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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8차 GNEM-DMP 뉴스레터 발행본에서 

소개하는 내용:

• 2017년 Ultragenyx 환자의 날 - 보고서

• 운동과 GNE 근육병증

• 근육 생검 - 근육 생검이란 무엇이며 GNE 근육병증 환자가 근육 생검을 받는

이유

• 신경근육 질환을 가지고 살아가기 및 개인용 컴퓨터 사용(난관을 극복하는 방법)

• Vitor Pinto - 지금까지의 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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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NEM-DMP 뉴스레터
제8차 GNE 근육병증 질병 모니터링 프로그램(GNE Myopathy Disease Monitoring Programme, 

GNEM-DMP)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GNEM-DMP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참여에 감사드

립니다. 저희 뉴스레터를 통해 GNEM-DMP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GNE 근육병증에 관한 과

학적 업데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뉴스레터에 대한 귀하의 피드백과 제안을 환영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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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스트리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정보 때문에 

유용한 것이므로 세부내용을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초기 

설문지를 작성하고 6개월 후 그리고 그후 

12개월후에 추가 질문에 답변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라도 

연락처 정보 등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레지스트리에서 업데이트해 주십시오. 

이러한 세부정보를 업데이트할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설문지를 빠짐없이 작성했는지. 레지스트리에 더 

많은 정보가 포함될수록 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공하시는 세부정보는 향후 

연구에 정보를 제공하고 표준치료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유전 보고서와 근육 생검을 

업로드했는지. 여러분의 개인 정보(이름, 생년월일, 

거주국가)는 안전하게 보관되며 제3자(Ultragenyx 

포함), 가족이나 영리 회사에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www.gnem-dmp.com 레지스트리 계정에 로그인하여 

세부정보를 업데이트하십시오. 

환자의 날, 2017년 4월 22일
2017년 4월 22일 캘리포니아주 노바토의 Ultragenyx 본사에서 열린 연례 

환자의 날(Patient Day)에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예우하고 

기념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가운데 지구의 날을 테마로 한 즐거움과 

에너지의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내빈들은 게임, 공예품, 미술 전시회, 음식과 음악을 즐겼습니다. 환자의 

날은 희귀 질환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서로 만나 당사자들과 직원들이 서로 

연계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요 연사로는 Ultragenyx 

CEO인 Emil Kakkis 박사, Loulou Foundation의 Majid와 Lynn Jafar, 

RASopathies Network의 Lisa와 Max Schill이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을 풀고 좋은 
시간을 가지는 것을 보니 
정말 좋았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모두가 평생 치명적인 
질병과 싸우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 놓고 가지는 멋진 
휴식의 시간이었습니다.”

GNE 근육병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어려움과 통찰에 대해 

논의하는 블로그(www.taratalksgnemyopathy.blogspot.co.uk)를 운영하는 Tara 

Voogel이 이 이벤트에 참석하여 그 날의 이벤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이벤트 후원자는 참석자들을 위해 환자의 필요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올해에는 “Quiet Room(조용한 방)”이 행사장에 
추가되었습니다. GNE 근육병증 환자, 부모 및 간병인 그룹이 그 날의 행사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한 후 이 조용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Quiet Room"은 
특별히 GNE 근육병증을 통해 직면하는 수많은 상존 과제에 최선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과 우수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Tara는 계속해서 “GNE 근육병증 환자 그룹이 모이면 개별 환자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에 대한 무언의 이해와 타고난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몇몇 환자들은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었지만 마치 오랜 
친구들이 뜻깊은 모임에 참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GNE 근육병증이라는 이 
희귀 질환이 모든 환자들이 지속적인 우정의 유대감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공통 분모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Ultragenyx에서 조직하는 다른 환자 권리 옹호 이벤트에 등록하거나 

참여하는 방법을 알아 보려면 이벤트 페이지 

www.ultrarareadvocacy.com을 방문하십시오. 

신경근육병 재단

(Neuromuscular Disease Foundation) – (미국)

www.curehibm.org

근육병증을 위한 연구의 진보

(Advancement for Research for Myopathies)

www.hibm.org

원위근이영양증 환자 연합

(Distal Muscular Dystrophy Patients Association) – (일본) 

www.enigata.com

Associazione Gli Equilibristi HIBM – (이탈리아)

www.gliequilibristi-hibm.org

국제 GNE 근육병증(GNE Myopathy International)

www.gne-myopathy.org

근이영양증 영국(Muscular Dystrophy UK) – (영국)

www.musculardystrophyuk.org

의뢰 및 교육을 위한 세파르디 건강 기관

(Sephardic Health Organization for Referral and Education)

www.shoreforlife.org

신경근육 질환 스페인 연합

(Federación Española de Enfermedades Neuromusculares)

www.asem-esp.org

레지스트리에서 세부 

정보 업데이트

환자 단체
아래에서 GNE 근육병증과 근이영양증을 

다루는 국제적인 환자 단체들의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환자 권리 옹호

지원:

