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XLH).

6편의 호주 환자 경험담. 



2021년 2월,  Kyowa Kirin  Australia는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XLH) 환자

그룹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는 XLH와 함께 살아가는 환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질환이 환자 본인에게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공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XLH는 다음과 같은 많은 어려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초기 진단,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관리 옵션 부족, 

불쾌감을 주는 약물에 대한 환자의 복약 

준수, 환자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양한 

증상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모니터링1

이러한 어려움은 XLH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의료진과 일반인이 매우 적은 상황에서 

환자에게 신체적1, 정서적2, 심리적3 으로 

부담이 됩니다. 이 질병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진단의 지연 또는 잘못된 진단1

및 따돌림4과 같은 문제로 이어집니다.

XLH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직면한 

모든 어려움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환자 

경험담은 용기,회복 및 희망으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XLH)의 유전학적 특성을 잘 알게 되면서, 로이스와 안젤라는

로이스의 XLH가 그들의 딸에게 유전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지아의 XLH 진단은 처음

직면하는 경험이었지만, 이들은 엄청난 용기, 결단력, 변함없는 보살핌으로 그에 맞섰습니다.

조지아 
(GEORGIA) 

아버지 로이스, 숙모 앤지, 할머니 수와 마찬가지로, 조지아는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XLH)을 앓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안젤라는 그녀와 그녀의 남편 로이스가 가정을 꾸리기

전에 “매우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아이를 갖기로

결정하기 전에 이 질병과 가족력에 대해 정말 잘

이해했어요.”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임신한 후 로이스의 딸에게 XLH가 유전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딸아이가 이 질환을 갖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젤라는 딸아이가 생후 3개월에 인산염 보충제를 먹기 

시작하는 것을 보기 힘들어 했고, “재갈을 물린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복용량이 변경될 때마다 작업장 건강 및 

안전 예방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말할 것도 없고 유치원에서 

조지아에게 약물을 어떻게 투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그녀는 조지아가 약물 복용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걱정했고, 나이가 들면서 조지아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학교에 있을 때 자신의 인산염 약을 버릴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습니다. 조지아는 인산염 보충제 뿐만 아니라, 질병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루에 두 번 복용하는 활성 비타민 D도 

처방받았습니다. 

조지아의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잦은 진료 예약과 

평가는 안젤라와 로이스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이를 꼭 잡아 고정시켜야 할 때 그걸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안젤라는 성장 제한, 굽은 다리, “다른 아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등 나이가 들어 가면서  

조지아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매우 의식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XLH로 인해 조지아는 발가락이 

안쪽으로 휘었고 걸음걸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조지아는 매우 쉽게 피로감을 느꼈고, “너무 어려서 자신이 

얼마나 지쳤는지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개구쟁이로 변할 

것”이라고 안젤라는 말했습니다.  안젤라는 “처음부터, 

조지아는 정말 신중한 아이였어요. 자전거 타기와 같은 신체 

활동을 피했죠.” 

로이스는 조지아의 아버지가 된 이후 그리고 그가 “정말 좋은 

파트너이자 정말 놀라운 엄마”라고 말하는 안젤라의 영향으로 

XLH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전망이 상당히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XLH가 조지아에게 미친 영향과 그의 아내 안젤라에게 미친 

감정적인 영향은 “나에게 이 질병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다루기 어려울 수 있는지 그리고 

투여약물, 병원진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확실히 더 잘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XLH를 정말 가벼운 정도로 얻었다고 생각하며 조지아가 

“나처럼 가볍지 않은 수준”이 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로이스와 안젤라는 그녀가 어렸을 때 조지아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직면할 수도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걱정합니다. 그들의 바램은 XLH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가족과 마찬가지로, 치료 요법의 발전으로 

환자들이 곧 이 질병과 관련된 많은 부담 없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www.xlhlink.asia/kr

조지아의 치료 여정 

2017년 XLH로 진단 

부모가 큰 도전에 

직면함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제 딸은 마법 같아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 거에요.” 

