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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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7 차 GNEM-DMP 뉴스레터 발행본에서 소개하는 내용: 
 
 

 GNEM-DMP 레지스트리 업데이트와 참여 개요 
 

 

 신경근육 질환에서 보장구 사용 
 

 

 국제 GNE 근육병증 - 활동 개요 
 

 상염색체 열성 유전과 GNE 근육병증  
 

 가족과 간병인을 위한 10 가지 팁 
 

 Mona Patel - 지금까지의 제 이야기 
 

 

GNE 환자 레지스트리에 참여하시려면 www.gnem-dmp.com 을 방문해 주십시오.  

GNEM-DMP 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HIBM@treat-nmd.eu 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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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CC-UX001-00039 

https://www.gnem-d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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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매달 레지스트리 참여자들의 월별 분류 및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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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참여자 수: 305 명 

 

 
 

GNEM-DMP 레지스트리 업데이트와 참여 개요 
 

2017 년 1 월 GNEM-DMP 레지스트리의 등록 참여자 수가 300 명을 
초과했으며, 이는 모든 환자, 임상의, 환자 조직, 간병인, 전 세계 다른 
연구 옹호자들의 놀라운 성원과 기여가 있었기에 달성할 수 있었던 
훌륭한 성과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레지스트리는 2014 년 3 월 처음 온라인에서 라이브로 구축되었으며, 1 년 내에 
21 개국에서 157 명의 참여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 놀랄만한 참여자 모집 속도는 
광범위한 GNE 커뮤니티로부터의 엄청난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레지스트리는 매달 평균 9 명의 새로운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있으며(그림 2), 이 
지속적인 참여자 정보 제공에 기반하여 레지스트리가 임상시험 설계와 잠재적인 
치료 개발에서 연구자들을 가이드할 수 있습니다. 레지스트리가 GNE 근육병증 
환자들을 참여시킴에 따라, 의사, 연구자, 치료 개발업체들이 모든 GNE 근육병증 
환자들의 표준 치료를 개선시키는 한편, 질병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미래 치료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익명의 질병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재, 레지스트리는 지난 3 년 동안 참여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해 왔으며, 현재 회원 수는 5 개 대륙 31 개국의 
305 명입니다(그림 3). 레지스트리의 목표는 참여자들이 레지스트리의 다른 회원들과 비교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질병 진행을 
추적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레지스트리는 참여자들에게 최대 15 년 동안 종단적 데이터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다른 간격으로 설문지를 작성함으로써; 첫 번째 설문지 작성 후 6 개월째, 그 후 12 개월 간격으로). 
모든 레지스트리 참여자는 온라인 계정에 로그인하여, 설문지에 대한 답변의 형태로 이전 자신이 제공한 모든 정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레지스트리 큐레이터가 설문지 마감일 훨씬 이전에 이메일을 통해 추적관찰 설문지를 작성할 때가 되었음을 참여자들에게 
통지할 것이나, 참여자들은 언제든 레지스트리에 로그인하여 작성할 설문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차 레지스트리 연락 
담당자는 hibm@treat-nmd.eu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www.gnem-dmp.com의 GNEM-DMP 레지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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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GNEM-DMP 레지스트리 참여자들의 글로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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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레지스트리 참여자들을 위한 팁 
 레지스트리 계정에 접근하는 데 문제를 경험하지 않도록 사용자 이름과 암호 

기록을 보관합니다. 그러나 이 상세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함에 유의하십시오!  
 

 레지스트리에서 계정에 접근하는 데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 hibm@treat-

nmd.eu 로 큐레이션 팀에 연락하십시오.  
 

 hibm@treat-nmd.eu 또는 phillip.cammish@ncl.ac.uk 로부터의 이메일이 스팸 

정크 폴더로 전송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큐레이션 팀이 다양한 GNE 관련 주제에 

관한 다수의 이메일을 참여자들에게 전송하므로, 이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십시오!  
 

