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NEM-DMP 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제 4 차 GNE 근육병증 질병 모니터링 프로그램(GNE myopathy Disease Monitoring Programme, GNEM-

DMP)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GNEM-DMP 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뉴스레터를 통해 GNEM-DMP 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GNE 근육병증에 관한 과학적 업데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뉴스레터에 대한 귀하의 피드백과 제안을 환영합니다.  

본 발행본에서 소개하는 내용 
 

 미국 국립보건원(U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서 ManNAc 과의 GNE 

근육병증 연구 및 임상시험 

 환자 단체 및 그들이 하는 일 

 희귀 질환을 위한 환자 권리 옹호의 중요성 

 아세뉴라민산(Aceneuramic acid) 제 3 상 임상시험 업데이트 (Ultragenyx) - 

새로운 시험기관이 개설했습니다 

 GNEM 레지스트리 업데이트  

 레지스트리 참여자들에서 이동성 및 휠체어/스쿠터 사용 

 참여자 스토리: ‘지금까지 나의 여정’ – Mark 

GNE 환자 레지스트리에 참여하시려면 www.gnem-dmp.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GNEM-DMP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HIBM@treat-nmd.eu로  연락하십시오 

Ultragenyx Pharmaceutical Inc.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ultragenyx.com을 방문하십시오 

TREAT-NMD 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treat-nmd.eu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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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ManNAc 과의 

GNE 근육병증 연구 및 임상시험                    
저자들:  Dr N, Carillo, Dr M, Huizing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연구자들은 2001 년부터 GNE 근육병증의 근원이 되는 세포 결손에 관해 

자세히 알고자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돌연변이 마우스 모델 시험들 중 하나(2007 년 

수행)는 ManNAc 경구 요법이 GNE 근육병증 및 사구체병 모두의 병리학적 특성을 개선시켰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ManNAc, 또는 N-아세틸-D-만노사민은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당의 일종으로, 근육과 다른 조직의 

구성요소인 시알산 생성 과정의 중간 산물입니다. 근육 시알산 수치 감소는 GNE 근육병증의 임상 

측면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국립 중개과학 증진센터(National Center for Advancing 

Translational Sciences, NCATS)와 국립인간유전체연구소(National Human Genome Research 

Institute, NHGRI)에서 ManNAc 약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두 건의 중추 동물 독성 시험을 

완료하였고, 미국 식품의약청(FDA)에 임상시험용 신약(IND) 신청을 성공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FDA 는 ManNAc 을 GNE 근육병증에 대한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하였습니다.  
 

GNE 근육병증 환자들에게서 ManNAc 의 약물동태학적 특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제 1 상 

임상시험이 NIH 임상 센터(미국, 메릴랜드, 베데스다)에서 완료되었습니다(ClinicalTrials.gov 

식별번호: NCT01634750). 이 임상시험들은 ManNAc 이 환자들에 의한 내약성이 우수하며 1 일 

2 회 ManNAc 경구 투여가 순환하는 시알산 수치에 유의하며 지속적인 증가를 유도함을 

입증하였습니다. NCATS 및 NHGRI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ManNAc 은 현재 GNE 근육병증에 대한 

공개 제 2 상 시험에서 연구 중입니다(ClinicalTrials.gov 식별번호: NCT02346461). 다기관 

임상시험이 계획 중입니다. NIH 는 희귀 질환에 대한 약물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뉴욕 기반 

회사인 Escala Therapeutics, Inc.와 협력 중입니다.  
 

NIH 임상 센터(미국, 베데스다)에서, GNE 근육병증 환자 약 45명이 전향적, 단일 기관 자연사 

시험(Natural History Study)에서 추적 관찰되었습니다(ClinicalTrials.gov 식별번호: 

NCT01417533). 이 시험은 GNE 근육병증 질환이 환자들의 힘, 기능 및 삶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해 2011년 9월에 시작되었으며 시간에 따른 건강 및 생물학적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서서히 진행하는 이 질병에 대한 임상약 시험에서 치료에 대한 반응을 

입증하는 데 어떤 측정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여의 일환으로, 환자들은 자신들의 질병 상태와 GNE 근육병증에 관련된 의학적 측면을 어떻게 더 

잘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얻습니다.  
  

