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NEM-DMP 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 5 차 GNE 근육병증 질병 모니터링 프로그램(GNE myopathy Disease 

Monitor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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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3 상 Ace-ER(아세뉴라민산 서방, Aceneuramic Acid Extended 
Release) 임상시험의 등록 완료 

 

• GNEM-DMP 레지스트리 업데이트 
 

• GNE 근육병증 환자 권리 옹호 행사 - 일별 행사 업데이트 
 

• Ultragenyx 에서의 환자 권리 옹호 - 새로운 웹사이트 시작 

 
• 환자 권리 옹호 회담: "근육병증을 이야기합시다" - 스페인 바르셀로나 

 
• Remudy - 근이영양증 레지스트리(Registry of Muscular Dystrophies) 

(일본) 
 
• 참여자 스토리: ‘지금까지의 나의 여정’ – Yuriko Oda 

GNE 환자 레지스트리에 참여하시려면 www.gnem-dmp.com 을 방문해 주십시오.  
GNEM-DMP 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HIBM@treat-nmd.eu 로 연락하십시오.  

Ultragenyx Pharmaceutical Inc.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ultragenyx.com/patients/gnem 을 방문하십시오.  

TREAT-NMD 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treat-nmd.eu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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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상 Ace-ER(아세뉴라민산 서방, Aceneuramic Acid Extended Release) 
임상시험의 등록 완료 발표 
 
Ultragenyx Pharmaceutical Inc.가 GNE 근육병증(GNE myopathy, GNEM) 또는 유전성 봉입체 근육병증(Hereditary 

Inclusion Body Myopathy, HIBM) 환자들에 대한 아세뉴라민산을 평가하는 제 3 상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임상시험(www.clinicaltrials.gov/ct2/show/NCT02377921)을 완료하였음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GNE 근육병증에 

대해 가능성 있는 치료제인 아세뉴라민산(Ace-ER) 개발의 핵심 연구는 약 일 년간 지속될 것입니다. Ultragenyx 

Pharmaceutical Inc.는 미국, 캐나다, 영국, 불가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및 이스라엘에 소재한 시험기관에서 89 명을 

성공적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이 참여자들은 2017 년 여름에 완료가 예상됩니다.  

저희는 이 기회를 통해 이 연구에 참여 중인 분들뿐 아니라 인식 제고와 커뮤니티 통합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국제 환자 

레지스트리(GNEM-DMP)를 지원하고 있는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레지스트리 통계 
그림 1:  전세계 GNEM-DMP 참여자 분포 

2016 년 7 월 기준으로 현재 28 개국에서 247 명의 
참여자들(그림 1)이 

GNEM-DMP 레지스트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왼쪽 지도는 

대륙별 참여자들의 분포를 보여줍니다. 다섯 개 국가가 전체 

레지스트리 참여자들의 81%를 차지합니다(4 개 대륙에 퍼져 

있음) - 미국, 영국, 이란, 이탈리아 및 인도.  

 

레지스트리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41.3 세입니다 

(참여자들의 연령 범위는 21 세부터 72 세까지임). 

레지스트리 참여자들의 대다수는 30-39 세의 연령 범위에 

해당되나(그림 2), 레지스트리 전반에 걸쳐 현재까지 

참여자들의 연령 범위는 넓습니다.  

그림 2: 연령별 남성/여성 참여자의 비율 GNEM-DMP 참여자들의 가족에서의 GNE 
근육병증 및 유병률 
GNEM-DMP 레지스트리 참여자가 작성하는 첫 번째 

설문지에는 GNE 근육병증과 관련하여 귀하의 가족에 관한 

약간의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는 

참여자들에게 "다른 가족 구성원 중 진단받은 사람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여 질병의 빈도를 더욱 잘 이해하고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GNEM-DMP 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저희는 또한 전세계 사람들의 경험을 

수집하고 이 질병이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길 바랍니다.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한 사람들 중(32.2%, 그림 4), 절반 

정도가 한 명의 다른 가족 구성원이 또한 GNE 근육병증을 

진단받은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32%는 두 명의 다른 

가족 구성원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타 응답 분석 중, 

한 응답자는 이 질병을 진단받은 일곱 명의 다른 가족 

구성원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진단받은 가족 구성원들 중, 54.1%는 참여자에 의해 여자 

형제로 확인되었으며 32.8%는 남자 형제로 

확인되었습니다(그림 3). 또한, 6.6%는 사촌도 GNE 

근육병증을 진단받았다고 답했고, 6.6%는 기타 가족 

구성원이라고 답했습니다.  