 각 설문지에서 가능한 많은 질문들에 답변해야 합니다. 각 답변이 GNE 근육병증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레지스트리 참여에 관한 확실하지 않은 점이 있는 경우, 저희에게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이 레지스트리 참여에 영향을 미치도록 상황이 변했을 수 있는 참여자들의 

간병인, 친구 또는 가족 구성원인 경우,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모든 GNEM-DMP 뉴스레터 아카이브는 www.gnem-

dmp.com/Home/Newsletters 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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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E 근육병증을 진단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동성을 돕기 위해 매일 보장구를 사용하거나, 삶의 한 시점에서 보장구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 뉴캐슬 소재 임상 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장구 사용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으며, John Walton 

Muscular Dystrophy Research Centre 에 소재한 물리치료 팀이 이 질문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신경근육 연구 

물리치료사인 Dionne Moat가 GNE 근육병증 환자들에서 보장구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보장구 관련 주제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보장구란 무엇입니까?  
보장구는 신경근육계와 골격계의 구조와 기능적 특징을 수정하는 데 

사용되는 '외부 부착 장비'로 정의됩니다(1). 이는 다양한 형태, 크기, 

재료로 제공되고, 많은 이유로 신체의 다른 부위들에 사용할 수 있으나, 

주로 하지에 사용됩니다.  

보장구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보장구는 운동 범위를 유지 또는 개선하거나, 관절 위치를 개선하거나, 

원하지 않는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통증 관리를 돕거나, 기능을 

개선하거나, 일체의 이 조합을 위해 처방됩니다. 상태에 따라, 환자가 

경험하는 증상과 문제가 어떠한 유형의 보장구를 추천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GNE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GNE 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초기 증상 중 하나가 

'족하수'입니다(2). GNE 와 같은 신경근육 질환에서 족하수는 

배측굴곡근의 허약으로 인해 발생합니다(3). 이는 아랫다리 

앞면(정강이)의 근육이고, 발목을 위로 당겨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부의 경우에 또는 질병의 진행에 따라, 발목 주변의 다른 근육들이 

허약해져 발이 허약해지고 발목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발목 

주변의 이 근육들의 허약이 또한장딴지근이 뻣뻣해질 위험을 

증가시킵니다(4). 

족하수 관리에 보장구 사용 목표는 발과 발목에 양호한 자세를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보행을 개선시키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정도의 지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장구는 보행하는 동안 발이 걸리는 것을 예방하도록 도와 

낙상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이는 또한 족하수로 인해 보행을 변경할 때 

경험하게 되는 일부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5,6).  

족하수용 보장구 유형 

다수의 다른 유형의 보장구 보호대가 존재하고, 한 개인에 적합한 

보호대가 동일한 상태 또는 유사한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에도 다음 번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격의 전문가(예를 들어, 물리치료사 

및/또는 교정전문가)가 올바른 보장구를 평가하고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보장구는 '기성품' 보장구 또는 주문 맞춤형 장비일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참을 만한 사용을 보장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잘 맞는 올바른 장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대는 마모될 수 있기에, 개조 또는 교체하고, 필요가 변경된 경우 

재평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서비스 제공과 예산이 모두 

다르기에, 예약과 검토 프로세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경근육 질환에서 

족하수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장구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목 주변 허약 또는 '족하수'는 보행, 기능, 자신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5). 보행하는 동안 발목과 발을 위로 당길 수 없기에 

발을 치우는 것이 보다 어려워지고 발에 걸려 넘어지거나 낙상할 수 

있기에, 발목 허약으로 인해 보행이 바뀝니다.  

