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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EM-DMP에 대한 지원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프로젝트는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던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16년은 멋진 한 해였으며 저희는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2017년은 더 좋은 소식과 
과학적인 획기적 발전을 가져오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6차 GNEM-DMP 뉴스레터 
발행본에서 소개하는 내용: 
 

• NDF의 연례 GNE 근육병증(HIBM) 심포지엄 - 피드백 

• GNE 근육병증 환자 권리 옹호 회담 - 피드백 

• GNE 근육병증의 역사 - 주요 사건 연대표 

• Ultragenyx 소식: EU에서 아세뉴라민산 서방(Ace-ER)에 대한 시판 허가 신청 철회 

• 음식 선택과 건강 

• 참여자 스토리: '지금까지의 나의 여정' - Rushabh Desai 

 
 
 

GNE 환자 레지스트리에 참여하시려면 www.gnem-dmp.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GNEM-DMP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GNEM@treat-nmd.eu로 연락하십시오 

Ultragenyx Pharmaceutical Inc.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ultragenyx.com/patients/gnem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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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한 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성공을 기원합니다 
영국 뉴캐슬의 부둣가 이미지. GNEM-DMP 큐레이션팀의 본사가 있는 도시.  

https://www.gnem-dmp.com/
mailto:GNEM@treat-nmd.eu
http://www.ultragenyx.com/patients/gnem/
http://www.treat-nmd.eu/


  
 

 
 

 

NDF의 연례 GNE 근육병증(HIBM) 심포지엄 
2016년 8월 31일-9월 1일, 장소: UCLA 

 

2016년 8월 3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GNE 근육병증 환자, 간병인, NDF 이사, 과학자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약 
40명이 함께 모여 연례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첫째 날 오전 시간은 NDF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 에모리 유전학(Emory Genetics) 실험실의 Dr. 
Madhuri Hegde는 GNE 근육병증의 DNA 검사 및 
돌연변이 분석에 초점을 둔 발표를 했습니다.  

• Open Medicine Institute(OMI)의 Dr. Andy Kogelnik는 
OMI의 전세계 검체 수집 및 검사 능력을 강조하는 
"디지털 시대의 정밀 의학, 협업 및 유전체학"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Ultragenyx의 Dr. Stan Krolczyk는 걸을 수 있는 GNE 
환자를 대상으로 아세뉴라민산(시알산) 서방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진행 중인 
2건의 제2상 및 제3상 Ultragenyx 임상시험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Dr. Marjan은 ManNAc의 
임상시험들에 대해 논의하며, 제3상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이 2017년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NDF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있는 Nationwide 
Children 's Hospital의 Dr. Jerry Mendell과의 공동 연구로 
GNE 근육병증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치료 분야에서 
전임상 신약 연구의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 Dr. Carmen Bertoni는 유전자 치료 및 유전자 편집에 
대한 개요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날 오후 시간에는 과학자들을 위한 토론 세션이 
개최되었는데, 이 시간은 Dr. John Hakimi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환자들을 위한 세션은 Gretchen Kubacky, 
PsyD가, 간병인을 위한 세션은 Judy Clingman, MRT가 
이끌었습니다.  

심포지엄의 둘째 날 오전/오후 시간에는 Mark Clements와 
Zamia Cohen의 적응 요가 교육, 마사지, 스트레칭 및 영양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NDF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www.curehibm.org 

 
 
 
 

 
 

이 회담의 목적은 2가지로, 첫째는 환자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GNE 근육병증 환자들의 요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네트워크 형성을 도와 권리 옹호 단체가 환자들과 가족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더 잘 연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국가와 지역에서 환자 대표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북아일랜드, 영국, 네덜란드, 레위니옹 제도, 스페인, 일본, 독일 및 이탈리아. 또한 다음과 
같은 환자 권리 옹호 단체들의 대표자들도 참석했습니다: 미국의 신경근육병 재단(Neuromuscular Disease Foundation, NDF), 일본의 원위 근육병증을 
위한 환자 협회(Patients Association for Distal Myopathies, PADM), 이탈리아의 Associazione Gli Equilibristi 및 스페인의 Federación de Enfermedades 
Neuromusculare(ASEM).  