레지스트리에서 입력된 데이터로부터 확인된 사항은 GNE 

근육병증이 발병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족 구성원은 

역시 형제자매(남자형제/여자형제)라는 저희의 이해를 

확인시켜 줍니다. 이는 이 질병이 상염색체 열성이기 

때문인데, 그 의미는 부모에서는 보통 발병하지 

않으나(보인자), GNE 유전자의 결손 복사(돌연변이)가 

발병되는 자녀에게 전달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림 3: GNE 근육병증을 
진단받았다고 확인된 가족 구성원 그림 4: 레지스트리 질문에 대한 

반응:  "다른 가족 구성원 중 
진단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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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E 근육병증 환자 권리 옹호 네트워크 행사 

2016 년 3 월 16 일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된 근육학 회의 중 

전문가로 구성된 일련의 환자 권리 옹호 단체들이 뭉쳐서 

지식과 GNE 근육병증 환자들의 요구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 형성을 도와, 더 많은 권리 옹호 그룹들이 

환자들과 가족들 지원에 연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날 행사는 파리 Centre de Reference de Pathologie 

Neuromusculaire 의 Dr. Anthony Behin 이 주최하였으며, 

근육학 기관(Institute of Myology)의 Dr. Andoni 

Urtizberea 도 참석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환자 권리 옹호 

단체들의 대표자들도 참석했습니다: 프랑스의 AFM 

Telethon, 근이영양증 영국(Muscular Dystrophy UK), 

네덜란드의 VSN, 스페인의 ASEM Federacion 과 Ana 

Carolina Diez Mahou Fundacion.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오후 세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Dr. Behin 은 GNE 근육병증의 발현율과 유병률에 대한 

현재의 이해와 유전적 영향, 특히 GNE 근육병증이 일본, 

중동, 인도, 로마 및 불가리아의 일부 클러스터를 포함한 다수 

국가들에서 매우 드문 상태를 유지한다는 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는 GNE 근육병증 레지스트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국가들에서 역학과 질병의 역사를 더욱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Robert Meadowcroft 는 근이영양증 영국(Muscular Dystophy 

UK)의 최고 책임자로 모든 신경근육 질환 환자의 행복을 위해 

병원과 가정 간의 통일된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조언과 정보를 잘 조합하여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동료 지원을 환자 

그룹이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환자 중심 솔루션(Patient Centered Solutions)의 Maryze 

Schoneveld van der Linde는 종종 질병 특이적 환자 단체가 모든 

국가마다 존재하지 않는 희귀질환에 대한 우수한 국제 환자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녀는 국가별 

신경근육 단체 VSN 에 참여한 경험과 그녀의 질환에 대한 국제 

협회 창설의 예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녀는 국제 GNE 

근육병증(GNE myopathy International, (www.gne-

myopathy.org)이 GNE 근육병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탈리아 GNEM 환자 권리 옹호 지원 그룹(Italian GNEM Patient 

Advocacy Support Group)의 Valeria Pace 는 

(www://drive.google.com/openid=0B9WbnySs8jnec09iaUpxc2

I1NnM)에서 볼 수 있는 동영상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가족들과 

환자들이 함께 신경근육 질환 환자 권리 옹호 그룹에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Valeria 가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 회의에서는 

GNE 근육병증 환자들을 위한 미래로의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Ultragenyx Pharmaceutical 는 희귀질환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웹사이트[www.ultrarareadvocacy.com]를 시작했습니다.  

Ultragenyx 환자 권리 옹호팀은 희귀질환 및 극도의 희귀질환의 

영향을 받고 있는 환자들, 가족들과 보호자들을 교육하고 

지원하는데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웹사이트를 통해 귀하는 

가치 있는 자원을 확인할 수 있고, 희귀질환과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며, 희귀질환 환자 커뮤니티에 

대한 Ultragenyx 의 헌신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권리 옹호팀은 회사에 대한 환자들의 관점을 이해하고 대변하기 

위해 환자 단체들과 협력합니다. 이 팀은 그들이 기여하는 

커뮤니티에 가치 있는 정보, 교육 자료 및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팀의 조언은 Ultragenyx 의 임상 개발 프로그램의 

방향을 이끄는데 도움이 됩니다.  