 
그림 1: 발목을 들어 올리고 발가락을 
바닥에서 떼는 정상적인 보행 패턴 그림 2: 다리가 

흔들려 발목을 
들어 올리지 
못하고 
발가락이 
바닥에 걸리는 
족하수의 보행 
패턴 

 
 

 

이는 불안과 자신감 상실로 이어져, 사람들이 덜 걸으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 활동 감소가 상태악화로 인한 이차적인 허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5). 그러나 GNE 로 인한 기저 근육 허약과는 달리, 

이러한 불사용 위축은 활동을 개선하는 경우 가역시킬 수 있습니다. 

보장구 제공은 신경근육 질환에서 족하수 관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4,5,6) 이의 제공은 임상의와 교정전문가의 임상 전문지식과 

논거에 기반합니다(5). 보장구 성공은 보통 장시간 동안 이를 착용하는 

환자의 경험, 임상의가 기록할 수 있는 일부 기능 척도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얼마나 빨리 또는 멀리 걸을 수 있는지, 환자들이 

거동하는 방법 또는 보장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 이를 

사용하여 일상 활동을 수행하는 방법 등입니다.  

풋업 
이는 종종 처음으로 시도하는 

장비입니다. 이는 사용하기 

간단하고 신발 안에 착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신축적인 

스트랩이 최소한의 "풋업"을 

제공합니다. 레이스와 신발 혀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플라스틱 

인레이가 있습니다.  

전방 쉘 발목-발 

보조기(Ankle Foot 

Orthosis, AFO) 
이 보호대는 족하수에 도움이 

되나, 또한 무릎을 쭉 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GNE 

근육병증에서 

대퇴사두근(허벅지 앞면 근육)이 

여전히 튼튼하기에, 이 보호대는 

이 질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실리콘 AFO 
이는 다리의 본을 떠야 하는 

맞춤형 보호대입니다. 이는 발목 

주변에 지지를 제공하나, 딱딱한 

플라스틱보다 유연하고 고형 

물질 보호대보다 감각적인 

반응이 가능합니다. 이는 현지 

NHS 보장구과에서 쉽게 이용할 

수 없습니다.  

 

푸시 애퀴 
이는 발과 발목 주변에 중간 

정도의 지지를 제공하는 유연한 

보호대입니다. 이는 발목 주변을 

감싸는 3 개의 신축적인 

스트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적절한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상당히 타이트하게 당겨야 

합니다. 각 스트랩은 스트랩이 

위치할 순서를 나타내는 1, 2 

또는 3 개의 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즉, 1개의 점 = 첫 번째 

스트랩). 이 보호대는 발을 들어 

올리는 데 도움되고, 또한 발목 

주변에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탄소 섬유 AFO 
이는 종종 표준의 딱딱한 AFO 보다 

가벼우나, 발목 내부와 외부 주변에 

적절한 지지를 제공할 수 없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딱딱한 AFO 
이 보호대는 중증의 족하수에 

상당한 지지를 제공합니다. 이는 

'기성품' 또는 맞춤형일 수 있으며, 

때때로 발목에 스트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보호대를 착용하기 

위해 보통 보다 큰 신발이 

필요합니다.  
 
 

 

토 오프 

이 보호대는 걸음을 뗄 때 발 

볼로 밀어 올리는 동작인 

'발가락 들기'에 도움이 되고, 

족하수를 예방해 줍니다.  
 
 
 
 

 

일체의 보장구 장비 사용을 시작하기 

전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물리치료사와 상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기사에서 논의한 

일체의 항목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경우, 

레지스트리 팀에 문의하십시오. 

