료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레트로바이러스(retrovirus)나 아데
노바이러스(adenovirus), 혹은 렌티바이러스(lentivirus)를 벡터로 이용하였다.
환자의 섬유아세포에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하여 유전자치료를 시행한 결과는 좋
은 성과를 보였지만, 동물 모델에서 시행한 in vivo 실험들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리고 효소 발현의 정도를 치료 농도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는데, 이는 처음에는 효소 발현 농도가 높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
록 벡터가 삽입되어 단백질을 생산하는 세포에 대한 체내 면역반응이 일어나 효
소를 발현하는 세포가 파괴되거나 삽입된 유전자가 불활성화되기 때문이다.
MPS I형 동물 모델에서 직접 뇌실질 내에 아데노-관련 바이러스(adeno-associated
virus, AAV) 벡터를 주입하여 정상 IDUA 유전자를 전달하는 유전자치료로 뇌조
직 병리를 교정하고 행동장애를 호전시켰다는 보고도 있었다. 그러나 직접 뇌실
질 내에 바이러스 벡터를 주입하면 벡터가 주입된 곳에 인접한 뇌조직 병리만 교
정되고 주변 뇌조직에는 염증반응을 일으킨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뇌실질 내로
반복적으로 벡터를 주입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적용하기 힘든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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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14년 Hinderer 등은 신경계에 친화성을 가진 AAV 벡터인 AAV9 벡터
를 MPS I형 고양이 모델의 척수강 내에 주입하는 유전자치료를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AAV9 벡터를 척수강 내에 투여함으로써 중추신경계에 특별한 부
작용 없이 효율적으로 뇌 전반의 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glial cell) 및 척수에 효
소를 전달할 수 있으며, 뇌신경계 병리를 거의 완전하게 교정할 수 있음을 보고
하였다.
2) 줄기세포를 이용한 유전자치료
줄기세포를 이용한 유전자치료법은 효율적인 효소 생산을 위해 줄기세포를 특정
세포로 분화되도록 유전자를 조작하는 방법이다. MPS 동물 모델에서 골수 중간
엽 줄기세포(bone marrow mesenchymal stem cell) 또는 신경 줄기세포(neural
stem cell)를 이용한 세포기반(cell-based) 유전자치료가 연구된 바 있으며, 동물실
험에서 정상 효소 유전자를 발현하도록 유전적으로 조작된 줄기세포를 주입함으로
써 중추신경계 내의 리소좀 축적물을 감소시켰다는 보고도 있었다. Ellinwood 등
은 MPS I형 동물 모델에서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중추신경계 리소좀
내 축적물을 감소시켰음을 보고하였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도 시행된 바 있다. Staba 등이 제대혈유래 줄기세포
(umbilical cord blood-derived stem cell)를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 효소 농도의
증가와 인지기능 호전을 보고하였고, Peters와 Boelens 등은 골수 줄기세포(bone
marrow stem cell)를 이용하여 시행한 임상시험에서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느려
지고 생명 연장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세포실험과 동물 모델을 통한 전임상 및 임상연구를 통해 유전자치
료로 MPS I형을 치료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유전자치료가 성공하면 신경계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유전자치료에 있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
제는 정상 IDUA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발현하여 치료 수준에 도달하게 할 수 있는
안전한 유전자 전달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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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적절한 벡터의 선택, 면역억제제의 사용, 벡터 주입경로, 효과의 지속성, 윤리
적 문제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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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전상담 및 산전진단
유전상담은 환자 가족에 대한 지지 및 관리의 중요한 요소로서, 이 질환의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유전상담의 대상에는 환자의 부모,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환자, 환자 혹은 보인자의 형제 및 자매, 환자의 배우자를 반드시 포
함시켜야 한다. 유전상담의 목적은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질병과 관련된 의학적인
사실, 유전 방식, 형제 및 자손에서 질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등을 전달함
으로써 질환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유전상담은 환자 및 고위험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간의 지체 없
이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환자를 둔 모든 가족에서 시행되
어야 한다. 그리고 환자 및 환자 가족 모임 등이 정신적 지지 및 정보를 공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새롭게 진단된 환자들에게는 연고지의 환자 및 환자
가족 모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환자 가족에서의 위험도
1) 환자의 부모
환자의 부모는 대부분 질병 유전자의 보인자로 IDUA 유전자 돌연변이를 이형접
합체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형접합체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뮤코다당
증(mucopolysaccharidoses, MPS) I형의 보인자 빈도는 민족집단에 따라 다르
며, 흔히 관찰되는 돌연변이 종류 또한 민족집단에 따라 매우 다르다.
2) 환자의 형제
MPS I형 환자의 형제들은 각각 매 임신 시마다 MPS I형에 이환될 확률이 25%
이며, 50%는 MPS I형 돌연변이의 보인자이고, 25%는 정상이다. 보인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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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3) 환자의 자녀
환자의 자녀는 모두 IDUA 유전자 돌연변이의 보인자가 된다. MPS I형의 보인
자 빈도는 민족에 따라 매우 다르다.