파리 Centre de Reference de Pathologie Neuromusculaire의 Dr. Anthony Behin이 GNE 근육병증에 대한 현재의 이해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Mónica 
Suárez Felgueroso는 스페인의 신경근육병 환자를 위한 Federación ASEM 활동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Yuriko Oda는 매년 여섯 번의 모임을 가지는 
100명의 일본 GNE 근육병증 환자를 위해 봉사하는 PADM의 설립과 성장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이 회담에 참석한 환자들은 다른 GNE 근육병증 환자 및 가족과의 연계가 막대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으며, 동일한 희귀 질환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험을 공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환자들은 하루 동안 자신의 개인적인 여정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질병을 가지고 
살아갈 때 환자, 가족 및 간병인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즉, 재정적 보조금(주택 개조 등을 위한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치료/지원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이것이 각 국가마다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회의는 GNE 근육병증 환자 및 그 가족과 신경근육 환자 권리 옹호 단체와의 연계를 장려하기 위한 환자, 환자 단체 및 업계 간의 지속적인 협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와 환자 단체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 연결성/관계/파트너십의 수준이 증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자들은 올바른 
치료와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추가 정보는 patientadvocacy@ultragenyx.com으로 문의하십시오.  

GNEM-DMP 레지스트리 참여자로서 여러분은 환자 권리 옹호 회담과 같은 향후 이벤트에 대해 자동으로 통지를 받으시게 됩니다. GNE 
근육병증(HIBM, DMRV, QSM, 노나카 근육병증 또는 IBM 제2형이라고도 알려져 있음) 진단을 받았지만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경우, 연구 
웹사이트(www.gnem-dmp.com)를 방문해 간단한 몇 가지 단계를 거쳐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2016년 10월 1일 바르셀로나에서 

Ultragenyx는 환자와 간병인, 환자 권리 

옹호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인 환자 권리 

옹호 회담을 주최했습니다.   
근육병증을 이야기합시다 

GNE 근육병증 환자 권리 옹호 회담 - 스페인 바르셀로나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1517880
https://www.clinicaltrials.gov/ct2/show/NCT02377921
http://curehibm.org/
mailto:patientadvocacy@ultragenyx.com
http://www.gnem-dmp.com/


 

 
 

 

GNE 근육병증의 역사 - 지금까지의 주요 사건 연대표 
 

편집자로부터의 소개: Dr Zohar Argov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경학자이자 이스라엘 
예루살렘 Hadassah-Hebrew University Medical Centre의 교수(명예교수)로 오랫동안 근육 
질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1984년 처음으로 유대인 환자의 GNE 
근육병증(당시 대퇴사두근-보존형(Quadriceps-sparing) 또는 봉입체(Inclusion body) 
근육병증으로 부름)을 기술했습니다. 또한 Dr Argov는 Bioblast Pharma의 CEO 특별 의료 
고문으로 희귀 질환을 위한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는 연구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습니다. 
2014년에 Dr Argov는 환자의 병상 관찰에서부터 시작해 현재 위치에 이르기까지 신경근육 
분야에서의 35년 경력을 아우르는 GNE 근육병증의 역사와 현재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Dr Zohar Argov 
GNE 근육병증 발견의 여정은 1979년 Dr Argov가 Lord John Walton 및 Professor Frank Mastaglia의 근이영양증 연구소(Muscular 
Dystrophy Laboratories)에서 세계 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후원한 펠로우쉽 행사에 참석하고 
뉴캐슬어폰타인(GNEM-DMP 큐레이션팀이 있는 영국의 한 도시)에서 돌아온 후에 시작됩니다. 아래의 연대표는 GNE 근육병증의 
발견과 발전의 주요 요점을 Dr Argov의 관점에서 바라본 내용입니다.  

변경 인용 자료; myopathy: a personal trip from bedside observation to therapeutic trials, Zohar Argov, Acta Myol. 2014 Oct; 33(2): 107–
110.  
1979 (영국의 WHO 펠로우쉽 행사 이후) 이스라엘로 

돌아온 직후, Dr Argov는 휠체어에 앉아 손녀와 놀고 
있는 60대 남성 입원 환자를 만납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이 남자는 다리 아래 부분(발목 부근)에 
앉아있던 손녀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다리를 똑바로 
앞으로(수평으로) 펼 수 있었습니다. Dr Argov는 이 
행동이 대퇴사두근(대개 근이영양증 및 후천성 
근육병증에 처음으로 관련되는 근육)의 큰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근육병증이 진행되는 
사람에게는 매우 특이한 활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984 Dr Argov는 자신이 발견한 내용을 (Lord Walton이 
뉴캐슬에서 옥스포드로 옮기는 것을 기념하는) Journal of 
Neurological Sciences 특별호(festschrift라고 알려짐)에 
게재했습니다. 1984년까지 27명의 환자가 QSM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년 동안 전세계 병원에서 
유사한 장애를 나타내는 환자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으며 
QSM과 산발적 봉입체 근육병증(IBM2) 사이의 유사성 
때문에 이 질병이 유전성 봉입체 근육병증(HIBM)이라는 
이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동일한 시기에 Dr 
Ikuya Nonaka가 새로운 원위 근육병증이 있는 일본인 
환자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이 두 병태는 하나의 질병 이름으로 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인체에서 
대퇴사두근의 위치 

