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NEM-DMP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GNEM-DMP 뉴스레터 3호 방문을 환영하오며 GNEM-DMP에 지속적인 성원과 참여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 뉴스레터는 여러분에게 GNEM-DMP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GNE 

근육병증에 관한 과학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의 주요 내용  
 

• 유전자검사와 GNE 근육병증 
 

• 소셜미디어 및 임상시험 – 올바른 이용을 위한 정보 
 

• 시알산이 풍부한 식품 - 어떤 유익이 있을까?  
 

• 아세뉴라민산 (시알산) 서방형 제제 (ER) 3상 임상시험 업데이트   
 

• GNEM-DMP 레지스트리 구성에 대한 업데이트  
 

• 로스앤젤레스 환자의 날 – 2015년 8월 
 

• 참여하기: 임상시험과 GNEM-DMP 피험자 모집 
 

• “지금까지 내 인생 여정” - Marcia Bonome 

 
 
 
GNE 환자 레지스트리 가입 사이트: www.gnem-dmp.com 

GNEM-DMP에 대한 추가 정보 요청 이메일: HIBM@treat-nmd.eu 

Ultragenyx Pharmaceutical Inc.에 대한 추가 정보 사이트: www.ultragenyx.com 

TREAT-NMD에 대한 추가 정보 사이트: www.treat-nmd.eu 

GNEM-DP 뉴스레터: 3호 

2015년 10월 

http://gnem-dmp.com/
mailto:HIBM@treat-nmd.eu
http://www.ultragenyx.com/
http://www.treat-nmd.eu/


 

 

유전자검사와 GNE 근육병증  
 

  

 

 

 
 
 
 
 
 
 
 
 
 
 
 
 
 

 

 
 

GNE 근육병증은 다양한 근육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근육 그룹은 다리 아랫부분에 있는 근육들입니다. GNE 근육병증의 

확정진단은 유전자검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근육생검을 

받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신경근육 질환들이 유사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유전자검사 없이 각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증상을 알기 어렵습니다. 

 

유전자검사 프로세스는 혈액 또는 타액 시료로부터 DNA를 추출해서 유전자 

전문가가 실험실에서 최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돌연변이를 찾는 분석 

작업입니다. 환자가 담당 의사를 방문했을 때 GNE 근육병증의 임상적 의심이 

있다고 보여지면 적합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혈액 또는 타액 시료를 유전자 

검사실로 보냅니다.  

 

유전자검사 비용은 어떤 경우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Service)이나 

보험회사가 (당신이 거주하는 국가에 따라 다름) 부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생된 

비용은 환자 스스로 부담하거나 임상시험 의뢰자/제약회사가 부담합니다.  

 

GNE 근육병증 유전자검사는 당신이나 보험회사의 부담 없이 무료로 할 수 있으며 

검사에서 GNE 유전자 돌연변이의 발견 유무와 관계없습니다. 담당의사가 당신의 

증상이 GNE 근육병증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면 HIBM@treat-nmd.eu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로 우리를 접촉하거나 GNEM@engagehealth.com (북미)로 직접 

Ultragenyx를 접촉해서 임상시험 의뢰자가 부담하는 유전자 검사 키트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 국가에서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실 리스트를 보려면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아 보십시오: 

 
Orphanet (http://www.orpha.net/consor/cgi-bin/Ciinicallabs.php?lng=EN) 
 
GNE Myopathy International (http://gne-myopathy.org/Diagnostic_Centres.html) 
 
The Genetic Alliance UK (http://www.geneticalliance.org.uk!services.htm) 
 

또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GNEM-DMP team (HIBM@treatnmd.eu)을 접촉. 

당신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경우, 페이스북과 그 

외 소셜 미디어 같은 사이트들뿐만 아니라, 포럼 

등과 같은 쌍방향 웹사이트에 무슨 정보가 있는지 

고려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상에 

게시된 견해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른 사람들이 그 자신의 경험을 인식하거나 

보고하는 방법에 영향을 주며 이는 주어진 

시험약물이 작동하는지 알아내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당신이 온라인 상에서 말한 

견해가 때때로 대중, 언론인 및 기타 사람들에 

의해 잘못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어떤 정보도 정확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상의 견해들은 어떤 경우 시험 결과를 

왜곡하여 시험이 실패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정보는 Myotonic Dystrophy 

Foundation 웹사이트에 게재된 “주의! 소셜 

미디어가 임상시험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기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경험과 의견을 

여기에서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기사 전문 링크는 

여기입니다.  