XLH 유전의 3세대 

대물림 

3세에 첫 번째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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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Disclaimer): 위 기사는 XLH를 가진 아이의 부모로서의 경험에 안젤라와 로이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의학전문저술가(Medical Writer)가  작성하였습니다.  

* 따옴표(“ ”)안의 모든 내용은 조지아 부모, 안젤라와 로이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당시 이용 가능한 표준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매우 어린 나이부터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XLH)으로부터 수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꿈은 아이들이 그녀가 

견뎌낸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나오미 
(NAOMI) 

두 살이 되었을 때, 나오미의 다리가 굽었고 또래의 다른 

아이들처럼 걷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수많은 

의사들에게 그녀를 데려갔지만 의사들은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지 못했습니다. 한 예리한 일반의사가 브리즈번에서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아보라고 권고하고 나서야 마침내 

나오미는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XLH)으로 진단받았습니다. 

XLH로 진단받은 후, 그녀는 XLH로 인해 신장을 통해 손실된 

인산염을 보충하기 위해 매일 인산염 정제 6정을 복용하도록 

처방받았습니다. 그녀는 그 약의 맛 및 관련된 부작용을 

“지구상에서 가장 역겨운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 약은 설

사와 위경련을 일으킵니다.”* 

성장하면서 나오미의 다리는 구부정하게 굽은 상태로 

유지되었고 발가락은 비둘기 발가락처럼 안으로 굽었습니다. 

학교에서 핸드볼과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달리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상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10대 때 도움을 주는 친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10대 관계 형성은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XLH는 그녀의 성장을 지연시켰고 “한 남자 아이가 

저한테 ‘다 자라고 나서 연락해. 그때 놀아줄게..’라고 말했죠.” 

그 당시 그녀는 “조롱에 대처하고 다르게 보이는 것을 

이겨내려고” 할 때 심각한 심리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17살 때 나오미는 자신이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소아 의료에서 치료를 받으며 

나이가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잘 알지도 친하지 않은 

전문의만 있었습니다.” 무릎 잠김 현상이  

나타났을 때, 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서 응급실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잠긴 무릎 상태가 XLH 때문이라고 의사에게 말하려 

했지만, 의사는 이 설명을 “쓸데 없는 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녀는 20대에 처음으로 관절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3차례 

이상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치아에 대한 문제는 성인 시절에 반복되는 

문제였습니다. 치아 농양으로 인해, 그녀는 이제 대부분의 

치아를 발치하고 틀니로 대체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명 모두 XLH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이들의 진단을 듣고 매우 슬펐습니다. 

“사실 매우 끔찍했죠. 저는 울었고, 내 남편도 울었어요. 제 

자신을 정말 많이 원망했어요.” XLH를 가진 엄마인 것에 깊이 

반성했고, “이 질환에 대해 가장 잔인한 것 중 하나는 유전적 

트라우마에요. 다시 말해, 이 질병은 세대 대물림이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나오미와 남편은 어릴 

때부터 아들들에게 나중에 딸을 갖게 되면 XLH를 물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줬습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 나오미는 XLH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친구 그룹에 만족한다면, 여러분은 실제로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나오미는 48년 동안 XLH와 함께 살았고 그 시기에 호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옵션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녀의 

꿈은 아이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그녀가 견뎌낸 정서적, 

신체적 트라우마에 직면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XLH 치료법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www.xlhlink.asia/kr 

나오미의 치료 여정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친구 

그룹에 만족한다면, 여러분은 실제로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책임의 한계: 이 기고문은 한 의학전문 저술가가 XLH를 앓고 있는 환자의 경험에 대한 나오미와의 무료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옴표 안의 모든 내용은 나오미의 축어적 표현을 인용한 문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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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H 진단 지연 
        굽은 다리 

  어린나이부터  XLH 자년 양육에 대한 어려움 
  인산염 복용 

http://www.xlhlink.asia/kr


수의 경험담은 특별한 극복력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비타민 D 내성 구루병이라고 

일컬어지던 시절부터 XLH에 걸린 손녀가 아무런 이상 없이 살아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XLH의 최근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 
(Sue) 