2. 가족검사 및 보인자 여부의 확인
1) 생화학적 검사
보인자와 정상(보인자가 아닌) 인구에서의 효소 활성도가 겹치는 부분이 크기 때
문에, 보인자의 확인에 있어 말초 백혈구를 이용한 α-L-iduronidase(IDUA) 효소
활성도 검사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2) 분자유전학적 검사
환자에서 확인된 IDUA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환자의 고위험 가족에 대
해 환자에서 확인된 IDUA 유전자 돌연변이의 보유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돌연
변이가 확인된 환자 혹은 보인자의 배우자 또한 임신 전에 분자유전학적 검사를
이용한 보인자 분석이 가능하다.
3) 산전진단
확인된 IDUA 유전자 돌연변이를 보유한 환자 가족의 경우, 다음 임신 시 융모막
검사 혹은 양수 검사를 통해 확보한 태아 세포의 유전자 분석으로 태아의 MPS I형
이환 여부를 산전진단할 수 있다.
태아 세포를 이용한 효소 활성도 검사는 융모막 검사 혹은 양수 검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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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한 태아 세포를 배양한 후 IDUA 효소 활성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
러나 정상 융모막 세포에서도 IDUA 효소가 낮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
에 결과의 해석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양수에서의 글리코사미노글리칸
(glycosaminoglycan, GAG)을 측정하는 방법의 경우, GAG가 정상 태아에서도
많이 분비되므로 산전진단에는 이용하지 않는다.
4) 착상 전 유전진단
착상 전 유전진단 또한 확인된 IDUA 유전자 돌연변이를 보유한 환자 가족에서
산전진단의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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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증도 점수 체계와
뮤코다당증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
1. 중증도 점수 체계
현재까지 뮤코다당증(mucopolysaccharidosis, MPS) II형인 헌터증후군을 비롯하
여 다른 형의 MPS에 대한 중증도 점수 체계는 확립되지 않았다. 소변 글리코사미
노글리칸(glycosaminoglycan, GAG)이나 heparin cofactor II-thrombin complex
가 바이오마커로 제안되기도 하였으나, 질환의 중증도를 질환-특이적으로 평가하
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PEDI(pediatric evaluation of disability inventory)와 북아
메리카 소아정형외과협회에서 개발한 검사 역시 더 많은 수의 환자에서 그 유효성
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환자 개개인의 질환 상태와 진행 정도, 치료 효과, 치료 용량, 질환 타입에 따른 중
증도의 차이를 표준화된 방법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지만, MPS와 같은 희귀질환에
서 중증도 점수 체계를 확립하고 입증하는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헌터
증후군 길잡이」
에서는 우리나라 환자를 위한 중증도 점수 체계를 version 1으로
만들었다. 국내외 MPS 관련 문헌들을 참고하였으며, 국내에서 MPS의 각 증상에
대해 경험이 많은 각 과의 전문의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협조가 되지 않아 시행
이 어려운 검사 및 경제적인 이유로 자주 확인하기 어려운 검사들은 제외하거나
최소화하였으며, 되도록 효소보충요법(enzyme replacement therapy, ERT) 시 추
적관찰 내용과 일치하게 하였다. 이번「헐러증후군(I형) 길잡이」에서는 더 많은 토
의를 거쳐서 version 2(표 1)를 소개한다. 이는 현재 미국재활의학지(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APMR)에 반영되어 있는 version으로, 추후
실제 환자들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더 많은 토의와 입증이 필요하다. 일상생활
에 대한 점수를 다음과 같은 FIM(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으로 나타내
어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였다. 평가 항목은 소화기계, 호흡기계, 이비인후과, 중
추신경계, 골격계, 심혈관계, 안과, 성장에 관련된 사항으로 총 8가지이다. MPS에
서 나타나는 주요 증상들로부터 파악하기 쉬운 항목을 선택하여, 각 항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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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를 심한 정도에 따라 0-3점으로 설정하였다. 외과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증상
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력으로 보았을 때 점수가 크게 매겨질 수 있도록
설정하였으며, 8개 항목에 대한 점수를 기입하고 각 점수의 합계를 총 점수로 산
출하여 0-48점까지의 범위로 분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복잡한 검사 없이 비교적
간단하게 파악한 상태로 중증도를 점수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소화기계
(1) 간비장 비대: MPS의 중요한 특징이며, 치료에 대한 변화가 큰 간비장 비대에