 
올바른 이용을 위한 정보: 

 
해야 할 것 

• 당신의 경험은 당신의 가족과 당신과 가까운 

다른 사람들과 은밀하게 논의하십시오. 

• 당신 가정의 및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당신이 임상시험 중에 

있음을 그들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뢰할만한 교육자료를 온라인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당신의 임상시험팀에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 당신이 임상시험 사이트에서 당신의 

임상시험 의사 및 시험팀과 얘기할 사항들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 당신의 휴대전화에서 

일지를 작성하거나 메모를 하십시오. 

 
하지 말아야 할 것 

• 임상시험에 당신이 참가하고 있는 사실을 

온라인 등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 부작용에 대해서, 또는 당신이 생각하기에 

시험 약물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등과 같은 임상시험에서의 당신의 경험에 대해 

게시하지 마십시오. 

• 온라인 상의 친구들로부터 또는 당신의 

임상시험 사이트에 있는 임상 코디네이터나 

시험책임자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임상시험 조언 

또는 정보를 구하지 마십시오. 

• 당신이 관여된 임상시험과 관련된 온라인 

상의 질문이나 견해에 응답하지 마십시오. 

• 온라인 상의 “전문가들”로부터 익명의 조언을 

나누거나 받지 마십시오. 

 
위 정보는 단지 가이드이며, 조언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특히 GNEM-

DMP 참가와 관련하여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해 

확실하지 않은 경우, 부담 없이 연락하면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떤 

온라인 포럼, 그룹 및 그룹 토론에서 잘못된 

정보를 본 경우, GNEM-DMP팀원에게 이에 

대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의 사항은 

우리 HIBM@treat-nmd.eu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시험 및 약물개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www.clinicaltrrials.gov/ct2/help/for-patient   

www.fda.gov/downloads/Drugs/ResourcesForY

ou/Consumers/UCM284393.pdf  

www.ciscrp.org/education-center/  

 
GNEM-DMP 뉴스레터. 3호 

 

 

mailto:HIBM@treat-nmd.eu
mailto:GNEM@engage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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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C:/Users/M%20Choi/Documents/Translation/Eldon/GNEMDMP%20Newsletter%20v3%20Oct/제출본/(http:/www.geneticalliance.org.uk!services.htm)
mailto:HIBM@treatnmd.eu
http://myotonic.org/careful-social-media-can-undermine-clinical-trials
mailto:HIBM@treat-nmd.eu
http://www.clinicaltrrials.gov/ct2/help/for-patient
http://www.fda.gov/downloads/Drugs/ResourcesForYou/Consumers/UCM284393.pdf
http://www.fda.gov/downloads/Drugs/ResourcesForYou/Consumers/UCM284393.pdf
http://www.ciscrp.org/education-center/


 

아세뉴라민산 (시알산) 서방형 제제 (ER)   

3상 임상시험 
 

Ultragenyx Pharmaceutical Inc.가 아세뉴라민산 ER 3상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3상 임상시험은 어떤 것인가? 

3상 연구는 GNE 근육병증을 앓는 약 80명 환자로부터 아세뉴라민산 

ER의 잠재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예비 연구 (2상)에서 아세뉴라민산 ER은 팔의 질병 진행을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료와 관련된 중대한 이상 사례가 현재까지 

관찰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내약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3상)에서 모든 환자들은 이중 맹검 방식으로 치료 (아세뉴라민산 

ER) 그룹 또는 위약 (설탕정제) 그룹에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이것은 

연구 참가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도 환자가 아세뉴라민산 ER을 

복용하는지 또는 위약을 복용하는지 알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연구는 

약 1년간 지속됩니다. 연구 후에 참가자들은 아세뉴라민산 ER을 받는 

연장연구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연구는 어디에서 하나? 

연구는 미국, 캐나다, 유럽 및 이스라엘의 선정된 센터에서 합니다. 

참여 센터 전체 리스트를 보려면 clinicaltrials.gov에서 연구 리스팅을 

확인하면 됩니다. 