NIH 연구 및 임상 시험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Nuria Carrillo(carrilln@mail.nih.gov) 또는 

Marjan Huizing(mhuizing@mail.nih.gov)에게 문의하십시오 
 

 

 

일부 참여자들은 종종 GNEM-DMP 팀으로부터 발송된 일부 이메일이 참여자 이메일 계정의 스팸메일함에 

있었다고 저희에게 알려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귀하의 이메일 계정 설정을 확인하셔서 이 시험에 관한 중요한 

정보와 업데이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와 관련된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HIBM@treat-nmd.eu 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mailto:carrilln@mail.nih.gov
mailto:mhuizing@mail.nih.gov
mailto:HIBM@treat-nmd.eu


 

 
Julie Kelly 는 희귀 질환 영역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 상담사입니다. 그녀는 환자 서비스 상담사로 

Ultragenyx 를 위한 환자 권리 옹호를 지원하며, 본 글에서 GNE 근육병증과 같은 희귀 질환에 대하여 

환자 권리 옹호의 중요성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과 조언을 공유합니다.  
 

“저는 수년간 희귀 질환 영역에서 근무해 왔으며, 매우 운좋게도 이 기간 중 많은 환자 권리 옹호 그룹과 
연결될 수 있는 혜택를 누려왔습니다. 그들의 조언, 도움, 가이드는 한 개인으로서 저에게 항상 큰 혜택이 
되었으며, 환자, 보호자 및 가족들의 요구를 제가 더욱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환자 권리 옹호 그룹이 추구하는 목적과 관심사는 원칙적으로 여러분에게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학팀이 추구하는 그것과 일치합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요구에 주안점을 둡니다. 환자 권리 
옹호 그룹은 필요한 시기와 필요한 곳에 귀중한 도움, 지원, 정보를 제공하며, 사회적 돌봄과 지원,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자원에 접근하는 방식 등 희귀 질환과 함께 살아가는 많은 다른 
측면들을 살펴봅니다.  
이들은 희귀 질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쉼없이 노력해 왔으며, “희귀”라는 단어가 “볼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님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 진단을 위해 노력하고 환자들과 가족들을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시키는 것이 그들 업무의 핵심입니다. 환자 권리 옹호 그룹은 항상 
연민과 보살핌으로 의료팀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습니다.  
 

또한 환자 권리 옹호 그룹은 의료 환경 내에서 계획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그들이 지원하는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자 권리 옹호 그룹의 식견과 경험은 
환자들과 가족들의 요구를 더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자원 계획에 결정을 내리는 당사자들은 모두 환자 권리 옹호 그룹과 연계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귀 질환을 진단받은 환자들과 가족들은 종종 자신들의 상황 때문에 고립되어 있고 혼자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이어지고자 선택한 사람들에게 큰 가치가 있으며, 여러분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개인적이기를 선호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환자들과 
가족들이 있지만, 그들도 자신의 요구와 매일 그들이 직면해야 하는 과제를 이해하는 전문 단체의 
도움은 여전히 필요하며 도움에 감사해 합니다.  
 

환자 권리 옹호 그룹은 의료팀과 긴밀하게 일하여 여러분의 요구를 함께 이해합니다. 이는 의사, 간호사, 
의료팀으로부터 여러분이 받는 치료와 안내를 확대시키며, 도움과 안내가 필요한 때와 장소로서 일상 
생활의 다른 측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삶에서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작은 일들일 수 있습니다.  
 

도움과 조언을 구하고, 여러분이 직면한 어려움 중 일부를 경험하는 다른 이들과 여러분이 연결되고,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여러분이 부탁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음을 아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참 가치있고 중요합니다.” 
 