대해서는 신체 검진상 촉진을 통해 파악하거나, 복부 초음파를 참고하여 중증
도를 평가할 수 있다. 소아 환자에서 간 촉진 시 우측 늑골 경계로부터 2cm
이상 내려와 있는 경우 간 비대를 의심할 수 있으므로 우측 늑골로부터의 거
리에 따라 중증도를 구분하였다. 그리고 비장 비대의 경우 역시 좌측 늑골로
부터의 거리에 따라 구분하였다.
(2) 배꼽 탈장: MPS I형 환자들이 수술하게 되는 흔한 원인이 되며, 재수술이 필
요한 경우도 있다.
(3) 섭식장애: 질환이 진행할수록 스스로 삼키지 못하고 비위관이나 위루를 사용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구분하였다.
(4) 잦은 설사: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중증도를 평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중증
도 항목에서는 제외하였다.
2) 호흡기계
(1) 수면무호흡증: 폐쇄를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아데노이드편도절제술을 우선
적으로 시행하고, 절제한 경우에 지속양압환기(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CPAP) 또는 BiPAP(bilevel positive airway pressure)를 통해 기도
를 유지하게 되며, 그 이후에는 기관절개술을 고려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구
분하였다.
(2) 대부분의 MPS I형 환자에서 협조가 되지 않아 폐기능 검사는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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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중증도에서는 제외하였다.
3) 이비인후과
(1) 반복되는 중이염: MPS I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견이므로, 최근 1개월 내
약물 치료 여부와 환기관 삽입 등의 수술력에 따라 구분하였다.
(2) 아데노이드편도 비대: 수면무호흡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필요 시 절제술
을 시행하므로 이에 따라 구분하였다.
(3) 청력 검사: 청력 소실은 MPS I형 환자 대부분에서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행동
장애와 학습장애로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청력 검사 결과에 따라 구분
하였다.
4) 신경계
(1) IQ(Korean-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 III, K-WISC-III)DQ:
점수에 따라 구분하였다.
(2) 교통성 수두증
(3) 척수압박
(4) 뇌전증(epilepsy): 발작 여부에 따라 약물 복용 및 삶의 질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뇌전증의 여부는 중요한 평가변수이다.
5) 골격계
(1) 척추측만증: 각도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수술한 경우 가장 높은 점수가 되도
록 구분하였다.
(2) 손목굴증후군: 증상이 있을 경우 근전도를 통해 경증, 중등증, 중증으로 객관
적인 구분이 가능하나, 검사 없이도 중증도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어깨 관절 각도: 각 관절의 각도를 재는 것은 환자의 협조를 얻어야 하고 측정
자와 환자의 당시 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어서 객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나, 어깨 관절의 경우에는 측정이 비교적 용이하여 각도의 정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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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였다.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항목에서 여러 관절의 운동장애
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심혈관계
(1) 심부전의 유무와 정도를 NYHA grade에 따라 구분하였다.
(2) 판막 이상의 정도를 유무, 약물 복용, 수술적 치료 여부에 따라 구분하였다.
7) 안과
(1) 시력 저하 정도: 시력이 좋지 않아 0.02 미만의 시력을 가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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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를
혼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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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S I형 환자의
성장 곡선을 통해 키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지만, 효소치료가 이미 가능해졌
으므로 일반 소아의 성장 곡선에서 연령/성별에 따른 SDS로 평가한다. MPS I형
의 경우 만 3세까지는 일반 소아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빠른 듯한 경향을 보이
다가, 이후 성장 속도의 둔화가 시작되어 만 8세경이 되면 성장 저하가 매우
뚜렷하게 드러난다. 작은 키는 환아 및 부모에게 신체적 제한뿐 아니라 정신
적인 어려움을 안겨주므로, 이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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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ght SDS