  

 

Lord John Walton of 
Detchant(1922년 9월 
16일~2016년 4월 21일)은 
영국의 신경과학자 및 
학자이자 상원의원을 지낸 
당대 귀족이었다 

1982 이 독특한 증후군이 처음 발견된 지 3년 만에, Dr 
Argov는 9명의 환자에서 현재 대퇴사두근 보존형 
근육병증(QSM)이라는 용어로 지정된 질병을 
확인했습니다. 확인된 모든 환자는 유대계 
이란인(페르시아인) 출신이었고 모두 1) 성인 발병 
근육병증과 2) 다양한 근육 섬유가 '테를 두른 
공포'(근육 섬유의 병변 영역)를 함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생검이 있었습니다. 이는 
티베리아스(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인-이탈리아인 
연석회의에서 초록으로 보고되었습니다.  

 1995 HIBM이 독특한 임상 진단일 뿐만 아니라 사실 
본질적으로 명확한 유전 질환이라는 이해는 당시 
이스라엘 Hadassah Hebrew University Medical Centre에서 
분자 진단 부서(Molecular Diagnostics Unit)를 책임지고 
있었던 Dr Stella Mitrani-Rosenbaum이 수행한 연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Dr Argov는 1995년 페르시아계 유대인 
QSM으로 알려진 질병을 게놈(9번 염색체)의 특정 유전적 
결함과 연결시키는 데 성공한 Dr Mitrani-Rosenbaum과 
계속 협력합니다.  

 

 

이란이슬람공화국

은 서아시아의 
주권국이다 

  

 

Dr Stella Mitrani-Rosenbaum. 연구 
책임자, Goldyne Savad Institute of 
Gene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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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Dr Stella Mitrani- Rosenbaum의 연구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로서,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특별 
회의가 개최되어 이 열성 근육병증에 대한 진단 
기준(특정 유전적 특성에 기반하여 해당 질병을 
HIBM으로 정의하는 설정 기준)이 전 세계의 전문가 
그룹에 의해 설정되고 이탈리아 저널 Acta 
Myologica 특별호에 실렸습니다.  

 2014 1979년 Dr Argov가 최초로 발견한 이후, 이 질병에 대해 
오늘날까지 전세계 연구 그룹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러가지 역사적인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임상의, 환자 및 연구자들에게 점점 더 혼란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컨소시엄(Dr. Argov 포함)에서 이 
장애를 'GNE 근육병증'으로 재명명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결국 이 이름이 전 세계에서 이 병태에 사용되는 유일한 
용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GNE 근육병증의 다른 이름 
GNE 근육병증이나 유전성 봉입체 
근육병증(HIBM)이라고 가장 흔히 부르지만, 이 
근육 질환은 다름과 같이 부를 수도 있습니다: 

테를 두른 공포를 수반하는 원위 
근육병증(Distal Myopathy with Rimmed 
Vacuoles, DMRV) 

대퇴사두근-보존형 근육병증(Quadriceps-
Sparing Myopathy, QSM) 

유전성 봉입체 근육병증 제2형(Hereditary 
Inclusion Body Myopathy Type 2, HIBM2) 

봉입체 근육병증 제2형(Inclusion Body 
Myopathy Type 2, IBM2) 

노나카 근육병증  

 

2001 Prof Mitrani- Rosenbaum 실험실의 PhD 학생인 Iris 
Eisenberg가 ‘N-아세틸글루코사민 에피머라아제/N-
아세틸글루코사민 키나아제’(GNE라고 부름)라고 
명명된 유전자 암호화의 돌연변이가 질병을 
유발하는 결함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발견은 
일본에서 테를 두른 공포를 수반하는 원위 
근육병증(DMRV) 또는 나노카 근육병증이라고 
불리는 질환이 실제로 HIBM과 동일한 병태임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전자 발견 이후, 
이제 전세계 수많은 국가의 'HIBM/DMRV' 환자에 
대한 임상 설명을 유전학적 분자 검사로 확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현재까지 질병 유발 돌연변이가 
150개 이상 있음).  