귀하가 환자 권리 옹호 또는 이 글의 정보 중 어떤 것에 관해 질문이 있다면, 

patientadvocacy@ultragenyx.com 으로 연락하십시오 

 
근이영양증 영국(Muscular Dystrophy UK, 

MD UK) – (영국) 

MD UK 는 영국에서 근육 소모 병태와 함께 

살아가는 70,000 명의 사람들을 위한 

자선단체입니다. 1959 년부터 이 단체는 

근육 소모 병태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 단체는 이러한 병태를 

가진 사람들, 가족들 및 그들을 위해 일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 조언, 자원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www.musculardystrophyuk.org/ 
 

 
신경근육병 재단(Neuromuscular Disease 

Foundation, NDF) – (미국) 

NDF 는 2006 년에 설립된 비영리 기구로 

GNE 근육병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검사를 권장하며 GNE 근육병증을 포함하여 

신경근육병에 대한 치료법과 완치법을 찾기 

위해 일하는 과학자들에게 직접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희의 

비전은 현재와 다가올 세대를 위해 GNE 

근육병증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www.ndf-hibm.org/ 
 

 
근육병증을 위한 연구의 

진보(Advancement for Research for 

Myopathies, ARM) 

ARM 은 유전성 봉입체 

근육병증(Hereditary Inclusion Body 

Myopathies, HIBM)의 보통염색체 열성 

형태인 IBM2 에 대한 생물-의학 연구의 

속도를 높이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는 

비영리 기구입니다. 2000 년 HIBM 

환자들에 의해 설립된 ARM 의 목표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고 정보를 

알리며, 연구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이 

희귀 질환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을 격려하며 

궁극적으로 HIBM 에 대한 완치법을 찾는 

것입니다.  

www.hibm.org/arm/home 

 
근이영양증 아일랜드(Muscular Dystrophy Ireland, 

MDI) 

근이영양증 아일랜드(MDI)는 근이영양증 회원의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1972 년 아일랜드 서부의 

소그룹 사람들에 의해 설립된 자발적인 

단체입니다. 그 후, 이 단체는 크게 성장하였고 현재 

회원수가 700 명이 넘으며 아일랜드 전역에 

지부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www.mdi.ie/ 

 
Associazione Gli Equilibristi HIBM – (이탈리아) 

이는 GNE 근육병증의 지식 전파가 주된 목표인 

비영리 기구입니다. 2012 년에 설립된 이 기구의 

목표는 이 질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학적, 

과학적 연구를 증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질병에 대한 직접적인 업데이트를 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GNE 

근육병증 환자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www.gliequilibristi-hibm.org/ 

 
원위근이영양증 환자 연합(Distal Muscular Dystrophy Patients 

Association, PADM) – (일본) 

PADM 은 GNE 근육병증에 대한 치료법을 찾기 위해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 일본 기반의 환자 기구입니다. 이 연합에는 130 명 이상의 회원들이 

있으며 2008 년 4 월 설립되었습니다. www.enigata.com/index_e.html 

 
국제 GNE 근육병증 

GNE 근육병증 환자, 가족 및 친구들의 국제 단체로 이 희귀 유전 질환을 

환자들과 전세계 커뮤니티들에게 인식시키고 환자들에게 정보와 지원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유럽, 중동, 및 미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www.gne-myopathy.org/ 

mailto:hibm@treat-nmd.eu
http://www.musculardystrophyuk.org/
http://www.ndf-hibm.org/
http://www.hibm.org/arm/home
http://www.mdi.ie/
http://www.gliequilibristi-hibm.org/
http://www.enigata.com/index_e.html
http://www.gne-myopathy.org/


 

GNE 근육병증(GNEM) 유전성 봉입체 근육병증(HIBM) 환자들에 대한 시알산 서방정을 평가하는 

제 3 상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임상시험 - 새로운 시험기관이 개설되었습니다 
 

Ultragenyx Pharmaceutical 은 GNE 근육병증, 또는 유전성 봉입체 근육병증(HIBM) 및 노나카 말단 

근육병증으로 알려진 질환 치료를 위한 임상시험용 아세뉴라민산 서방(aceneuramic acid extended release, 

Ace-ER) 정제(시알산 서방[sialic acid extended release], 또는 SA-ER 로도 알려짐)의 제 3 상 임상시험의 

참여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임상시험은 GNE 근육병증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Ace-ER 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것입니다. 

이 임상시험이 위약 대조이므로, 등록된 환자들 중 절반은 시험약을 받게되며 절반은 위약(설탕 약)을 받게 됩니다. 