 

아래 센터들은 현재 환자 모집 중입니다: 

 

미국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담당자: Brian Minton  Tel: 714-456-8520  bminton@uci.edu 

 
Missouri: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aint Louis 

담당자: Renee Renna  Tel: 314-362-1626  rennar@neuro.wustl.edu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담당자: Swapnil Parma   Tel: 212-263-6628 

swapnil.parmar@nyumc.org 

 

캐나다 

Ontario: McMaster University, Hamilton 

담당자: Erin Hatcher   Tel: 905-521-2100 x 76929   hatchere@hhsc.ca 

 

영국 

Newcastle upon Tyne:  The Newcastle upon Tyne Hospitals, Newcastle 

담당자: Oksana Pogoryelova, PhD Tel: +44 (0) 191 2418640 

Oksana.Pogoryelova@newcastle.ac.uk 

 

프랑스, 이스라엘 및 이태리의 사이트도 곧 모집할 예정입니다.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환자는 지팡이, 목발, 보행기 또는 기타 보조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6분에 적어도 200m를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발목-발 보조기 사용은 

허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식료품 쇼핑을 위해 걷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6분 내 필요한 거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선정 기준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당신의 담당의사와 이 연구 

참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그 연구가 당신에게 맞는다고 

당신과 담당의사가 결정하면 가장 가까운 센터를 접촉해서 스크리닝 

방문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스크리닝 방문 중에 잠재적 참가자는 임상시험 참가 적격성을 평가 

받습니다. 최소 요건으로 환자는 나이가 18-55세 이어야 하고, 

(유전자검사를 통해 확인된) GNE 근육병증/HIBM 진단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 전체 목록은 clinicaltrials.gov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거나 연구에 참가하고 싶을 때 

누구를 접촉해야 하나 
 

담당자: Kim Mooney: kmooney@ultragenyx.com 

자세한 정보: 

www.gnem-dmp.com       www.ultragenyx.com (임상시험 의뢰자) 

 

시알산이 풍부한 음식 – 어떤 유익이 있을까?   
리뷰어: Dr Zohar Agrov 

자연사 연구 참가자들의 공통적인 질문 하나는 시알산이 들어 있다고 알려진 식품을 자신들의 식단에 추가할 때 어떤 알려진 유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대답은 우리도 현재 모른다 입니다.   

 
시알산은 유청 (우유 속 실제 시알산  함량은 소의 품종에 따라 우유 1 킬로그램당 시알산 1.68 - 3.93그램)

1
, 중국 진미 옌워 

(제비집 수프)
2
와 같은 천연식품, 그리고 웨이분리단백 음료 및 분말과 같은 가공식품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나 시알산이 어떤 

형태로 근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GNE 환자에게 시알산 식용제품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연구는 아직 

없었습니다 . 
 

음식의 일부로서 시알산에 관한 제한된 관찰 중에서 이란 북부 산제사르 (Sangesar) 주민의 GNE 근육병증 유병율을 조사한 
한 연구는 ‘아르쉬 (Arshe)’ 및 ‘루르 (Lour)’ 형태의 웨이로 만든 제품들이 그 조리 방법 때문에 높은 농도의 시알산이 들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제품들은 병 증상의 약간의 일시적 완화, 그리고 아마도 발병 연령의 지연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물론 웨이가 높은 농도의 시알산을 함유하지만 위 식품들 어느 것도 그 구체적 성분에 대해 과학적으로 평가된 적은 없습니다.

3
 

그 논문의 저자들은 이 (아르쉬/루르) 제품 각각의 시알산을 백분율로 정량화하기 위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당신이 시알산 함량이 높은 제품을 즐겨 먹는다면 비록 그 단기 및 장기 유익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잘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서 그 

제품을 포함하는 것은 해가 없다는 것이 이 뉴스레터 저자들의 견해입니다. 오늘날 시행되는 치료 연구에서는 ‘일반적’ 식이 
보충제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시알산 (하루 6그램)을 사용합니다. 

 
음식의 일부로서 시알산에 대해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HIBM@treat-nmd.edu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Neelima, Rao PS, Sharma R, Rajput YS. Direct estimation of sialic acid in milk and milk products by fluorimetry and its application in detection of sweet whey adulteration in milk. The Journal of dairy research. 

2012;79(4):495-501. 

2. Guo CT, Takahashi T, Bukawa W, Takahashi N, Yagi H, Kato K. et al. Edible bird's nest extract inhibits influenza virus infection. Antiviral research.2006;70(3): 140·6. 

3. Khademian H, Mehravar E, Urtizberea J, Sagoo S. Sandoval L, Carbajo R, et al. Prevalence of GNE p.M712T and hereditary inclusion body myopathy (HIBM) in Sangesar population of Northern Iran. Clinical genetics. 