 
2016 

Dr Argov는 GNE 근육병증 치료 개발에 헌신적인 연구자 
및 환자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2상, 
무작위 배정, 대조 아세뉴라민산 서방 임상시험에서 
시험책임자였습니다.  

또한 Dr Argov는 현재 이 병태를 대상으로 사전 요법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Ultragenyx의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1979년의 ‘복도 관찰’이 곧 
치료법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Ultragenyx EU에서 아세뉴라민산 서방(Ace-ER)에 대한 시판 
허가 신청 철회 발표 

 
2016년 11월 11일, Ultragenyx Pharmaceutical Inc.이 GNE 근육병증이 있는 성인 환자의 치료용 아세뉴라민산 서방(Aceneuramic Acid 
Prolonged Release, Ace-ER)에 대한 조건부 시판 승인 신청(Marketing Authorization Application, MAA)을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에서 철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건부 승인은 확증적인 연구가 완료되는 동안 심각한 장애에 대한 
의약품을 환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유럽 연합에서 사용되는 지정입니다. 이 조건부 승인은 처음에 등록 임상시험으로 설계되지 
않았던 이 회사의 제2상 임상시험 데이터에 기초했습니다. 인체용 의약품 위원회(Committee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CHMP) 회의에서 CHMP는 제2상 임상시험이 고무적이었지만, 현재 승인을 뒷받침할 충분한 양의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Ultragenyx는 Ace-ER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성공적으로 등록한 글로벌 제3상 임상시험에서 추가적인 유효성 
데이터를 획득할 의향을 지니고 있으며, 이 임상시험의 데이터가 2017년 하반기에 사용 가능해지면 완전한 승인을 위한 MAA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현재 Ace-ER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환자에게 미치는 결과는 없습니다. Ultragenyx의 최고 경영자이자 회장인 Emil 
D. Kakkis, MD, Ph.D.는 “자사의 제3상 임상시험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전체 48주의 임상시험 기간 동안 지속되는 일차 평가변수 및 
위약 기간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 제2상 임상시험에서 보인 고무적인 결과를 확인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사는 심신을 쇠약하게 하는 이 진행성 근육 질환의 영향을 받은 환자들에게 잠재적 치료법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론 자료 전문: (www.ir.ultragenyx.com/releasedetail.cfm?ReleaseID=998999) 
이 발표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gnem@treat-nmd.eu으로 연구팀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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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선택과 건강 
서론 
GNE 근육병증과 같은 희귀한 신경근육 병태가 있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상생활의 일부 측면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모든 연령대의 성인들은 삶과 
신체가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영양과 신체 활동 요구를 가지게 되며,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이를 통해 최상의 
건강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GNE 근육병증 환자는 다른 인구군과 동일한 건강식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종종 듣는 질문은 ‘건강한 식단이 
무엇인가?’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짧은 안내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안내서는 유용할 수 있지만 의학적 조언이 아님을 유의하십시오.  

건강한 균형식과 안정적인 체중의 유익은 정신적 육체적 안녕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비만, 과체중 및 
저체중과 같은 모든 형태의 영양 실조를 예방할 수 있으며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특정 암 및 골다공증을 포함한 비 전염성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단을 수정하거나 이동성을 줄이면서 체중을 증가/감량, 또는 
유지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체중이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 
알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척도는 체질량 지수(BMI: 
체중(kg)/신장(m)2)입니다. 일부에게는 이 지수가 유용하지만 이동 
보조 기구에 자주 의존하는 이들에게는 허리 둘레와 같은 더 믿을 
만한 척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2.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언할 수 있는 임상의나 전문 영양사와 
상담하십시오.  

건강한 균형식은 무엇인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한다는 것은 가장 단순한 말로 섭취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체중을 줄이려면 섭취하는 
것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합니다. 체중을 늘리려면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Eatwell 가이드3(그림 1)은 건강한 식이요법을 위해 하루 동안 
먹어야 하는 5가지 주요 식품군의 비율을 설명하는 시각 보조 
도구입니다. 이 가이드는 주로 영국 국민에게 영양 정보를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과학위원회(COMA, SACN)의 
광범위한 연구를 토대로 Public Health England가 제공하는 
것입니다4. 조언은 나라마다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제공되는 핵심 
영양 권장 사항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며 세계 
보건기구(WHO)의 권장 사항과 일치합니다5,6,7,8,9.  