임상시험 완료 후, 모든 참여자들은 Ace-ER 치료를 받게 되는 연장 시험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시험은 전세계에서 선정된 시험기관에서 실시될 것입니다. 다음 기관들이 현지 모집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모집 중 

어바인, 캘리포니아, 미국, 92697 

연락처: Brian Minton    전화: 714-456-8520    

bminton@uci.edu     

시험책임자: Tahseen Mozaffar, MD          

 

미국, 미주리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모집 중 

세인트루이스, 미주리, 미국, 63110 

연락처: Renee Renna    전화: 314-362-1626  

rennar@neuro.wustl.edu     

시험책임자: Alan Pestronk    

       

미국, 뉴욕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모집 중 

뉴욕, 뉴욕주, 미국, 10016 

연락처: Swapnil Parma    전화: 212-263-6628    

swapnil.parmar@nyumc.org     

시험책임자: Heather Lau, MD   

        

미국, 뉴욕 

Icahn School of Medicine at Mount Sinai 모집 중 

뉴욕, 뉴욕주, 미국, 10029 

연락처: Luca Fierro    전화: 212-659-1477    

luca.fierro@mssm.edu     

시험책임자: George Diaz, MD 

          

불가리아 

UMHAT "Alexandrovska"   모집 전 

소피아, 불가리아 

연락처: Teodora Chamova, MD       teodoratch@abv.bg     

시험책임자: Ivailo Tournev, MD          

 

캐나다, 온타리오 

McMaster University    모집 중 

해밀턴, 온타리오, 캐나다, L8N3Z5 

연락처: Erin Hatcher    전화: 905-521-2100 x 76929    

hatchere@hhsc.ca     

시험책임자: Mark Tarnopolsky, MD          

 

 프랑스 

CHU La Réunion - site GHSR   모집 중 

생피에르, 레위니옹, 프랑스 

연락처: Julie Ruiz    전화: 0262.35.96.73    julie.ruiz@chu-

reunion.fr      

 

Institut de Myologie GH Pitié-Salpêtrière 모집 중 

파리, 프랑스 

연락처: Nacera Reguiba       n.reguiba@institut-

myologie.org     

시험책임자: Anthony Behin, PH          

 

이스라엘 

Hadassah-Hebrew University Medical Center 모집 중 

예루살렘, 이스라엘 

연락처: Yael Feinsod-Meiri    전화: 972 2 677 9398  

yaelfeinsod@hadassah.org.il     

시험책임자: Yoseph Caraco, MD          

 

이탈리아 

University of Messina     모집 중 

메시나, 이탈리아 

연락처: Prof. Carmelo Rodolico       crodolico@unime.it      

시험책임자: Prof. Carmelo Rodolico          

 

University of Milan    모집 중 

밀라노, 이탈리아 

연락처: Prof. Giacomo Comi          

시험책임자: Prof. Giacomo Comi          

        

Università Cattolica    모집 중 

로마, 이탈리아 

연락처: Prof. Massimiliano Mirabella       

mirabella@rm.unicatt.it     

시험책임자: Prof. Massimiliano Mirabella   

 

영국 

The Newcastle upon Tyne Hospitals  모집 중 

뉴캐슬어폰타인, 타인 위어 주, 영국, NE1 4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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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sana.Pogoryelova@newcastle.ac.uk      

시험책임자: Hanns Lochmuller, MD          

선정 및 제외 기준과 참여 방법을 포함하여 이 임상시험에 관해 자세히 알고자 하시면, 

www.clinicaltrials.gov/ct2/show/NCT02377921 을 방문하십시오.  

mailto:bminton@uci.edu
mailto:rennar@neuro.wustl.edu
mailto:swapnil.parmar@nyumc.org
mailto:luca.fierro@mssm.edu
mailto:teodoratch@abv.bg
mailto:hatchere@hhsc.ca
mailto:julie.ruiz@chu-reunion.fr
mailto:julie.ruiz@chu-reunion.fr
mailto:n.reguiba@institut-myologie.org
mailto:n.reguiba@institut-myologie.org
mailto:yaelfeinsod@hadassah.org.il
mailto:crodolico@unime.it
mailto:mirabella@rm.unicatt.it
mailto:Oksana.Pogoryelova@newcastle.ac.uk
https://www.clinicaltrials.gov/ct2/show/NCT0237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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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EM-DMP 의 레지스트리 구성요소에 대한 업데이트 
2016 년 3 월 기준으로 현재 GNEM-DMP 레지스트리에 25 개국 225 명의 참여자가 있습니다(그림 1). 왼쪽 지도는 각 