8. Growth

≧-2

‡

surgical intervention

≧-3 and <-2

yes, doesn’t affect daily life

≧-4 and <-3

difficulty with daily activities

moderate or medication

moderate (NYHA‡ III)

mild

90°-135°

mild (NYHA‡ II)

surgical intervention

>40°, or surgical intervention

intractable

strong paralysis

surgical intervention

35-49

≧60dB or hearing aid

tonsillectomy/adenoidectomy

surgical intervention

nocturnal O2 or CPAP

L tube or PEG tube

135°-180°

yes symptom

20°- 40°

medication

vision: no light perception, light perception, or hand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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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ned to bed or chair; any physical activity brings on discomfort and symptoms occur at rest.

†

no

none

valve deformity

reduction in vision

none

180°

shoulder flexion

heart failure

no symptom

carpal tunnel SD

<20°

no

epilepsy

brisk DTR

yes

no

<60dB

yes
50-69

no

7. Eye

6. Heart

yes symptom
medication (recent 1 month)

<30dB

hydrocephalus

5. Bone & joint scoliosis

yes
difficulty

subcostal distance 5-10cm

2

Disease severity score
subcostal distance 2- 5cm

1

≥70

spinal cord compression

IQ

audiometry

4. CNS

no

hypertrophic tonsil/adenoid

none
no

sleep apnea

recurrent otitis media

feeding disturbance

2. Airway

none
none

umbilical hernia

3. ENT

none

hepatosplenomegaly

1. GI

0

Assessments

중증도 점수 체계

Disease
domain

표1

<-4

vision†

severe or surgical intervention

severe (NYHA‡ IV)