수의 첫 번째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XLH) 증상은 어린 

나이에 다리가 굽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의 말에 따르면, 

“수기 치료와 석고 붕대로 굽은 다리를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 후 

“비타민 D 내성 구루병”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당시 사용 

가능한 최고의 치료법으로 여겨졌던 비타민 D2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략 10살 때, 수는 양 다리의 경골과 비골을 교정하기 위해 

외과적으로 부러뜨리는 절골술로 알려진 수술을 받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절골술은 성공하지 못했고 수의 다리는 다시 

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수는 “나는 여전히 그 당시에 가능한 

최고의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확실히 최고의 

치료법은 아니었습니다. 절골술은 하지의 외관을 심미적으로 

보기 좋게 바꾸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는 대퇴골의 굽은 

상태를 교정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는 초등학교 초기 시절 동안 여러 번의 치아 농양을 경험했고, 

결국 그녀의 모든 치아를 발치해야만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수의 고난은 육체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수는 다른 

아이들이 ‘O 다리’라고 불렀고 그녀의 얼굴에 눈을 문질렀고, 

언덕을 올라 학교로 가는 동안 다른 아이들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기다려줘, 기다려줘”라고 외쳐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수는 어머니와 

조부모로부터 받은 지원을 통해 놀라운 극복력과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수는 “흔히 여성의 생식 기간이라고 부르는 

기간 동안, 저는 관련된 증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형은 

분명했지만 큰 고통이나 통증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폐경 후 기간 동안 바뀌었고, 그녀의 XLH가 

진행되어 스트레스성 골절, 골관절염과 관련된 관절통, 난청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잦은 근육통과 고통스러운 근육 

경련을 견뎌왔습니다. 

수의 XLH 증상 진행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기와 같은 일상 생활의 기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고 결국 노인 요양시설에 일찍 입소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의  XLH에 대한 경험과 이해는 몇 년 동안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그녀의 아들 로이스, 딸 앤지, 손녀 조지아는 

모두 XLH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XLH가 비타민 D 

내성 구루병을 알려진 시절 이후, XLH 진단과 관리에 있어 

상당한 발전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XLH를 초기에 진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녀의 아들 

로이스에게 도움이 되었고 로이스는 “사실상 태어났을 때부터”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수는 생후 약 18개월에 치료를 시작한 

딸 앤지가 더 힘든 치료 여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앤지는 

당시 사용 가능한 기존 치료법에도 불구하고, 처방된 비타민 D 

치료제 중 하나를 투여하였을 때 합병증을 경험한 것 외에도 

다리가 ‘바람받이 변형’이 생겼고 난청과 시력 상실이 

나타났습니다. 

XLH가 그녀에게 안겨준 모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는 

운이 좋았던 모든 순간을 유지하면서 눈에 띄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소원은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어 그녀의 아이들과 손자와 같은 나이 어린 XLH 

환자들이 그녀가 나이가 들면서 견뎌온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www.xlhlink.asia/kr 

책임의 한계: 이 기고문은 한 의학전문 저술가가 XLH를 앓고 있는 환자의 경험에 대한 수와의 무료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옴표 안의 모든 내용은 수의 축어적 표현을 인용한 문구입니다.

수의 치료 여정 

뼈 변형 

어머니와 조부모의 

도움 

희망과 힘의 

등EO 

“저는 제 자신이 축복받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에 

정형외과 수술 

딸, 아들, 손녀 모두 X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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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스는 XLH가 그에게 안겨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낙관적이었고 강했습니다. 
그는 현재 XLH에 걸린 어린 딸 조지아가 직면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면서 아내 안젤라를 
돕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로이스 
(ROYCE) 

로이스가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XLH)에 대해 치료를 
받은 가장 초기의 기억은 그가 매일 5번씩 마셔야 했던 
인산 보충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참을 만했지만 몇 년 동안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고문’을 당한 것 같았다고 회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렌지 주사와 섞는 것에서부터 마일로 한 잔을
마셔 그 맛을 덮는 것까지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맛과 잦은 복용 일정 외에도, 인산염의 
부작용 중 하나는 “상당히 심한 설사였습니다. 정말 
당황스럽고 대처하기 힘들었습니다.” 