국에서 현재까지 등록된 참여자들의 수를 색으로 표시하여 전세계 참여자들의 분포를 나타냅니다. 레지스트리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39.5 세(참여자들의 연령 범위는 20.5 세부터 70.1 세)입니다.  

레지스트리에서 귀하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전세계 GNE 근육병증 커뮤니티에 대해 저희가 탁월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며, 저희는 귀하의 첫 번째 방문, 이후 6 개월째, 이후 일년 간격으로 귀하가 설문지를 작성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GNE 근육병증은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는 얼마나 빨리 악화되나요?/ 얼마나 

느리거나 빠를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희는 레지스트리 설문지에 대한 

귀하의 응답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GNE 

근육병증의 첫 번째 징후는 약 28-29 세 경에 발생하나, 

종종 15 세처럼 이른 나이에 또는 50 세처럼 늦은 

나이에도 발생합니다. 팔과 손의 허약함은 보통 다리의 

허약함 보다 5 년 늦게 느끼게 됩니다. 버팀없이 똑바로 

앉기 어려움은 GNE 근육병증 첫 증상 후 7 년째 눈에 

띕니다. 휠체어는 평균 39 세부터 사용되나, 이 또한 

이십대 초반부터 오십대까지 사람마다 크게 차이가 

납니다. 레지스트리 참여자들 중 30% 이상이 평균 33-

34 세에 근 허약으로 일을 중단하였습니다.  

 

저희 관찰 결과는 예비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것으로 

보다 많은 정보가 입수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건의 시간대 예측이 질병 관리에 도움이 되고 대비할 

수 있어서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증상들 

모두가 GNE 근육병증으로 진단된 모든 사람들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는 

이러한 증상들 모두에 의해 영향받지 않은 채로 수년간 

살아가고 중년의 나이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그림 2: 참여자의 이동성 붕괴 –  

발병부터 휠체어/스쿠터 사용이 필요하기까지(평균 및 범위) 

 

그림 1: 전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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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나의 여정-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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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는 미국 출신으로 2003 년에 근육 소모 
병태의 유전성 봉입체 근육병증(HIBM), 또는 GNE 
근육병증으로도 알려진 질환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Mark 는 현재 Newcastle University 에서 이 
질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임상시험과 연구를 
견인하여 효과적인 치료법을 유도할 목적의 
GNEM-DMP 국제 레지스트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Mark 는 이 질환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의 일부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출생과 함께 시작됩니다. 저의 

경우는 1965 년이었지요. 저의 부모님은 제가 자라면서 여러 가지 

다른 일들, 예를 들어 음악 레슨(제가 싫어했어요), 풋볼(제가 

좋아했고요) 등을 시도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 중 

처음으로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었고 여전히 그러합니다. 졸업 후, 

저는 몇몇 직장을 다녔었고 이후 사기 전문 탐정으로 일을 하게 된 

조직에 적응하여 거기서 거의 이십 년을 근무했습니다. 저는 

Phyllis 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하여 두 명의 훌륭한 

딸들(대학생)이 있습니다.  
 

32 세쯤 저는 무릎을 다쳐서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평가 

시, 제 종아리와 뒤넙다리근도 비정상적으로 약하다고 나와, 저는 이 

근육군들도 치료 세션에 함께 포함시켜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 무릎은 나아졌지만 나머지 근육군들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관리했던 치료사는 제게 신경과 의사를 

만나보도록 권유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첫 번째 신경과 의사는 제가 

ALS (근위축성측색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공포가 밀려왔지만, 검사 결과 

저는 ALS 를 갖고 있지 않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이후 신경과 의사에 

대한 후속 방문마다 추가 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8 개월 후 처음 저를 진료한 신경과 의사는 저를 포기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제 증상에 관해 인터넷(인터넷 초창기 시절)에 글을 올렸고, 

University of Medicine and Dentistry of New Jersey 의 한 의사를 

추천 받았는데, 이 의사는 몇 가지 검사(또 다른 근육 생검 포함) 후 

제가 HIBM 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시점에 진단은 저에게 

단지 약간의 성가심이었습니다.  
 