HIBM@treat-nmd.eu 
1) Schuch, C. M., & Pritham, C. H. (1994).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Terminology: Application to Prosthetics and Orthotics. JPO: Journal of Prosthetics and Orthotics, 6(1). 
2) Nishino, I., Carrillo-Carrasco, N., & Argov, Z. (2015). GNE myopathy: current update and future therapy. Journal of Neurology, Neurosurgery, and Psychiatry, 86(4), 385–92. http://doi.org/10.1136/jnnp-2013-307051 
3) Sackley, C., Disler, P. B., Turner-Stokes, L., Wade, D. T., Brittle, N., & Hoppitt, T. (2009). Rehabilitation interventions for foot drop in neuromuscular disease. The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3), 
4) Jaivin, J. S., Bishop, J. O., Braly, W. G., & Tullos, H. S. (1992). Management of Acquired Adult Dropfoot. Foot & Ankle International, 13(2), 98–104. 
5) Ramdharry, G. M. (2010). Rehabilitation in practice: Management of lower motor neuron weakness. Clinical Rehabilitation, 24(5), 387–397. 
6) Ramdharry, G. M., Day, B. L., Reilly, M. M., & Marsden, J. F. (2012). Foot drop splints improve proximal as well as distal leg control during gait in Charcot-Marie-Tooth disease. Muscle & Nerve, 46(4), 512–9. 

신경근육 질환에서 보장구 사용 - 
영국 뉴캐슬 소재 물리치료 팀으로부터의 정보 

mailto:HIBM@treat-nmd.eu
http://doi.org/10.1136/jnnp-2013-307051


국제 GNE 근육병증(GNE 
Myopathy International, 
GMI)은 GNE 근육병증 환자, 
가족 및 친구들의 국제 
단체로, 환자들과 전 세계 
커뮤니티들에 이 희귀 유전 
질환에 관해 인식시키고 
환자들에게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시아, 유럽, 중동, 미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론 
GMI 는 2014 년 설립되었으며, 전 세계로부터 참여하는 GNE 
근육병증 환자들, 그 가족들, 친구들의 컨소시엄입니다. 이는 
GNE 근육병증이 없는 세상(World Without GNE myopathy, 
WWGM; 인도에 등록된 신탁기관)과 협력하고 이의 지원을 
받습니다. 회원들과 옹호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GNE 
근육병증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치료 개발의 잠재력을 가진 
연구에서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자의 국가들에서 환자, 가족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새롭게 진단받은 환자들을 돕습니다. 저희는 옹호, 
교육, 연구를 통해 GNE 근육병증의 치유를 찾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열렬히 믿습니다.  

환자 웨비나 
집단적인 환자 행동을 통해 효과적인 치료에 도달할 수 있다는 
비전에 따라, 저희는 환자들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웨비나를 
통해 GNE 근육병증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환자 웨비나는 커뮤니티에서 점차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고, 이스라엘,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인도, 미국, 영국, 아랍 에미리트 연방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의 참여자들이 참여합니다.  

첫 번째 환자 웨비나 

제목- "GNE 근육병증 요법: 현재 지식의 비판적 분석"  
연사: WWGM 운영 이사, Alok Bhattacharya 교수, 개최일: 2016 년 

9 월 17 일 

시알산/ManNAc 의 보충 이외에, 유전자 요법, 줄기세포 요법, 

mRNA 발현을 포함한 다양한 잠재적 치료 옵션들을 

논의했습니다. 임상 연구를 위한 향후 방향은 다른 유전 질환의 

후기 개발 단계에 있는 잠재적인 요법들을 추적하여 GNE 

근육병증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두 번째 환자 웨비나 
제목- “GNE 근육병증의 치료 개발에 박차” 연사: Lalé Welsh, 

신경근육병 재단(Neuromuscular Disease Foundation, NDF) 

CEO, 개최일: 2016 년 12 월 3 일 

Welsh 는 시알산과 ManNAc 의 진행 중인 임상시험, 유전자 
요법과 줄기세포 요법의 잠재력과 같은 GNE 근육병증 치료의 
현재와 미래 상태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그녀는 NDF 가 미국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 유전자 
요법 임상시험을 제출하기 위한 전임상 신약(Investigative 
New Drug, IND)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환자 웨비나 
제목: "GNE 근육병증을 위한 줄기세포 요법"  
연사: Todd Malan 박사, Roberta Çirişyan, Alok Bhattacharya 교수, 