그림 1: Eatwell 가이드 
 

주요 영양 메시지: 
칼로리 한계 내에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체 식품군(그림 1 및 표 1)에 걸쳐 다양한 영양이 풍부한 식품에 집중하십시오. 영양이 풍부한 식품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고형 지방과 가당, 정제된 전분 및 나트륨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건강에 좋은 물질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식이 섬유와 
같은 중요한 물질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형태로 있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아래 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감되는 다른 중요한 
주요 권장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소금 섭취를 5g/일 이하로 줄일 것 • 능력 내에서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생활을 할 것.  
 

표 1: 주요 영양 권장 사항 

전분  
탄수화물  
기반의 식사 

전분 미정백 탄수화물이 섭취하는 음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뿌리 
채소, 빵, 쌀, 파스타, 곡류 및 수수 등이 
포함됩니다. 가능하면 미정백 종류를 
선택하십시오(또는 감자를 껍질 채 드십시오). 
이런 음식에 섬유소가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 
포만감을 더 오랫 동안 느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매일 5회 분량 
이상 섭취하십시오 

두 조각의 과일 
1회 분량은 보통 80g 정도이며 말린 과일의 
경우 설탕 함량(작은 한 줌에 30g)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적은 분량이, 과일 주스의 
경우 150ml 잔으로 한 잔이 권장됩니다 

3회 분량의 채소 
1회 분량은 80g 또는 테이블스푼(가득 담긴 
양 기준) 3개 정도의 채소로 이루어집니다 

 유제품 또는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 대체 음식을 
포함하십시오 

치즈, 요거트 또는 프로마쥬 프레(프레시 치즈)를 식단에 
포함하십시오. 이런 음식은 식이성 칼슘, 단백질 및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일부 유제품은 지방 및 포화 지방 함량이 높을 수 있으며, 
지방 함량이 낮은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권장 분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냥갑 크기의 치즈(30g) 
작은 요거트 
우유 1/3 파인트(0.189 리터) 
유당 불내증이 있는 경우 유제품이 아닌 칼슘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화 주스, 시리얼 및 빵,  
• 뼈가 포함된 통조림된 정어리와 연어, 브로콜리, 어린 양배추 
잎(케일, 청경채, 콜라드).  

• 황산칼슘으로 만든 콩제품 두부, 콩 요거트 및 템페.  
     

단백질 
살코기: 붉은색 육류 및 가금류에서 과도한 지방 및 
껍질을 제거하고, 가능한 경우 튀기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경우 붉은색 육류는 일주일에 2회로 
제한해야 합니다. 가공육(햄 소시지 프랑크푸르트 
소시지 및 델리용 육류)은 소금 함량이 매우 높으므로 
적게 먹어야 합니다.  

콩류/두류(콩/완두콩 및 렌틸): 콩과 완두콩은 
채소군의 일부이기도 하며 훌륭한 단백질원이고 
지방은 아주 낮으며 자연적으로 섬유소 함량이 
높습니다.  

해산물: 매주 2회 분량의 생선을 포함하고 이 중 1회는 
기름기가 많은 생선(훈제 청어, 참치, 고등어, 연어, 
청어, 멸치)이어야 합니다(140g) 

 기름 및 스프레드 
불포화 기름과 스프레드(올리브, 해바라기, 평지씨 
또는 식물성 오일)를 선택하고 버터, 기버터 또는 
바나스파티와 같은 포화/트랜스 지방 종류는 
피하십시오. 식단에서 지방을 제거해서는 

안되지만, 에너지 밀도가 아주 높으므로 1회 분량 
크기를 5g/1티스푼으로 제한하십시오.  

설탕 
성인은 하루에 30g(각설탕 7개) 이상의 설탕을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평균적으로 영국인들은 이 양의 
2~3배를 섭취합니다. 음식에 얼마나 많은 설탕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라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단 
과자류, 케이크, 비스킷, 설탕이 든 음료와 같이 
고설탕 가공 음식을 식단에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화 
(한 컵은 약 240ml) 

알코올 섭취는 
일주일에 14단위로 
제한하고 매주 2일 
이상은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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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6~8

컵 

물, 저지방 우유, 

차를 포함하는 

무설탕 음료와 

커피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과일 주스 

및/또는 

스무디는 하루에 

총 150ml까지로 

제한하십시오.  