몇 해를 지나서 저의 허약 증가를 모니터링했던 의사로부터 계속하여 

저는 추적 관찰을 받았습니다. 저는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 IVIG 

사용을 시도하였으나, 이는 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어려웠으며 저는 걸려 넘어지고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서기까지 움직임도 더 어려워 졌으나, 

여전히 가능하긴 했습니다. 결국 저는 15 개 계단이 제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집에 스테어 리프트(stair lift)를 설치했습니다. 제가 더 자주 

넘어지면서 지팡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무처에서 제 임무가 

바뀌어서 저는 2006 년까지 근무를 계속하였습니다. 퇴직 후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임시 일을 하면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2005 년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근육병증 연구의 진보(Advancement 

of Research Myopathies, ARM)(HIBM.ORG)란 단체와 연결되었고 

그들의 연구를 위한 검토를 위해 샘플을 제공하였습니다(저는 

페이스북 그룹 - HIBM / GNE Myopathy Support Group 의 

회원임). 시간이 지나면서 자주 넘어지지 않게 되었지만, 한 번은 

넘어져서 척추뼈 두 개가 부러졌습니다. 저는 재활 시설로 보내졌으며 

그 후 전동휠체어를 다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대부분의 일상 생활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질병 진단 후 저는 경제적으로 저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문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저는 외부에서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사로(특히 

눈이 많이 왔을 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함)를 신설하는 데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또한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쉽게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는 West Milford 라고 불리는 미국의 시골 지역에 

살기 때문에, 여기 저기 돌아다니기 위해 램프 밴을 사야 했습니다. 

추가 비용은 내 주택 담보 대출 회사와의 문제를 발생시켰고 결국 

우리는 우리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는 휠체어에 더 친화적인 

아파트로 이사했고 휠체어에 친화적인 곳을 우리 소유로 구입하고자 

현재 노력 중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제가 직면했던 경험으로 인해 저는 ‘근로 

가능성(Workability)’이라 불리는 미국에서 시행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메디케이드(Medicaid)(사회 의료보험 
프로그램)를 통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일한 문제점은 

제가 이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 상태여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수 십 

차례 필사적으로 인터뷰 거친 후, 저는 제 2 의 언어로 영어를 가르치는 

온라인 회사와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격을 갖추려면 교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 학교로 돌아가야 했고, 성공적으로 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 이후 저는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로 제가 

살아남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 서비스들을 이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 삶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용 가능한 사회 의료보험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 질환은 저와 제 가족에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사람들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적응해야만 합니다. 그 

중 몇 가지 예로는 물건을 집어올리기 위해 그래버(grabber)를 

사용하고, 모든 일상생활을 전동 의자에서 수행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고, 계단 때문에 친구, 가족들과 여러 곳을 다니지 

못하며, 병을 열거나 몇 파운드 이상을 들어올릴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운전해줘야만 합니다. 또한 저는 진단 후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해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힘든 

부분은 이 질환의 진행을 멈출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밝은 면이 있습니다. 오래 전 어떠한 치료법도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을 때 저는 대체 치료법 및 생약 요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차례 시행 착오를 겪으면서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단백질 보조제를 포함하여 저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요법들을 

찾아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계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은 인식하게 해 줍니다. 이러한 시련을 겪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Phyllis 가 제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저를 

사랑함을 아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했습니다. 저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제가 이겨냈듯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자신의 이야기를 GNEM-DMP 뉴스레터 다음 발행판에 싣고자 

희망한다면, HIBM@treat-nmd.eu 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본 글은 Mark 의 견해와 의견을 포함하며 TREAT-NMD 또는 국제 GNE 
근육병증 레지스트리가 반드시 그의 견해와 의견을 지지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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