참석 중인 GNE 커뮤니티의 초대 손님 사진

http://www.gnem-dmp.com/
http://www.taratalksgnemyopathy.blogspot.co.uk/
http://www.ultrarareadvocacy.com/
http://www.curehibm.org/
http://www.hibm.org/
http://www.enigata.com/
http://www.gliequilibristi-hibm.org/
http://www.gne-myopathy.org/
http://www.musculardystrophyuk.org/
http://www.shoreforlife.org/
http://www.asem-esp.org/


운동과 GNE 근육병증
이 기사에서는 신경근육 연구 물리치료사인 Dionne Moat가 운동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으로 GNE 근육병증 환자들과 관련하여 다양한 

운동 관련 주제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GNE 여정의 어느 시점에서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와 같은 무시무시한 질문을 물리치료사나 다른 의료 전문가에게서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사실대로 얘기해야 하나요’ ‘어, 저는 운동을 싫어해요’ 또는 ‘저는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꺼림칙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물리치료사들이 운동에 대해 얘기하는 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운동은 좋아하든지 아니면 싫어하든지 간에,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보다 더 큽니다. 이 기사를 통해 장점과 단점 및 그 필요성 등 운동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운동이란 무엇입니까? 
운동은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실행하는, 신체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활동”으로 정의됩니다(옥스포드 사전). 

얼마나 많은 운동이 권장됩니까? 
‘운동이 좋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적절한 

유산소 운동 150분(대략 일주일에 5일 30분의 운동에 해당)이나 격렬한 

활동 75분과 일주일에 2회의 근력 운동을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www.nhs.uk/Livewell/fitness/Pages/physical-activity-guidelines-
for-adults.aspx). 그러나 이 권고 사항은 단지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어떤 

활동이든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나으며 한 사람에게 적합한 활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운동의 유익성

하지만 저는 GNE 근육병증이 있습니다………
건강한 모집단을 대상으로 운동과 그 유익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엄청나게 많지만 신경근육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운동의 효과와 

유익성에 대한 강력한 증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나 확인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부정적인 효과는 없었으며 건강한 모집단에서 

발견되는 유익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신경근육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잠재적인 유익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경근육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질환이 없는 사람들보다 덜 

활동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비활동성은 체중 증가, 근육 

부피의 추가 소실 또는 건강 근육의 불사용 위축을 일으킬 수 있고 체력을 

감소시키며 피로를 증가시키고 관절과 근육통 및 궁극적으로 기능 능력이 

떨어지고 걷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삶의 질을 더욱 저하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서 건강에 유해합니다. 

근육 질병의 특성 때문에 운동이 추가적인 문제를 유발하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일부 신경근육 질환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GNE 

근육병증은 이러한 질환의 하나가 아니며 분별 있게 실행하면 운동은 

안전하고 바람직하며 바라건대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근소모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유익성

병태 때문에 약해지는 근육은 운동을 통해 강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바와 같이, 이 병태가 있는 사람들은 종종 덜 활동적이며 이로 인해 

상태 악화 또는 불사용 위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질병이 아니라 미사용과 저하된 체력으로 인해 건강한 근육이 

약해지집니다. 운동은 이러한 현상을 뒤집을 수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유익성의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해야 합니까? 
운동에는 많은 종류, 수준과 강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 

운동이라는 말을 언급하면 자동적으로 체육관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어올리거나 10마일 달리기를 하는 모습을 머리에 떠올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어떤 활동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맥박과 호흡수를 높이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운동은 

일반적인 체력, 즉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하는 데 좋으며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의 예로는 수영, 달리기와 자전거 타기 등이 

있습니다. GNE 근육병증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다리과 

팔이 약해 이런 종류의 

운동이 어려울 수 있지만 

걷기, 집안일이나 정원 

가꾸기 등 기본적으로 숨을 

조금 가쁘게 하는 모든 

활동과 같이 동일한 

유익성을 제공하는 대안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강화 운동은 보통 역기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근육 저항성 운동에 

중점을 둡니다. 무거운 역기를 들어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부 

사람의 경우 어떤 역기도 들어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적인 방법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운동은 조정해서 

적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지침은 해당 운동을 8회 반복해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육이 피로해질 때까지 

4회밖에 반복할 수 없다면 중량을 줄여야 합니다. 근육 허약이 심각한 일부 

사람에게는 어떤 

종류의 역기도 

들어올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필라테스나 스트레칭 

같은 대안 운동은 

적절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GNE 근육병증의 치유 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운동으로 이 질병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가능한 한 활동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가능한 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여 기능과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일상의 한 부분으로 만들기 위한 