개최일: 2017 년 1 월 28 일 

전 세계 다른 지역들로부터 45 명 이상의 참여자들이 줄기세포 
요법과 GNE 근육병증 환자들에의 응용에 관해 논의한 이 
웨비나에 참석했습니다. 첫 번째 연사인 Todd Malan 
박사(Innovative Cosmetic Surgery Center, 미국 아리조나 주 
소재)는 신체 지방 조직에 존재하는 줄기세포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근육 질환에 특이하지 않은) 일반적인 
줄기세포 사용의 안전성을 연구했으며 안전성이 이전 예상한 
것보다 좋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연구군(비-GNE 
또는 근육 질환)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관찰되는 경우, 이는 
손상된 조직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성장 촉진과 
조직 치유 물질의 분비 때문일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다음 
연사인 Alok Bhattacharya 박사(Jawaharlal Nehru 
University, 뉴델리)는 다른 유형의 줄기세포에 관한 개요를 
제공했습니다. GNE 근육병증 환자인 Roberta Cirisyan 이 이 
웨비나의 세 번째 연사였습니다. 그녀는 Stavros 
Alevrogiannis(그리스 아테네 소재) 박사가 실시한 줄기세포 
치료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Cirisyan 은 2016 년에 줄기세포 
이식을 받았으며, Alevrogiannis 박사의 권고사항에 따라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임상시험이 아닌, 한 명의 환자에서의 탐색적 연구입니다. 
치료가 계속되고 있으며, 나중에 결론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각 
연사들의 발표 후,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단지 
GMI 팀은 다수의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많은 언어로 
GNE 근육병증을 설명하는 전단지를 제작하고 번역함으로써 
커뮤니티 내에서 GNE 근육병증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참여해 
왔습니다. 이 전단지들은 저희 웹사이트(www.gne-
myopathy.org)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전단지들을 전 세계 의사들에게 전송하고 이들과 접촉하여 GNE 
근육병증에 관해 알렸습니다.  

환자 설문조사 

GMI 는 또한 현재 사용 중인 다양한 요법/치료/운동의 효과에 
관한 환자 중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간략한 설문조사를 
개발했습니다. 50 명 이상의 환자들이 이 설문조사를 
작성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곧 발표될 것입니다.  

 

저희 목표 달성을 돕는 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wwgm.india@gmail.com 으로 GMI 에 
연락주십시오.  

Sudh

a 

Alok Shilpi 

Rushabh Tara Mona 

Imad Abdullah 

국제 GNE 근육병증 팀원들 

http://www.gne-myopathy.org/
http://www.gne-myopathy.org/
mailto:wwgm.india@gmail.com


상염색체 열성 유전과 GNE 
근육병증  

GNE 근육병증은 상염색체 열성 패턴으로만 유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 
부모가 결함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즉, 양쪽 부모가 질환의 "보균자"인 
경우에만) 이 질환이 아동에게 유전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열성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두 명의 보균자들이 아기를 갖는 경우, 각 부모가 유전자 
돌연변이 또는 정상 유전자를 아기에게 물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과  
간병인을  

위한 10 가지 팁 

 
 
 
 
 
 
 
 
 
 
 
 
 
 
 
 
 
 
 
 
 
 
 
 

 
 
 
 
 
 
 
 
 
 
 
 
 
 
 
 
 
 
 
 
 
 
 
 

 

열성 돌연변이를 가진 유전자는 "r", 정상 유전자는 'R'로 표시된 그림 2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임신에서 유전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4 가지 가능한 조합이 존재합니다. 
이는 모든 임신에서 다음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1 - 비-보균자. 자녀가 2개의 정상 유전자를 물려받고 질환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유전자 보균자가 아닐 1/4 확률(25%) 
 

2 - 유전자 보균자. 자녀가 부모들로부터 열성 유전자 돌연변이와 

정상 유전자를 물려받고,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질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전자 보균자일 2/4 확률(50%) 

 

3 - 영향받은 자녀. 이들이 부모들로부터 2 개의 열성 유전자 

돌연변이를 물려받는 자녀를 갖게 될 1/4 확률(25%) 이 

시나리오에서 정상 유전자들을 가진 자녀는 없을 것이며, 자녀가 

이 유전자로 인한 질환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GNE 유전자는 9 번 

염색체(정확한 위치 

9p13.3)에 위치해 

있습니다.  