 

Ultragenyx 는 의료적 조언을 제공하지 않음에 유의하십시오. 

귀하의 건강 상태에 관한 특정 질문이 있는 경우 귀하의 치료담당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GNE 근육병증 기금 모금 
 

GNE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한 멤버와 그녀의 친구들 및 가족들은 다가오는 몇 달 간의 여러 도전에 착수하여 GNE 근육병증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현재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기금 모금 기회에 대해 더 알아보고 귀하가 어떻게 기부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려면,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런던 듀애슬론: www.justgiving.com/crowdfunding/MonaPatel-GNEMyopathy 

런던에서 파리까지 자전거 타기: www.justgiving.com/crowdfunding/sat-sa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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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권리 옹호 회담: 

"근육병증을 이야기합시다"  

- 스페인 바르셀로나 
 

2016 년 10 월 1 일 바르셀로나에서 Ultragenyx, ASEM 및 

Ana Carolina Diez Mahou Fundacion 은 환자 권리 옹호 

회담을 후원합니다.  

 

하룻동안의 이 패널 논의는 신경근육병(특히 성인 발병 

근육병증) 환자들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권리 옹호 그룹들을 

GNE 근육병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결합시켜 성인 

근육병증 환자 커뮤니티 내에서 충족되지 않은 요구 분야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행사에 대한 등록은 현재 종료되었으나, 그 날의 행사에 

대한 업데이트는 다음 GNEM-DMP 뉴스레터 발행본에 

포함될 것입니다.  

pharmaceutical 

Ultragenyx 의 

환자 권리 옹호 

근육병증을 이야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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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udy- 근이영양증 레지스트리 
(Registry of Muscular Dystrophies) (일본) 
En Kimura, Remudy 관리자, 국립 신경학 및 정신의학 센터(National Center of Neurology and 
Psychiatry, NCNP), 일본 
 

Remudy-GNEM 레지스트리(www.remudy.jp)는 GNE 근육병증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레지스트리로 2012 년에 시작되었고 일본 국립 신경학 및 

정신의학 센터에서 운영합니다. 이 레지스트리는 환자가 스스로 보고하는 레지스트리인 듀시엔형 근이영양증(Duchenne Muscular Dystrophy, DMD) 및 

척수근육위축(Spinal Muscular Atrophy, SMA)에 대한 TREAT-NMD 환자 레지스트리들과 동일한 형식을 따릅니다. 각 레지스트리 항목은 환자의 

담당의에 의해 공인되며, 그 후 Remudy-GNE 근육병증 레지스트리로 넘어가기 전에 의학 및 유전학 전문가들에 의해 재확인됩니다. 2016 년 6 월 

말까지, 176 명의 GNE 근육병증 환자들이 등록되었고, 등록자 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레지스트리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현재까지 타당성 

연구(GNE 근육병증 환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전자 기기 선택을 평가하기 위해 제안된 프로젝트의 실용성 평가)와 시험자 주도 임상시험 모집에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Remudy 는 Dr. Madoka Mori-Yoshimura 가 이끌고 있습니다. 레지스트리팀은 GNEM- DMP 와 협력하여 두 가지 익명 데이터가 병합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병합된 익명 처리된 데이터 세트는 강력한 데이터 세트를 형성할 것이며, 이는 GNE 근육병증에 대한 치료제의 임상 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Remudy 레지스트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완전히 분석되어 2014 년에 ‘일본에서 GNE 근육병증에 대한 전국 환자 레지스트리(Nationwide Patient 

Registry for GNE myopathy in Japan)’란 논문 제목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아래에 Dr En Kimura 가 결과의 간단한 요약을 친절하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Mori-Yoshimura M, Hayashi YK, Yonemoto N, et al. (2014)  
일본에서의 GNE 근육병증에 대한 전국 환자 레지스트리.  

Orphanet J Rare Dis 9:150  

초록 

목표 및 목적: 이 연구의 목표는 (1) GNE 근육병증에 대한 전국 환자 

레지스트리를 개발하여 임상시험 계획과 대상자 모집을 용이하게 

하며 (2) 요법 및 치료 향상을 목적으로 질병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각 환자로부터 원본 유전 분석 결과지의 사본이 요구되었습니다.  