동기를 찾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즐길 수 

있거나 친구와 함께 또는 그룹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으면 계속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용하고 불안감을 해소해 줄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MDUK(www.musculardystrophyuk.org/app/uploads/2015/05/Exercis
e-advice-for-adults)의 글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시거나 어떤 종류와 

수준의 운동이 적합할지에 대해 담당 일반의 또는 운동치료사에게 

문의하십시오. 하지만 무엇보다 약간의 활동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낫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질환의 위험 감소

피로감 감소

체중 조절

수면 개선

정신 건강과 기분 향상

심장 및 폐 기능 개선

관절 운동 범위 유지 또는 
개선

강한 근육 유지에 도움 가능

활동 대안

달리기 정원 가꾸기, 집 청소, 걷기

수영 수중 에어로빅, 수중 운동

로드 사이클링 실내 운동용 

자전거

실내 운동용 

페달돌리기

활동 대안

체육관 운동 마루 운동, 요가, 필라테스

상태 악화 방지 또는 감소 
가능

통증 감소 가능

기능(예: 걷기) 향상 및 유지 
가능

http://www.nhs.uk/Livewell/fitness/Pages/physical-activity-guidelines-for-adults.aspx
http://www.nhs.uk/Livewell/fitness/Pages/physical-activity-guidelines-for-adults.aspx
http://www.musculardystrophyuk.org/app/uploads/2015/05/Exercise-advice-for-adults.pdf
http://www.musculardystrophyuk.org/app/uploads/2015/05/Exercise-advice-for-adults.pdf


근육에 심각한 문제(근육통/허약)가 있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근육 생검을 실시합니다. 근육 생검은 환자의 의료 

서비스를 맡고 있는 의사가 근육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시작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근이영양증 영국(MD UK)에서는 최근 근육 생검, 특히 신경근육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시되는 근육 생검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GNE 근육병증에 대한 기사에서 볼 수 있는 주요 

요점입니다(전체 기사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musculardystrophyuk.org/app/uploads/2015/02/Muscle-Biopsies-2017.pdf 

근육 생검이란 무엇입니까? 
근육 생검은 작은 근육 검체(일반적으로 대략 오렌지 씨 크기)를 채취해 

현미경을 통해 검사하는 시술입니다. 이 시술은 ‘간단한’ 시술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국소 마취 하에서 외래 또는 국소나 전신 마취 하에서 무입원 

수술로 실시합니다. 의사는 보통 신체 검사, 혈액 검사 및 혹은 근전도 

검사(EMG) 이후 진단에 도움을 얻기 위해 근육 생검을 의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근육 생검을 받기 전에 MRI 스캔을 받을 수 있습니다. MRI는 

컴퓨터가 생성하는 전파와 강력한 자기장을 사용해 신체 구조의 상세한 

영상을 생성하는 영상 검사로 퇴행성 근육 질환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수반됩니까? 
근육 생검물은 여러 가지 다른 근육 중에서 채취할 수 있으며 가장 

일반적으로 허벅지, 상완, 어깨 또는 종아리 근육(GNE 근육병증 환자의 

경우 허벅지 근육)에서 채취합니다. 담당 의사가 의심되는 질환의 영향을 

받았지만 심각하게 쇠약해지지는 않은 근육에서 검체를 채취할 것입니다. 

근육은 시간이 지나면 재생됩니다. 근육 생검은 근육 허약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생검 시술 도중에는 일반적으로 불편감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습니다. 약간의 압박감이나 당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육 생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바늘 생검
바늘 생검에서는 약 5mm 직경의 바늘을 근육에 삽입합니다. 바늘을 뺄 때, 

분석을 위해 채취한 작은 근육 검체가 바늘 안에 있습니다. 

바늘 생검에 의한 상처는 대단히 

작으며 멸균 스트립과 일회용 반창고로 

덮습니다. 상처를 꿰맬 필요가 없습니다. 

바늘 생검은 전문적인 절차이며 영국의 

몇몇 센터에서 외래 또는 무입원 

시술로 시행됩니다. 

2. 개방 생검
개방 생검에서는 피부를 절개해 근육 

검체를 채취합니다. 절개는 일반적으로 몇 센티미터 길이입니다. 샘플을 

채취하면 절개 부위를 바늘로 닫습니다. 개방 생검은 더 큰 근육 검체를 

채취하기 때문에 바늘 생검보다 상처가 더 큽니다. 더 큰 검체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더 큰 검체를 채취하면 두 번째 생검이 필요할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두 종류의 생검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종종 병원에 따라 다른 

종류의 방법을 선호합니다. 

병리학자가 찾는 것은 무엇인가요? 
병리학자는 세포 및 조직 검체를 검사해 질병을 진단하는 의사입니다. 