1/4 확률  

25% 

유전자 

보균자인 

어머니 

난자 

유전자 

보균자인 

아버지 

R = 정상 유전자 

r = 열성 돌연변이 장자 

비-보균자 
유전자 

보균자 영향받은 자녀 

1/4 확률  

25% 

2/4 확률  

50% 

유전학 - 기초 
• 유전자는 신체가 성장, 개발, 건강을 유지하도록 

지시하는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에 

대한 일부 변경이 유전자 결함을 야기하여, 

세포가 정확하게/전혀 읽지 못하는 메시지를 

결과합니다.  
 

• 보통 각 세포에 46 개의 염색체들이 존재하고 

이는 23 개의 쌍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각 쌍 

중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습니다. 이 22 개의 염색체 

쌍에는 숫자가 매겨져 있습니다. 이 숫자가 

매겨진 쌍은 상염색체라 합니다. 23 번째 쌍은 

X 와 Y 라는 성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성은 X 와 Y 염색체를 갖고, 여성은 2 개의 X 

염색체를 갖습니다.  
 

• 결함 유전자에서 발견되는 변형은 돌연변이라 

합니다. 유전 질환이 두 개의 유전자기 변형될 

때에만 발생하는 경우, 이는 열성 돌연변이라 

합니다.  
 

• 상염색체 유전자는 번호가 매겨진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로, 보통 남성과 여성에동일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또
는 

그림 1: GNE 유전자를 보여주는 염색체 그림(핵형) 

그림 2: 상염색체 열성 유전을 보여주는 유전 과정 

간병인 활동 네트워크(Caregiver 

Action Network, CAN)는 미국 소재 

비영리 조직으로, 간병인들에게 교육, 

동료 지원을 제공하고, 만성 질환, 

장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또는 

허약한 고령자를 간병하는 9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최근 GNE 근육병증 환자를 간호하는 

간병인을 포함한 간병인 처지의 

개인들을 돕도록 설계된 (아래의) 

팁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기사는 

CAN의 웹사이트 

www.rarecaregivers.org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 

기사를 공유하십시오.  
 

1. 다른 간병인으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2.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기에 충분히 

건강할 수 있도록 자신의 건강을 

돌봅니다.  

3. 도움 제안을 수락하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을 제안합니다.  

4. 의사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5. 간병은 힘든 일이므로, 자주 휴식을 

취합니다.  

6. 우울증의 징후가 있는지 예의 

주시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7. 사랑하는 사람을 간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신기술을 

채택합니다.  

8. 최신의 정보로 업데이트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의료 정보를 

정리합니다.  

9. 법률 문서를 질서 있게 보관합니다.  

10.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인 간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신을 

독려합니다!  

 

 

http://www.rarecaregivers.org/
http://www.rarecaregivers.org/


 

Mona Patel - 지금까지의 여정 
Mona 는 인도 혈통의 영국인으로, 2005 년 GNE 근육병증을 진단받았습니다. 
Mona 는 GNEM-DMP 레지스트리 참여자이고, GNE 근육병증의 인식 제고에 

초점을 맞춘 캠페인 자금 모금에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다음에서 Mona는 이 

질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Mona의 경험은 자신만의 것으로, 모든 임상시험 환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십시오.  