로이스는 XLH로 인해 수많은 고통스러운 신체적 경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치아 발치를 하였고, 수년 
동안 매일 인간성장호르몬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은 경험이 인산염을 마시는
것보다 훨씬 다루기 쉬웠다고 말합니다. 

대략 15세에 그의 담당 전문의가 로이스에 대한 인산염 
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그는 “할렐루야”라고 
외쳤습니다. 정말이지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하지 못했던 배변도 꾸준히 양호하게 
했습니다.” 

비교적 증상이 없었지만, 로이스는 어렸을 때 “조금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문의가 자신의 다리가 곧은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옷을 벗어야 했을 때 기분이 좀
이상했다고 회상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XLH가 걷고 뛰는 방식 때문에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는 것이 그에게 훨씬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었지만, 그는 
“사람들은 각자 다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종류든 
질병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는 XLH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잠재적으로 나를 고문하는 상황을 이겨내는
방식을 빠르게 배웠습니다.” 

XLH에서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로이스는 놀라울 정도로 
낙관적입니다. 그는 “저는 정말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XLH는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체적으로 
저를 너무 많이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신체적으로 
귀찮은 일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뼈의 통증으로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강하고 도움을 주는 가족 단위에서 태어난 로이스는
항상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지만, XLH를 고려할 
때 매우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XLH 
유전 문제에 대해 그 관계 초기에 아내인 안젤라와
깊이 논의했습니다. 그 자신의 극복력과 타고난 
낙관주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딸 조지아가 XLH 
진단을 받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수많은 혈액검사, 건강검진, XLH 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속적인 의사 진료 예약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에게 “꽤 힘든 일”이었습니다. 

로이스의 긍정적인 전망은 조지아의 미래로 이어집니다. 
그는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기 위한 의학적 발전을
통해 XLH로 인해 인생에서 그가 맞서 싸우도록 강요받았던 
장애와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 딸아이의 삶에서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www.xlhlink.asia/k

로이스의 치료 여정 

4살때부터 매일 

인산염 복용 

가족의 도움 유전질환(XLH)의 

대물림에 따른 문제 

고통스러운 치아 발치 뼈 변형 

.  

“통증과 XLH에 대한 저의 경험은 

아마도 치과 진료를 받았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책임의 한계: 이 기고문은 한 의학전문 저술가가 XLH를 앓고 있는 환자의 경험에 대한 로이스와의 무료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옴표 안의 모든 내용은 로이스의 축어적 표현을 인용한 문구입니다.



XLH 때문에 앤지가 직면한 심각한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축복받았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 숙모가 되어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누리고 자신을 

독특하게 만들어 주는 질병을 가지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앤지 
(Angie) 

앤지는 그녀의 어머니와 오빠처럼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XLH)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XLH는 이 질환에 

걸린 사람들에게(같은 가족이라도)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앤지가 자신을 그녀의 오빠와 비교했을 

때, 그녀는 “나는 XLH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생각한

다”고 말합니다.”*

오빠와 달리, 앤지는 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뼈 변형에 대해 수술을 받아야 했고, 잦은 뼈 통증과 

경련을 겪었으며, 신체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성장함에 따라, XLH로 인해 “외반슬”을 갖게 되었고 

이는 자신감과 건강 유지 능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은 그녀의 걸음걸이에 대해 

놀렸습니다. 13세 무렵, 그녀는 무릎을 펴기 위해 뼈에 수술용 

스테이플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그 절차 자체도 그녀에게 

상당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기 위해 한쪽 

무릎을 다른 쪽 무릎 앞에 놓거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다리를 약간 벌려야 했다”고 회상합니다. 스테이플 때문에 

무릎이 심하게 붓고 아팠습니다. 우연히 수치료법을 알게 

되면서 “다시 걷는 법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앤지의 주치의는 그녀의 경과를 주의 깊게 관찰했고 그녀의 