 

결과: 저희는 Remudy-GNE 근육병증 레지스트리를 성공적으로 

확립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21 명의 환자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일본만 해당). 73 개 병원에서 100 명에 가까운 의사들이 

레지스트리 큐레이터와 협력하여 레지스트리를 확립하였습니다. 

레지스트리 데이터에 대한 인구학적 분석 결과 발병 당시 평균 

연령은 27.7 세(+/- 9.6 세)였고, 모든 레지스트리 환자들 중 거의 

20%(24/121)가 도움없이 걸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첫 증상이 나타난 후 약 12 년 후에 보조 기구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15 년 후에 환자들이 휠체어 사용을 시작하며, 

20 년 후에 보행능력을 상실합니다. 원인 불명의 혈소판감소증(출혈 

가능성 증가를 야기하는 낮은 혈소판 수치) 과거력 및/또는 

합병증이 있었던 3 명의 환자들에서 비정상적인 동반 증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진행을 커뮤니티와 공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뉴스레터가 발행되었고, 여기에는 일본에서 GNE 

근육병증에 대한 Nobel pharma 의 새로운 제 1 상 임상시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뉴스레터는 걸을 수 없는 환자들에서 

호흡 평가와 호흡 부전 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 

매체로 작용했습니다.  

 

 

결론: 일본 Remudy-GNE 근육병증 레지스트리는 질병의 자연적 

생장 연구에 관한 지식을 증가시키고 임상시험에 GNE 근육병증 

환자를 모집하는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www.ncbi.nlm.nih.gov/pmc/ articles/PMC4203883/. 

방법: 질병의 중증도와 진행을 반영하는 데이터 획득을 위해 국립 
신경학 및 정신의학 센터의 국립 센터 병원(National Center 
Hospital of the National Center of Neurology and Psychiatry, 
NCNP)에서 GNE 근육병증이 유전적으로 확인된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근이영양증 
레지스트리(Registry of Muscular Dystrophies, Remudy)에서 
디스트로핀병증 환자들의 전국적 레지스트리 데이터시트에서 항목을 
참조하였습니다. 등록 시트를 위해 선정된 항목들로는 연령, 성별, 
발병 당시 연령, 과거력 및 합병증, 가족력, 체중 및 신장, 근육 
생검의 병리학적 소견, 잡는 힘, 보행 능력, 호흡 기능, 심장 기능, 
다가오는 임상시험에 참여할 의사 및 환자 협회 가입이 
포함되었습니다.  

MRCC-UX00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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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도쿄 

참여자   분포.  

참여자들은 일본 전역에 

걸쳐 분포하였고(47 개 현 

중 38 개 현), 73 개 

기관에서 92 명의 의사들이 

레지스트리에 기여하는데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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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riko Oda – 지금까지의 나의 여정 
 

편집자로부터의 소개: Yuriko Oda 는 일본 환자 단체 ‘원위 근육병증을 위한 환자 협회(Patients 

Association for Distal Myopathies)’ (PADM)의 회장이며 TREAT-NMD 집행 위원회의 위원입니다. 

Yuriko 는 유튜브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멤버이며, 자신의 채널 

(www.youtube.com/channel/UCHPYy4tcfXzKCa-P0h5u49Q)을 진행하는데, 여기에 그녀는 일련의 

비디오를 업로드하였습니다(영어 자막 있음). 이 비디오들은 GNE 근육병증 환자들이 직면하는 일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봅니다 - 비행기 탑승, 기차 여행 및 과일 따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 등의 활동. Yuriko 는 

열성적인 여행가이며, 자유시간의 상당부분을 일본뿐 아니라 전세계에 있는 신경근육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장벽이 없고 접근 가능한 환경 형성을 대변하는데 할애하여 왔습니다. 아래에서, Yuriko 는 

그녀의 경험과 그녀가 하고 있는 훌륭한 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20 살쯤 되었을 때, 저는 다리에서 비정상적인 어떤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002 년에 저는 

대학교 4 학년생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테를 두른 공포를 수반하는 원위 근육병증(Distal Myopathy with 