진단 전 생활 
10 대와 20 대 초반에 저는 매우 자랑스러운 많은 일들을 달성했습니다. 자선단체를 

위해 25 마일(40.2km) 자선 걷기 대회를 완주했고,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가정을 떠났으며, Sydney Harbour Bridge 를 

등반했고, 호주의 Great Barrier Reef 에서 스쿠바 다이빙을 즐겼습니다. 28 시간의 진통 후 딸을 자연 분만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또한 격렬하게 수영을 즐겼고, 질병이 진행되기 전 요가, 필라테스, 댄싱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10 대 또는 젊은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미래에 대한 커다란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 대 중반까지 
활동적이고 매우 독립적인 신체적으로 강건한 사람이었기에, 질병이 제게 충격이었으며, 특히 제 주변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삶과 삶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포용했으며,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지에 관해 전혀 

몰랐습니다.  

현재의 삶 
발병 후 수 년 동안, GNE 근육병증으로 인해 서서히 근력을 잃게 되었으며, 지금 현재 일상 활동을 돕고 움직이기 위해 

다양한 장비/이동성 장치에 의존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GNE 근육병증은 진행성 

근소모 질환으로, 26 세 때 제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질병으로 인해 

이동성이 크게 제약을 받는 단계에 있습니다. 뛰고 계단을 오를 수 없으며, 취약함으로 인해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빵을 사러 상점에 불쑥 

들르기, 옷 입기, 선반의 물건을 잡으려 팔 뻗기 또는 머리 긁기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시 하는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제가 의미하는 바를 알 것입니다). 상태에 맞게 조정하기 

시작하자마자, 또 다른 기능을 잃게 되기에 이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도전은 끝이 

없고 저는 지속적으로 또 다른 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슬퍼하는 자신과 직면하게 됩니다. 참을 

수 없는 일은 질병으로 인해 자신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느껴지고 이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 달리 다른 선택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게 주어진 한 가지 선택권은 

이 질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GNE 근육병증으로 인해 포기하지 않기 

저는 냉담한 모든 신체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 질병은 제게 회복력과 공감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제가 다른 장애인들의 삶에 차이를 만들기 

위해 장애물, 낙인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지금 저는 수상 경력의 대학을 위해 일하는 수상 경력의 평등 및 

다양성 전문가이고, 변화의 대리인 겸 자금 모금자이며, 환자 옹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제 삶에 친절하고 현명하며 의지가 강하고 영감을 불어 넣어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를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GNE 근육병증은 주변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질환에 대처할 정신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환자로써 

우리는 절박하고, 특히 지금 이 희귀 질환의 치료에 매우 근접해 있기에 더 더욱이나 절박합니다. GNE 근육병증 커뮤니티와 
가족들은 치료제의 승인을 위한 길고도 복잡한 과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연구에 투자하여 길고, 때때로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희망을 제공하는 Ultragenyx 와 같은 회사들에 매우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GNE 근육병증과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삶의 경험으로 고뇌하지 않도록 조만간 치료가 시판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을 직시하며 인식 확산 
지난 1 년 동안 저는 공개적으로 희귀 유전 질환에 관한 인식을 제공하고, 실험실에서 환자 대상으로 

기존 연구를 확대 실시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며, 오진 빈도를 줄여주는 정확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양한 자금 모금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런던 2 종 경기, 런던-파리 자전거 

경주). 저는 또한 영국 근위축(Muscular Dystrophy UK, MDUK)에서 환자 옹호자 역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환자 파워 
GNE 근육병증 환자 커뮤니티가 주도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공동체로 추진하는 것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소셜 미디어 캠페인, 자선단체 활동, 질병 특이 웨비나, 환자의 날과 같은 방법을 통해 
질병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모두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니셔티브들이 고립을 없애고 
장애물을 제거하며 환자들과 간병인들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다 중요하게, 
이는 자신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여 절대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주고 힘을 
실어줍니다.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Mona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 2014년 직원상 

태국: 코끼리 농장(2000) 

2016 런던 2종 경기 

'제가 희귀병을 앓고 있기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You care because I’m r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