2013;84(6):5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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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EM-DMP 레지스트리 구성에 대한 업데이트  
지난 4월 뉴스레터 발행 이후 레지스트리에 서명한 사람들의 전체 숫자는 200명을 초과했습니다. 5대륙 

26개 국가 (그림 1)의 사람들이 참가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전세계 GNE 근육병증 커뮤니티에 

대한 중요한 이해가 가능해 졌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간을 내서 서명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림 2에 나타나 있듯이, 유럽인들이 레지스트리 참가자들 중 가장 많은 숫자 (33.5%)를 

차지하며 아시아 (23%) 및 북미 (24%)가 전체 레지스트리 대표들 중에서 그 다음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중동 (16.5%), 오세아니아 (2%), 남미 (1%)의 참가자들은 레지스트리 회원들의 나머지를 구성합니다. 

 
 
 
 
 
 
 
 
 
 
 
 
 
 
 
 
 
 
 
 
 
 
 
 
 
 
 
 
 
 
 
 
 
 
 
 
 
 
 
 
 
 
 

모집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3상 임상시험 피험자 모집뿐만 아니라, GNEM-DMP 레지스트리 및 자연사 부문 양쪽에서도 여전히 

모집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3상 임상시험에 설정된 자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연사 

연구 및 레지스트리 양쪽에 참여할 자격이 있음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 내용에 관심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나 집단에 부담 없이 이 뉴스레터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면 될수록 우리가 이 질병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상 임상시험: 3상 임상시험은 GNE 근육병증에 걸린 더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서 아세뉴라민산 (시알산 

서방형 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연구에서 모든 환자들은 이중 맹검 

방식으로 치료 (아세뉴라민산) 그룹 또는 위약 (설탕정제) 그룹에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연구는 약 1년간 

지속됩니다. 전체 자격 기준 및 사이트 위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linicaltrials.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NEM 환자 레지스트리: 이 온라인 레지스트리는 몇몇 시점에서 (즉, 등록 당시, 6월, 12월, 그리고 최대 

15년간 매해) 질병의 진행을 추적하기 위해 전세계 GNE 근육병증 환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합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발생한 근육기능, 기동력 및 삶의 질의 변화들에 대한 정보를 환자가 수년간 동안 직접 

보고하게 됩니다. 레지스트리는 환자들의 세부 정보가 안전하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단일 데이터베이스 

또는 “레지스트리”에 모두 수집되게 보장함으로써 환자 및 가족들을 의사 및 연구자들과 연결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GNEM 환자 레지스트리는 전세계 모든 GNEM 환자들이 사용 가능합니다. 

www.gnem-dmp.com. 자세한 정보는 clinicaltrials.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사 연구: 자연사 연구는 유럽, 캐나다 및 미국의 선정된 센터에서 수행합니다. 의사에 의해 보고된 임상 

평가 결과는 높은 품질의 검증 된 데이터를 제공 할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향후 임상시험의 설계에 

귀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clinicaltrials.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환자의 날 

2015년 8월 29일 
 

무니 김 (Kim Mooney), Ultragenyx Inc  

약 60명이 GNE 근육병증의 최신 

과학적 연구를 배우기 위해 2015년 

8월 29일 로스앤젤레스에 모였습니다. 

회의는 Neuromuscular Disease 

Foundation (www.ndf-hibm.org/) 과 

Ultragenyx가 후원했습니다. NDF의 새 

사무총장인 Lale’Welsh가 인사말을 

통해 회의를 시작했고 환자인 

Jennifer가 GNE 근육병증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에 대한 견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NIH (미국)의 Nuria Carrillo-Carrasco 

박사는 ManNAc 임상시험에 관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녀는 12명의 

GNE 근육병증 환자를 상대로 1일 12g 

ManNAc를 투여하는 임상시험이 완전 

모집되었고 NIH (www.clinicaltrials.gov 

/ct2/show/NCT02346461)에서 1년 

연장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UCLA(미국)의 Perry Shieh 박사는 

Ultragenyx 2상 임상시험에서 유망한 

결과를 보였고 아세뉴라민산 ER의 

지속적인 개발을 뒷받침한다는 

임상시험의 업데이트를 제공했습니다. 