<90°

surgical intervention

surgical intervention

<35

deafness

ICU care

repeated operation

subcostal distance >10c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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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뮤코다당증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 FIM
MPS 환자는 신체적인 제한뿐만 아니라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ERT를 통한 효과의 지표로 삶
의 질과 관련된 측면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움직임과 자기 관리에 초점을
둔 평가지표로는 SF-36(36 item short form health survey), CHAQ(childhood
health assessment questionnaire), CHQ(child health questionnaire), HUI(health
utilities index) 등이 있으며, 그 중 SF-36는 삶의 질과 관련하여 비교적 많이 알려
져 있고, 신체와 정신적 측면을 모두 다룬다. 많은 논문에서 사용한 평가 방법이기
는 하지만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므로, MPS 환자에게 적용 시에는 환
자에게 묻는 문항에 보호자가 답변을 해야 한다. CHAQ는 초기에 청소년 관절염
환자들을 위해 개발되었고, 만성 질환에서 비교적 많이 이용되었다. 일상생활에서
기능적인 면과 독립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정신적인 측면은 다루지 않았다. CHQ
는 5-18세 소아의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평가도구로 14개의 신체 항목
과 정신사회적 항목을 모두 포함한다. 환자가 12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용을 이용
할 수 있으며, 50개 항목(CHQ-PF 50)과 28개 항목(CHQ-PF 28)이 있다. 12세 이
상의 환자용으로는 87개 항목(CHQ-CF 87)이 있다. 점수는 각각 분석되어 합산된
다. 0-100점 범위이며, 높은 점수일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뜻한다. CHQ는 MPS I형,
니만-피크병(Niemann-Pick disease)과 같은 희귀질환에서 사용된 적이 있으며 관
련 논문도 많은 편이다. 질병 특이적이지는 않으나 다른 질환에서 비교적 많이 사
용되었고, 신체적·정신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면서, 부모용과 환자용이 모두 있다
는 것이 CHQ의 장점이다.
이번 책자에서 소개할 ‘FIM’은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의 약자로, 일상
생활을 평가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뇌졸
중, 다발성 경화증, 신경근육질환, 심폐질환 등 만성 질환에서 많이 사용되었고, 다
양한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다. 간단한 체크리스트로 30분 이내의 시간에 환자와 보
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각 항목을 점수화하여 평가할 수 있다. CHQ와 비교한 FIM
의 상대적인 장점은 다양한 연령에 적용이 가능하고,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며, 단
시간에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평가 항목과 점수화 방법은 표 2와 같다.
88

4장_ 그 밖의 이슈

표2

FIM의 평가 항목과 점수화 방법

FIM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The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FIM) scale assesses physical and cognitive disability.
For detailed information of scoring, please refer to <Mannual of FIM*>
*

accompanying sheet

Physical Items
Items

Score

Eating
Grooming
Bathing / Showering

Self-Care

Toileting
Upper body dressing
Lower body dressing

Sphincter control

Bladder management
Bowel management
Bed / Chair / Wheelchair transfer

Transferring

Toilet transfer
Tub and Shower transfer

Locomotion

Walking/Wheelchair locomotion
Stairs
Cognitive Items
Items

Communication

Score

Comprehension (hearing & visual)
Expression (voice & non-voice)
Social interaction

Social cognition

Problem solving
Memory

Total Score
(total score: 18-126)

7 score for each item
Score
7
6
5
4
3
2
1

Level
No Helper Required

Description
Fully Independence
Patient requires use of a device, but no physical assistance