Rimmed Vacuoles)을 진단받았습니다(오늘날에는 GNE 근육병증으로도 알려져 있음). 진단 전 저는 항상 

제 다리에서 느껴지는 변화들에 대해 제 자신을 비난하였습니다. 비록 제가 수영, 강아지 산책시키기 및 

계단 오르기 등의 활동에 참여하긴 했지만, 제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진단 내용이 확인된 후, 의사가 제게 이는 유전 질환이라고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2005 년에 제 25 번째 생일 직전에, 가족 계획과 근육 허약의 진행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저는 주치의를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GNE 근육병증이 열성 

질환이고 이 질환이 '상염색체 열성' 상태이므로 제 자녀가 이 질병으로 

영향을 받게 될 확률이 매우 작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만약 

발생한다면 이는 천문학적 현상일 것입니다. 제 담당 의사는 신체의 특정 

부분에서 질환이 진행됨에 따라 이 질환으로 인해 출산이 더욱 힘들 

것이라고 알려줬습니다. 따라서 남자친구와 저는 결혼하여 빨리 아이를 

갖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해에 아들 Eiichi 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키우는 것이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해낼 수 있음에 매우 

감사합니다. 제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활기차게 살아간다면 

어떠한 장애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와이 해변에서. 2015 년 아들 Eiichi 와 제 모습.  

PADM 설립 
PADM (www.npopadm.com)는 2008 년 4 월 1 일 환자들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며, 9 년이 지난 현재 128 명의 

회원(모두 환자들임)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 질병에 대한 

치료법이나 의약품에 대한 가능한 화합물 접근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GNE 근육병증 치료 연구에 관한 좋은 소식을 

듣기 시작했을 때 PADM 가 형성되었습니다. 현재 여러 일본 

그룹들이 뭉쳐서 저희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룹을 

형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PADM. PADM 의 주요 

목적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 GNE 근육병증 

환자들에게 현재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문제점들에 대해 

업계 및 정부와 함께 노력함, 예를 들어 (장애인들을 위한 

일상 생활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장벽 없는 

실질적인 관련 정보). 또한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들(일체의 미래 의약품에 대한 접근, 희귀질환 

네트워크 형성). 제 고국인 일본에서, 저명한 신경학자이신 

Dr. Ichizo Nishino 는 GNE 근육병증에 대한 연구를 이끌어 

왔고 이 질환과 관련된 의약품 개발의 선두에 계십니다. 

사람들이 저희의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찾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음을 아는 것은 저로 하여금 무언가를 기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성과 

 

저희는 지난 9 년간 열심히 일해왔고 저희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009 년 8 월 14 일에 있었던 한 가지 결과로, 
제약회사 Nobelphama Co., Ltd.가 실질적인 사용을 위한 
DMRV(일본에서 GNE 근육병증의 또 다른 명칭) 치료제 개발을 
착수할 수 있는 연구비를 NEDO(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는 Ultragenyx Pharmaceutical Inc.와 Nobelphama Co., 
Ltd.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 연구들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들 중, 저희의 목적이 미디어에서 다뤄진 덕분에 
저희는 더 넓고 광범위한 스케일로 저희의 존재가 알려지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제약회사들이 GNE 근육병증에 대한 의약품 생산 
가능성에 관심을 표명함을 기쁘게 생각하지만, 이는 단지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활동 

일본에는 현재 GNE 근육병증을 진단받은 환자들이 300 명이 
있습니다. 이 질환은 희귀질환으로, 이는 전세계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에서만 발병되고 이 질환에 대한 연구가 매우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환자로서, 저희는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최소한 원위 근육병증에서라도 저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저희의 목적을 지원하는 
대중들로부터 서명을 받는 일뿐 아니라, 저희는 심포지엄, 회의 
및 원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08 년 4 월 이후 저희는 
캠페인을 벌여왔고 2014 년 5 월 204 만명의 서명에 
도달했습니다. 이 서명 청원은 일본 보건부, 후생노동성의 여러 
현존 장관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위 근육병증은 
2015 년 일본에서 지정 희귀질환으로 등록되었습니다. 
PADM 는 임상 연구와 치료법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분야에서 변화를 만들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함께할 때 더욱 강해지고 치료법을 찾을 수 있으므로, 다른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을 환영합니다.  