다리가 올바르게 자라고 있는지 확인한 후, 스테이플을 

제거했습니다. 앤지는 스테이플을 제거하는 것이 삽입술만큼 

고통스럽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이 치료가 다리를 펴는데 꽤 

효과적이었다고 확실히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체중을 견뎌야 하는 활동은 그녀에게 

“절대적인 도전” 

이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풋볼 경기장 주위를 따라 

조깅하는 것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기억합니다. 그녀가 하고 

싶었지만 피하고 싶었던 활동 예를 들어, 춤추기, 체조, 

옆돌기와 같은 전형적인 학교 운동장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XLH는 치아에도 영향을 미쳤고 치아를 교정하기 위해 몇 차례 

교정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XLH로 인해 치아가 

헐거워져서 발치한 후 틀니를 끼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와 다른 환자들이 말한 XLH 환자들이 

높은 통증 역치를 보인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때때로 그녀는 

다리 경련으로 한밤중에 깨어날 것이지만, 그 고통은 그녀가 

무릎 수술을 받았을 때 겪었던 고통과는 전혀 다르다고 

느낍니다. 

XLH를 가진 여성으로서, 앤지는 그녀의 아이들에게 XLH를 

물려줄 확률은 50%입니다. 이 질병에 대한 그녀의 경험을 

고려할 때, 그녀는 이 질병을 물려주어 그녀가 한 경험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않기로 “엄청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즐기지만 “이모로서 하루 

동안 내 일을 한 후에야 쉴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 결정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열정적인 철학자로서, 앤지는 또한 다른 방식으로 그녀의 축복을 

헤아립니다. “저는 아무도 모르는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저를 독특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남들과 다르며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www.xlhlink.asia/kr 

앤지의 치료 여정 

어린 나이에 매일 

인산염 복용 어린 시절의 놀림 
유전 질환(XLH)을 

물려줄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로 

결정함 

외반슬” 교정술을 받음 
치아를 틀니로 교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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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무도 모르는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저를 독특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남들과 다르며 이러한 사실이 기쁩니다.” 

책임의 한계: 이 기고문은 한 의학전문 저술가가 XLH를 앓고 있는 환자의 경험에 대한 앤지와의 무료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옴표 안의 모든 내용은 앤지의 축어적 표현을 인용한 문구입니다.



잭과 미키 형제의 경우,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XLH)의 특징이 잘 정의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끊임없는 도움과 그들만의 고유한 강점이 결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서부터 상당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아직 10대지만 이들의 경험담은 이 질병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줍니다. 

잭과 미키 
(JACK & MIKEY) 

XLH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둔 잭과 미키는 둘 다 이 질병에 

걸렸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찍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에서, 이들은 XLH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산염 보충제와 활성 비타민 D로 치료받았으나, 이들은 여러 

번의 수술을 받았고 XLH의 다른 영향도 받았습니다. 

5살 때, 잭은 다리 아래뼈에 양쪽 절골술을 받았고 그 수술에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강철 막대를 삽입하였습니다. 그

는 그 당시 그 수술이 “상당히 무서웠다”고 기억합니다”.* 

7살 때, 잭은 다리 성장을 돕기 위해 양 무릎에 8개 판을 

삽입하는 추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가 8살 때 이 판들을 

제거하였으나, 불행하게도 그는 10살 때 다시 수술을 받아야 

했고 12살 때 이러한 판들을 다시 제거했습니다. 

미키는 다리 수술도 받았지만 가벼운 통증 외에는 수술에 

대해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다시 걷는 

법을 배워야 했던 힘겨운 경험으로 기억합니다. 