 

UCLA의 Siavash Kurdestani 박사는 

이란에서 GNE 근육병증에 대한 유전자 

스크리닝의 현황을 논의했으며, Jane 

Foundation (www.jain-foundation.org/) 

의 Laura Rufibach 박사는 지대형 

근디스트로피 자동진단보조기 (ALDA) 

(www.jain-foundation.org/alda/)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간병인들이 소그룹으로 

나뉘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GNE 근육병증이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하면서 마쳤습니다. 간병인들은 

Caregiver Action Network 

(www.rarecaregivers.org)으로부터 

정보뿐만 아니라 가족 간병인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10가지 정보 

(www.caregiveraction.org/resources/1

0-tips-family-caregivers)를 제공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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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내 인생 여정” - Marcia Bonome 
    

 

마샤 보노메 (Marcia Bonome)는 브라질 출신으로 2004년 

GNE 근육병증으로도 알려진, 변연성 공포를 동반한 

근쇄약 질병 원위성 근육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샤는 

현재 뉴카슬대학교의 GNEM-DMP 레지스트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 질병의 이해를 

증진하고 임상시험들과 연구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그 

결과 효과적인 치료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마샤는 그 질병을 갖고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해 

말하면서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그녀가 

어떻게 노력했는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마샤이고, 44세로 브라질 남동부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30세였을 때 거리를 걷다가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 

후 내 인생은 바뀌었습니다…뒤집힌 것입니다. 이 당시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지금 되돌아 보면서 묘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30이 될 때까지 모든 것이 좋았다…신체적으로! 

30 이후 모든 것이 좋았다…정서적으로! 

 

처음 GNE 근육병증 진단을 받았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단 

이야기를 듣고 나는 처음 6개월간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단을 받기 전의 나는 우울증을 앓아 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하루는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는 것이 

지겨워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어떤 대안을 추구해야만 하지 

않나? 내 병 상태의 임상적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임상적 현실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나는 행복하게, 슬퍼하면서, 화내면서, 

인내하면서 살기로 한다. 그런 감정은 문제가 없다, 정상이다!” 그 

당시 나는 내 감정 그리고 또한 내 삶을 주도하기로 하고 병 상태에 

이끌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진단 전에 나는 언제나 육체적으로 활동적인 사람이었지만 진단 

후에는 특정한 육체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 능력 문제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성취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일상생활을 재정리할 필요 있으며 이는 내가 전에 갖고 

있던 일부 목표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내게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고 설정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나는 아무 것도 잃은 것이 없는 것 같고 대신에 나를 자유롭게 할 

어떤 것을 향해 나의 삶을 방향 전환할 공간과 시간을 얻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내 몸은 감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니다. 나는 다른 문들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나 스스로 믿으면 안 된다.” 

 

나는 이 모든 곤경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나의 진단을 고려함 없이 

인생이 아주 힘든 것이라고 결코 보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인생이 

놀라움으로 가득한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GNE 근육병증은 그 

중 하나, 매우 고통스러운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의 

충격이 지난 후 그것은 단지 나의 매일 이야기 중 또 다른 세부 

이야기였으며 “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기동력 문제는 내 감각의 강렬한 훈련으로 

이어졌고, 이는 나의 벌어 먹고 사는 커다란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점성술입니다. 나는 10대 때부터 점성술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바쁜 생활로 인해 이 분야에 집중할 공간과 시간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나의 취미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처음 진단 받고 나서 삶을 사는 것은 단지 나의 선택이고 나의 병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받아들인 후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시간이 더 많다. 그럼 그 시간에 

무엇을 할까? 점성술을 다시 공부해서 내게 기쁨을 주는 것에 

몰두하는 거야. 내가 생산적이 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알아낼 수 

있을 때까지 말이야.” 

 

결국 점성술은 내가 지난 7년간에 집중한 주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게 커다란 즐거움을 주는 일을 합니다. 이 

병 상태 때문에 생기는 매일의 모든 어려움은 그대로 입니다. 

나는 많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4살난 아들을 

도움 없이 내 무릎에 올려놓은 일 같은 것입니다. 나를 위해 

누군가 아들을 내 무릎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조정이 필요할 뿐이고 나는 여전히 아들에게서 사랑, 

기쁨, 그리고 놀라움을 느끼면서 삽니다! 삶은 훨씬 더 큰 

것이고 삶의 의지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여정 중에 이런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하지만 우리들에게는 현실에서 우리와 

살아 가는 사랑하는 사람들, 즉 남편, 아들, 친구, 형제 등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나쁜 기분과 우리의 

슬픔 또는 우리의 좋은 기분과 우리의 행복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듯이 우리의 삶의 의지 역시 

그러하며,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시간 중에서 80%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나머지 20%는 내 자신이 슬프고 두려워하게 내버려 둘 

거야! 나는 슬픔과 두려움을 거부할 수 없어. 따라서 내 슬픔이 

“슬퍼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나는 그것이 내 삶의 

20% 동안만 존재하게 할거야. 그걸로 충분해. 

 

여러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앞으로 발행될 GNEM-DMP 

뉴스레터에 기고하고 싶으면, HIBM@treat-nmd.eu로 

우리를 접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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