MRCC-UX001-00001 DISEASE MONITOR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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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PADM 에서 저희는 GNE 근육병증 환자들뿐 아니라 다른 모든 

종류의 환자들을 위해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는 저희의 활동을 계속할 것이며 운 좋게도 이미 

저희가 가진 목표 중 일부를 달성하였습니다. 저희(환자들)가 

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면, DMRV 뿐 아니라 다른 희귀질환 더 

나아가 질병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괄목할 만한 진보를 이루고 있고 

연구자들을 치료법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희가 희귀질환에 대한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굳건히 믿기 때문에, 저희는 인식과 

과학적인 획기적 발전을 증진할 수 있는 활동의 실행을 

촉구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의료 시스템과 그것을 지배하는 법을 

변화시키기 위한 저희의 노력이 흐르는 강물과 같이 지속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방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과학자들이 곧 저희에게 치료법을 선사할 것을 간절히 기대하며, 

저희의 질병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아이디어와 불가능에 대한 건강한 외면을 

갖고 있는 기업가적인 팀에게 상을 주기 위한 목적의 구글 영향 

도전에서 PADM 는 2015 년 대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작년에 

오바마 대통령도 참석하였던 케냐에서 개최된 제 6 차 글로벌 

기업가 회담(Global Entrepreneurship Summit)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진행 
 

4.5 센티미터 또는 1.8 인치 -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것은 제가 휠체어로 여행다닐 때 제가 스스로 

넘어설 수 없는 계단 높이입니다. 10 년전 제가 건강했을 때, 저는 

언젠가 휠체어의 불편함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본에서만 2 백만 명의 휠체어 사용자들이 있고, 이 

중 많은 경우에 밖에서의 휠체어 접근성 결여로 인해 이 사람들은 

집에만 틀어박혀 있습니다. 집에서도 대부분은 더 작은 생활 

공간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곳으로의 여행은 엄청난 연구, 

세심한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대중적인 공간에서 휠체어 사용자들이 

접근성을 명확히 볼 수 있는 쌍방향의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경험을 공유하고 외부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가상의 

도표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휠체어 사용자들,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 보행자들과 고령자들에게 유용하고 

실질적인 상세 정보입니다.  

이 사람들 중 거의 모두가 혼자 힘으로 

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전세계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과 협력하기를 

희망합니다. 장벽없는 지도 

프로젝트(Barrier Free Map Project) 

(www.b-free.org/english/)를 지원해 

주세요. 이는 우리를 둘러싼 크고 작은 

장애물을 없앨 것입니다. 저희는 NHK 

월드의 “비전을 가진 여성들(Women 

of Vision)”이란 시리즈에 

방송되었습니다. 비디오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4.5 센티미터는 여러분에게 

별 게 아닌 것처럼 들릴 것이나, 휠체어 

사용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Nobelpharma 회장과 함께. Mr Shiomura, 그의 동료, Dr. Nishino 및 몇몇 PADM 

회원들 

감정 
저는 22 살 때 GNE 근육병증을 진단받았습니다. 그것은 

충격적인 소식이었지만, 저는 아주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최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행복하게 

지내도록 배워왔습니다. 가끔 전자 휠체어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겹습니다. 제 근육들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전동 휠체어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모든 것에 도전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협력함으로써 신경근육 

커뮤니티 환자들에게 유익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 증진을 돕고 

지원할 수 있다고 강하게 믿기 때문에 저는 TREAT- NMD 운영 

위원회에 가입하였습니다.  

남편과 저, 2015 년 대학교 모교에서, 

두 번째 책을 위한 사진 촬영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Yuriko, Yoichi 및 Eiichi.  

다음 GNEM-DMP 뉴스레터 발행본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으시면, 레지스트리 큐레이터에게 

HIBM@treat-nmd.eu 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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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친구의 결혼식에서 함께. 2013 
Ultragenyx 의 최고경영자이자 회장인 Dr Emil Kakkis 와 PADM 회원들과 함께 

도쿄에서. 2014 

전세계 영향 도전 

http://www.b-free.org/english/)
http://www.b-free.org/english/)
http://www3.nhk.or.jp/nhkworld/en/news/editors/18/20160422/
mailto:HIBM@treat-nmd.eu
mailto:HIBM@treat-nmd.e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