Requiring only standby assistance or verbal prompting or help with set-up
Helper
Requiring incidental hands-on help only (subject performs > 75% of the task)
(Modified Dependence)
Subject still performs 50–75% of the task
Subject provides less than half of the effort (25–49%)
Helper
(Complete Dependence) Subject contributes < 25% of the effort or is unable to do the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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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PMN과 APMR 소개
1. 아시아 지역 뮤코다당증 관련 협력 체계의 구축
1) 아시아 태평양 뮤코다당증 네트워크
뮤코다당증(mucopolysaccharidosis, MPS)은 질환의 빈도가 낮아서 이러한 질
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들도 많지 않다. 그러므로 아시아뿐만 아
니라 태평양, 나아가 전세계의 MPS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 전문의들이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국제적
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 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2013년
1월에 우리나라, 일본, 대만의 MPS 전문의들이 중심이 되어 아시아 태평양 MPS
네트워크(Asian Pacific MPS Network, APMN)가 만들어졌으며, 최근에는 아
시아 지역 다른 나라들의 참여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MPS 환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치료 및 추적관찰을 하기 위
해 2014년에 환자 등록 시스템(Asian Pacific MPS Registry, APMR)을 구축하
였으며, 이러한 시스템은 추후 MPS 관련 국제 공동 임상연구에서도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아시아 태평양 환자 등록 시스템
현재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MPS I형, II형, IV형, VI형에 대한 환자 등록 시스템
이 구축되어 있다. 환자 관리를 통해 질환 자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효소보
충요법(enzyme replacement therapy, ERT) 등의 치료를 통한 장기간 효율성
및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며,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도 표준화된 추적관찰이 필요하다.
유럽과 미국 중심의 기존 MPS 관련 등록 시스템은 제약업체가 중심이 되어 만들
어졌다. 하지만 그보다는 APMR과 같이 MPS 환자를 직접 보고 치료하는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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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의한 환자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환자들의 실제 상태와 치료
에 의한 효과나 부작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자 등
록 시스템을 통해 일관성 있게 추적관찰을 하고, 치료를 통한 호전에 대한 증거
를 수집 및 분석하여, 진료의 적정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한국 뮤코다당증 연구회
국내에서도 우리나라 MPS 환자들의 특징과 의료 환경에 맞는 치료 가이드라인
을 만드는 사업이 한국 MPS 연구회(Korean MPS Expert Council, KMEC)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집필위원장 삼성서울병원의 진동규 교수를 필두로 MPS 환
자들의 ERT에 직접 참여하는 전국 각지의 전문의들이 집필위원으로 구성되어,
2014년 5월에「헌터증후군 길잡이」
가 첫 번째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본 단
행본은 두 번째 출판되는 책자이다. 추후로도 MPS의 다른 아형에 대한 책자와
최신 정보로 구성된 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2. 환자 등록 시스템
MPS 환자의 발생 빈도, 임상적 특징, 지속적인 추적관찰, 표준화된 치료 시행,
ERT의 효과와 안전성 평가, 환자 및 보호자에게 표준화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해
서는 MPS 환자들을 통일된 방법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APMN
의 주요 사업으로 2014년도에 APMR을 구축하였으며, 치료 여부 혹은 치료제와
상관없이 환자 관리를 위한 등록 사업을 시작하였다.
APMR은 각 나라 병원 별로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등록 시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표 1에 정리하였다. 현
재 한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가 주축이 되어 동아시아 지역의 MPS 환자 등록
관리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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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환자 등록 형식

APMR (Asia Pacific MPS Registry - Entry form)
MPS Type

*Registry Code:

*Date of Entry:

Informed consent obtained by Parents/Legally Acceptable Representative (LAR)

Name of doctor
Name of hospital
Name of patient
*Date of birth
*Nationality
*Ethnic Origin
Current age
Gestational age
Birth weight
◦ Yes

*Initial symptom

*Symptom for Dx

*Height
*Weight
Head circmuference

Attending Physician
Given name
Department
Patient Information
Family name
Given name
*Sex
*Country of Residence
*Consanguinity
year
month
Birth History
weeks
Head circumference
g
Birth height
Family history
◦ No
Presentation
Course face
Growth retardation
Extensive mongolian spot
Joint contracture
Joint pain
Developmental delay
Hernia
*Age at presentation
Frequent otitis media
Corneal clouding
Prenatal diagnosis
Kyphosis
Genu valgum
Hepatosplenomegaly
Course face
Growth retardation
Extensive mongolian spot
Joint contracture
Joint pain
Developmental delay
*Age at diagnosis
Hernia
Frequent otitis media
Corneal clouding
Prenatal diagnosis
Kyphosis
Genu valgum
Hepatosplenomegaly
Height SDS
cm
kg
Weight SDS
cm
Head circumference SDS
Family name

Dx before MPS

*Specialist who referred

◦ Hurler

Iduronidase
◦ None
◦ Not Done
◦ No
◦ No

◦ Male

◦ Female

◦ Yes

◦No

cm
cm

year

month

Prenatal diagnosis

year

month

◦ Pediatrician
◦ Orthopedic surgeon
◦ General surgeon
◦ Radiologist
◦ Ophthalmologist
◦ Other

*Severity of MPS I
◦ Scheie
◦ not determined
Diagnosis
Biochemical Diagnosis
◦ Blood ◦ Fibroblast ◦ Other
nmol/ng protein/hr
normal range
nmol/mg protein/hr
Urine Test
◦ Urine GAG
◦ Urine uronic acid
*Molecular Genetic Testing
◦ Done
*History of ERT
◦ Yes
*History of HSCT
◦ Yes

◦ Hurler-Scheie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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