http://apps.who.int/iris/bitstream/10665/250131/1/9789241511247-eng.pdf
http://www.nhs.uk/Livewell/Disability/Pages/weight-loss-wheelchairs.aspx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28193/Eatwell_guide_colour.pdf%20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47050/%20government__dietary_recommendations.pdf
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394/en/
http://www.who.int/dietphysicalactivity/publications/trs916/en/gsfao_introduction.pdf
http://ninindia.org/dietaryguidelinesforninwebsite.pdf
https://health.gov/dietaryguidelines/2015/resources/2015-2020_Dietary_Guidelines.pdf
http://www.fao.org/nutrition/education/food-dietary-guidelines/regions/en/


 

 
 

 
 

지금까지 나의 이야기 - Rushabh Desai 
 

Rushabh Desai는 인도 출신으로 2011년에 근육 소모 병태의 GNE 근육병증, 
또는 유전성 봉입체 근육병증(HIBM)으로도 알려진 질환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현재 GNEM-DMP 국제 레지스트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이 희귀 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래 공간에서는 Rushabh이 이 병태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Rushabh의 경험은 자신만의 
것으로, 모든 임상시험 시험대상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십시오.  

 

작년 제 인생의 경로를 바꾸게 될 사건이 앞에 놓인 것을 모른 채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것이 마치 어제와 같습니다. 저는 제 몸에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아주 건강했고 운동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대학교 시절, 병이 발병하기 전에는 수영과 체육관에서 하는 운동을 대단히 잘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왜 걷는 게 
이상한지”를 물어볼 때 제 몸에 뭔가 안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냥 무시하기로 결정하고 의사와 상담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Hadassah Hospital 클리닉에서 

아버지, Prof Argov, 본인과 Prof Caraco 

친구들(20세 때)과 운동을 하면서 피크닉을 하는 동안 저는 갑자기 달리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때쯤에는 걷고 달리는 양상이 비정상적인 것이 크게 
눈에 띄었기 때문에 제 어머니가 불안해하며 저를 의사에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 
명의 의사를 만나고 다양한 검사를 받은 후, 제 부모님은 제가 근육 질환이 있지만 그 
중 어떤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제 부모님은 제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졸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소식을 숨기셨습니다.  

인도에서의 오진 이후 저는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2010년에 파리의 근육학 
기관(Institute of Myology)으로 찾아가 Dr Anthony Behin을 만났습니다. 진단명은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치유법이 없는 희귀 근육 질환을 앓고 있다는 소식에 완전히 혼란에 
빠졌고 엄청난 충격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당시 21세였던 제게 그 괴로움과 좌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고 제 모든 꿈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진단을 받은 직후 울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이 질병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GNE 
근육병증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시작했고 전 세계 환자 그룹과 과학자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Ultragenyx가 
진행하고 있는 시알산 임상시험을 평가하기 위한 위약대조 임상시험 시작 소식을 듣자 안심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미국에 도착한 저는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UCLA) 임상시험 시험기관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제가 속했던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그 복잡성을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과 당혹감 때문에 제 약점을 공유하고 싶지 않았지만, 피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행을 하면서 전 
세계의 다양한 환자 단체와 과학자들과 접촉을 시작했고, 그들을 이해하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제 경험을 공유하면서 제 자신을 보다 
나은 방식으로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멋진 여정이었으며 전 세계에서 GNE 근육병증을 연구하는 최고의 연구자/과학자를 만나고 그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행운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책임 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다른 환자를 돕고 인도하며 완쾌라는 순전한 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통해 이 희귀 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통의 목표로 몇몇 환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저 
자신이 인도에서 “국제 GNE 근육병증(GNE Myopathy International)”(www.gne-myopathy.org)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어 GNE 
근육병증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을 돕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 초 Ultragenyx CEO인 

Dr Emil Kakkis과 함께 

2008년 이 질병이 다시 발병한 이후 많은 것이 변했고 앞으로도 여전히 많은 것이 변할 것입니다. 매일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해 왔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믿음을 잃었던 나날들도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날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 불리한 여정에서 이 질병으로 인해 변하기를 거부하는 한 
가지는 삶이라는 선물을 온전히 소중히 여기고 제 능력을 다해 최선의 방법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현재 저는 인도의 상장 금융 회사에서 투자 분석가로서 전임으로 
일하며 다가오는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ushabh Desai 
 

이스라엘 지중해 상공에서 패러글라이딩하는 모습 

인도 타지마할 앞에 

있는 본인 사진 

http://www.gne-myopathy.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