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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법에 초점을 맟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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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증이란 무엇인가? 
 
허치슨-길포드 조로증(HGPS)이라고도 알려진 조로증은, 드물고 치명적인 
“빨리 늙는” 질병입니다. 조로증을 가진 아이들은 주로 십대 초반에  
심장마비나 발작으로 사망합니다. 
……………………………………………………………………………… 
 

조로증은 전세계 어린이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PRF는 30개국 이상에서 조로증을 갖고 살아가는 아이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지만, 수 개월 내에 발육 지체, 체지방 
감소, 모발 손실, 그리고 나이든 것 같은 피부를 포함한 질병의 초기 증상들을 
나타냅니다. 겨우 몇년 내에 굳은 관절, 골반 탈골, 그리고 심장 질환이 
발병합니다. 결국 심장마비나 발작이 이들의 생명을 앗아갈 것입니다. 
조로증을 가진 아이들은 평균 13년을 삽니다.  
 

전문가들은 조로증을 가진 아이들이 전세계적으로 약 200-250명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 아이들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진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찾고자 하는 결심으로, PRF는 전세계적 캠페인을 
출범하였습니다- 나머지 150명을 찾아서 (Find the Other 150.)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findtheother150.org 을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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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사항의 중앙화... 밀고 나아가다... 
PRF 프로그램과 서비스        
       
PRF-후원 신약 임상시험은 질병을 개선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조로증을 가진 
아이들의 생명까지도 연장할 수도 있는 유망한 임상 치료를 위하여 세계 곳곳의 어린이들을 
데려옵니다.  2012년은 FTIs가 조로증의 최초 치료방법이라는 사실이 발견된 역사적인 해입니다.  

PRF의 끊임없는 신약 연구는 계속됩니다. 

http://www.findtheother150.org/


캠, 미국 
아제딘, 모로코 

줄리에타, 아르젠티나 
 

 
PRF의 국제 조로증 등록부는 조로증을 가진 세계 30개국 이상의 아이들과 가족 들의 정보를 
중앙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새로운 정보들의 신속한 
전파를 보장합니다. 
 
PRF 진단 검사 프로그램은 조로증 진단을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를 제공합니다. 그 후, PRF는 
개입 및 추천사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PRF 의료 및 연구 데이터베이스는 조로증의 자연적인 역사에 대해 더 연구하고, 조로증, 심장 
질환, 그리고 노화에 관한 치료법을 추천하고 새로운 연구 방향을 발견하기 위하여 의료 기록들을 
분석합니다. 
 
PRF 세포 및 조직 은행은 조로증과 다른 노화관련 질병의 연구가 계속 진척될 수 있도록, 의학 
연구원들에게 세포와 DNA와 같은 생물학적 재료들을 제공합니다. 
 
PRF 의학 연구비 지원은 전세계의 과학자들을 지원하여, 그로 인해 형성된 소중한 파트너쉽을 
통한 조로증의 혁신적 연구가 번영할 수 있도록 하며, 조로증, 심장질환, 그리고 노화에 관한 
발견의 새로운 길을 열고 있습니다. 
 
PRF-후원 국제 과학 워크숍에서는 과학자들과 임상학자들이 한데 모여 전문지식과 최첨단 연구 
자료들을 공유합니다. 
 
PRF 번역 프로그램: 세계와 소통하다. PRF는 환자, 가족, 그리고 의사들의 의사소통의 장벽을 
제거합니다. PRF 프로그램과 의료서비스 자료들은 20개 이상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대중인식 강화노력은 대중매체,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PRF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조로증, 그리고 노화와의 연관성을 대중에게 
알리는 일에 도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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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 미국 
 

“계속 높아지는 조로증과 PRF의 임무에 관한 세계적 인식 덕분에, 우리는 
보다 많은 아이들을 보다 어린 나이에 찾아서 돕고 있습니다.”  
 
    - 레슬리 B. 고든, 의학박사, 박사, PRF 의료 이사 
 
여러분의 도움으로, 언젠가 치료법을 찾고 노화와 심장질환에 관하여 더 많은 것을 
발견하는 중대한 프로그램을 PRF는 지속할 수 있습니다. 기부를 하시거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원하시면 info@progeriaresearch.org 로 이메일을 주시거나 
978.535.2594 로 전화를 주시거나 www.progeriaresearch.org 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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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틀라멧시               줄리아, 폴란드        메건, 미국       헤일리, 영국      새미, 이탈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메건, 미국       미키엘, 벨기에 
                                                                                             

PRF는 치료의 발견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조로증 연구 재단(PRF)는 
1999년에 조로증을 지닌 아이인 샘의 부모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PRF는 오직 조로증의 
치료와 완치의 발견만에 헌신하는 유일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크나 큰 진전. 2003년에, PRF의 공동연구팀은 조로증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연구원, 의사, 조로증을 가진 아이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분들의 지원으로, 저희는 아이들에게 더 길고, 건강한 삶을 줄 수 있는 

치료방법들을 개발하게 해준 첫 신약임상시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PRF는 
질병연구단체의 모델로서, 그리고 과학계에서는 거의 들어보지 못한 속도로 실험실에서 
치료까지 진전한, 성공적인 중개연구의 모범사례로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조로증의 치료는 수백만 명의 성인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조로증, 심장질환, 그리고 노화 간의 연관성은 연구결과 이제 입증되었습니다. 무엇이 
조로증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치료하고 완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더 많은 
연구는 죽상경화심장병을 앓고 있는 수백만명의 성인들은 물론 노화 인구 전체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잭, 미국 
 

“신약시험은 저희에게 잭의 심장은 더 튼튼해지고, 미소는 더 환해지고, 그리고 잭의 삶은 더 
길어질 것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PRF와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사, 
연구원, 그리고 직원들. 여러분들은 저희의 영웅입니다!”   
        

- 잭의 부모, 티나와 브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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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엘, 벨기에 
린지, 미국 

앰버, 벨기에 
 
 
 
 
 
PRF가 1999년에 설립된 이후, 조로증은 어둠으로부터 임상치료시험까지 도약하였습니다. 
PRF는 조로증의 치료와 완치를 향하여 놀라운 속도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특별한 
아이들을 위하여 이 목표를 이루고 시간과의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반드시  
치료법을 찾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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