잭은 저신장증으로 인해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았고, 키는 

크게 늘었지만 빠른 성장으로 인해 오른쪽 대퇴골이 

휘어졌음을 느꼈습니다. 16살 때, 그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시도로 오른쪽 무릎에 8판 삽입술을 3차로 받았으나 

불행히도 그 수술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오른쪽 다리 

윗부분의 곡선이 다리를 조금 짧게 만들어서 약간 

절뚝거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인터뷰를 했을 때, 

잭은 무릎에서 8개 판을 제거하는 더 많은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고 문제 해결을 위해 대퇴골 절골술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잭은 구강 수술도 견뎌야 했지만,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XLH 전문의로부터 받은 지원에 대해 매우 감사하며, 

“그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이 질병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내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달리기는 두 소년 모두에게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미키에게 

그것은 매우 힘겨운 일이며 약 50미터를 달린 후 무릎 통증이 

발생됩니다. 잭은 “수 백 미터를 달리고 난 후…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정강뼈가 조금 아픕니다.” 

두 소년 모두 그들이 먹어야 했던 인산염 보충제의 맛을 매우 

싫어합니다. 미키는 “인산염…. 정말 역겨워요… 우리는 그 

냄새를 좋아하지 않아요.. 맛이 끔찍해요”라고 말합니다. 

XLH로 인해 성장이 제한됨에 따라, 두 소년 모두 자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잭은 “저는 이제 그런 상황에 면역이 

되었어요”라고 말하면서 극복력을 기르는데 활용하였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18세인 잭은 소아과 진료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긴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전문의가 XLH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 담당의사만큼 그에게 도움을 줄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집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치료 관련 활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 약간 걱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긍정적이며 자기 관리가 

가져오게 될 도전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두 소년의 이야기는 모두 XLH를 가진 다른 환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미키는 미래에 “XLH를 가진 

사람들이 방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다시 말해 그들에게 XLH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바람을 말합니다. 잭은 

XLH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XLH는 “당신의 삶에 꽤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줄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결국에는 여러분에 

대한 일은 잘 풀릴 것입니다.” 

www.xlhlink.asia/kr 

책임의 한계: 이 기고문은 한 의학전문 저술가가 XLH를 앓고 있는 환자의 경험에 대한 잭과 미키와의 무료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옴표 안의 모든 내용은 잭 또는 미키의 축어적 표현을 인용한 문구입니다.

잭과 미키의 치료 여정 

어린 나이에 정형외과 
수술 

매일 인산염 복용 미래에 대한 희망 

어머니의 도움 괴롭힘을 견뎌냄 

11F, Asia Tower, 430, Nonhyeon-ro, Gangnam-gu, Seoul, 06223, Rep.of Korea 
Tel 02-3471-4321 Fax 070-7950-0111 

Kyowa Kirin Korea Co., Ltd| KR180-2209CRV-W07 

“당당히 홀로 서세요. XLH가 여러분의 삶에 꽤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줄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결국에는 여러분에 대한 

일은 잘 풀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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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XLH 인 경우 

어머니에게 XLH가 있고 아버지에게 없다면, 이들 자녀의 XLH가 발생할 위험은 50% 입니다. 

아버지가 XLH 인 경우 

아버지에게 XLH가 있고 어머니에게 없다면, 이들의 자녀 중 모든 딸에게 XLH가 유전되지만 아들에게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부모 모두 XLH 인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XLH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딸과 아들 중 50%에게 XLH가 발생합니다. 



용어 정리 

관절내시경 검사 

관절내시경 검사는 관절의 손상과 기타 문제를 
진단 및/또는 치료하기 위한 최소 침습적 
시술입니다. 종종 손상되거나 질병이 침투한 
뼈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굽은 다리 

굽은 다리는 발목이 서로 가까이 있거나 닿아 
있고 다리가 무릎에서 바깥쪽으로 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8판 수술 

8판 수술은 무릎이 비정상적으로 굽었거나 
외반슬을 보이는 아동에게 사용됩니다. 무릎 
성장판을 가로질러 8판이라 불리는 8자 
모양의 작은 금속 장치가 삽입됩니다. 이 
시술은 무릎의 나머지 부분이 계속 성장하고 
점차 무릎이 펴지는 동안 해당 부위에서 뼈 
성장을 일시적으로 늦춥니다. 

대퇴골 

대퇴골 또는 허벅지뼈는 인체에서 가장 길고 
강한 뼈를 말합니다. 

비골 

비골은 하지를 구성하는 두 뼈 중 더 작은 뼈를 
말합니다. 이는 보통 종아리뼈라고 하며 다리 
바깥쪽에 위치합니다. 

성장호르몬 

성장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생성되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을 자극합니다. 이는 
합성을 통해서도 생성되며 저신장증이 있는 
사람들의 성장 촉진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치료법 

수치료법은 물을 치료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에서 물놀이하거나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 두고 앉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인산혈증 

소변을 통해 인산염이 과도하게 손실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인산염 수치가 낮으면 골격 
기형, 치아 문제 및 근육 이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외반슬 

외반슬은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구부러져 발이 
떨어져 있을 때 양 무릎이 닿거나 거의 닿을 
정도인 상태를 말합니다. 

절골술 

굽은 다리 또는 휜 다리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뼈수술. 이 시술에는 
경골과 비골 및/또는 대퇴골에서 뼈의 쐐기를 
제거하고 뼈를 올바른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뼈르 나사, 핀, 
플레이트 또는 이 3가지의 조합을 사용하여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무릎이 굽었거나 외반슬인 경우, 양측 
절골술이라고 알려진 수술로 양쪽 다리에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됩니다. 
인산염 보충 요법 

인산염 보충 요법은 체내 인산염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수행됩니다. 이는 하루에 
인산염을 최대 6번 경구 합니다. 복용량은 
환자의 나이와 체중에 따라 다릅니다. 

경골 

경골은 하지를 구성하는 두 개의 뼈 중 더 큰 
뼈를 말합니다. 흔히 정강뼈라고 합니다. 

바람받이 변형 

강한 바람이 두 다리를 한쪽으로 쓸어내린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태. 

X-염색체 연관
‘X-염색체 연관’은 XLH와 같이 X-염색체에만
발생하는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X 염색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성 염색체 중 하나입니다. 여성은
X 염색체 2개를 가지고 있고, 남성은 X 염색체와
Y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REFERENCES 

1. Dahir, K. et al. X-Linked Hypophosphatemia: A New Era in Management. Journal of the Endocrine Society, 2020, Vol. 4, No. 12, 1-15

2. Theodore-Oklota, C. et al. Qualitative ResearchtoExplorethePatientExperience of X-Linked Hypophosphatemia and Evaluate the
Suitability of the BPI-SF and WOMAC® as Clinical Trial End Points. Value in Health, 2018, 21, 973-983

3. Hawley, S. et al. Higher prevalence of non-skeletal comorbidity related to X-linked hypophosphataemia: a UK parallel cohort study
using CPRD. Rheumatology, 2020;00:1–8

4. Lo, SH et al. Exploring the burden of X-linked hypophosphatemia: a European multi-country
qualitative study. Quality of Life Research, 2020 29:1883–1893

5. XLH Link – How Does XLH Occur? Available at https://www.xlhlink.com/pat/what-is-xlh/. Accessed 16 June 2021.

http://www.xlhlink.com/pat/what-is-xlh/
http://www.xlhlink.com/pat/what-is-xlh/



	6편의 호주 환자 경험담.
	2017년 XLH로 진단
	나오미의 치료 여정
	수의 치료 여정
	뼈 변형
	로이스가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XLH)에 대해 치료를 받은 가장 초기의 기억은 그가 매일 5번씩 마셔야 했던 인산 보충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로이스의 치료 여정
	4살때부터 매일 인산염 복용
	앤지는 그녀의 어머니와 오빠처럼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XLH)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XLH는 이 질환에 걸린 사람들에게(같은 가족이라도)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앤지가 자신을 그녀의 오빠와 비교했을 때, 그녀는 “나는 XLH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앤지의 치료 여정
	XLH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둔 잭과 미키는 둘 다 이 질병에 걸렸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찍 검사를 받았습니다.

	잭과 미키의 치료 여정
	어린 나이에 정형외과 수술


	XLH 진단 지연                                          굽은 다리
	어린나이부터                                     XLH 자년 양육에 대한 어려움
	인산염 복용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의 유전 V패턴5
	어머니가 XLH 인 경우

	Untitl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