이들이 근육 검체로 획득한 조직을 분석합니다. 근소모 질환의 영향을 

받은 근육은 정상 근육과 다르게 보입니다(그림 2). 건강한 근육은 

특징적인 외형을 가지고 있으며 다소 균일한 크기의 밀집된 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병이 있는 근육은 영향을 미치는 실제 질병에 따라 

보여지는 외형이 구별됩니다. 

그림 2: 병이 있는 근육과 병이 없는 근육 생검의 몇 가지 특징

특정 질병을 시사하는 구체적인 특징이 생검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근육 생검이 의사가 제시되는 병태에 대한 확정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보를 항상 제공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검을 환자의 임상 

증상과 함께 분석하면 일상 생활의 측면에서 환자를 돕기 위해 맞춤형 

간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확정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가 혈액 검체 검사를 통해 DNA를 검사해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변화를 찾을 수 있는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근육 생검이나 유전자 검사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개인적인 상황을 상담하기 위해 담당 의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거주하는 

국가에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임상실험실 목록을 보시려면 다음 

웹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Orphanet:(www.orpha.net/consor/cgi-bin/ClinicalLabs.php?lng=EN)
국제 GNE 근육병증: (www.gne-myopathy.org/Diagnostic_Centres.html)

유전자 연합 영국(Genetic Alliance UK): (www.geneticalliance.org.uk/services.htm)

근육 생검
근육 생검이란 무엇이며 GNE 근육병증 

환자가 종종 진단에 도움이 되기 위해 근육 

생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림 1: 바늘 근육 생검의 예시

대조(병이 없는) 근육

• 유사한 크기의 세포 섬유(A)

• 유사한 색깔의 세포 섬유

• 세포 핵이 각 세포 섬유의 

경계에 위치

• 세포 염증이 없음

GNE(병이 있는) 근육

• 세포 섬유 구조가 대조 근육처럼 

균질하지 않음

• 세포 크기가 다양함(C)

• 더 많은 지방 조직이 존재함(근육 

대체)(D)

(테를 두른 공포)

어깨세모근

바늘 생검

상완골

http://www.musculardystrophyuk.org/app/uploads/2015/02/Muscle-Biopsies-2017.pdf
http://www.orpha.net/consor/cgi-bin/ClinicalLabs.php?lng=EN
http://www.gne-myopathy.org/Diagnostic_Centres.html
http://www.geneticalliance.org.uk/services.htm


신경근육 질환을 가지고 살아가기 및 개인용 컴퓨터 사용

(난관을 극복하는 방법)
GNEM-DMP 레지스트리의 일부 참가자는 최근 몇 개월 동안 큐레이션 팀에 연락하여 GNE 근육병증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데스크톱 PC나 노트북을 장시간 사용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알려 왔습니다. GNE 근육병증 환자는 시간에 따라 질병이 

진행하면서 아래쪽 팔/손목/손의 근육 퇴화를 겪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GNE 근육병증 진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전처럼 

PC/노트북을 손으로 작동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소모를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일부 레지스트리 참가자 포함)

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의 방법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PC/노트북을 사용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참가자는 기존의 표준 키보드(키 포함)나 컴퓨터 포인팅 

장치(마우스)를 사용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질병 진행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특히 긴 텍스트를 입력할 때 점점 

더 많은 신체적인 노력이 요구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참여자는 

현재 어떻게 (한 손의) 한 손가락만으로 입력하는지, 키를 누를 때마다 

손의 위치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키보드 사용이 얼마나 많이 

느려졌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환자는 또한 원하는 키를 선택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으며 때로 원하지 않는(또는 한 번에 두 개의) 

키를 누르거나, 실제로 키를 누르기 위해 힘을 사용하기가 어려워 

글자가 연속으로 입력되는 오류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큐레이션 팀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일부 IT 적응(일부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나머지는 모르는 것일 수도 있음)을 살펴보면 

유용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GNE 근육병증과 같은 신경근육 질환을 

앓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유익할 것으로 생각되는 IT 적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키보드
윈도우와 애플 컴퓨터는 사용자가 자신의 시스템에서 키보드와 마우스가 

작동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접근 센터 단축키(Ease of Access)’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러한 기능 중 하나로 ‘화상 

키보드’ 기능이 있습니다. 화상 

키보드는 화면에 키보드 그림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우스를 사용해 키보드에서 

글자를 선택할 수 있어 

키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화면에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기존의 키보드를 사용해 

입력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유용하지만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여전히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상 키보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NHS 

웹사이트(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nhs.uk/accessibilityhelp/Using-Windows-on-screen-keyboard-in-Windows-7.html

www.nhs.uk/accessibilityhelp/Using-Mac-OSX-on-screen-keyboard.html

트랙볼 마우스
트랙볼 마우스는 볼이 돌출된 거꾸로 된 마우스와 같은 모양으로 소켓이 볼을 

잡고 있는 형태로 구성된 포인팅 장치입니다. 사용자는 엄지나 다른 손가락, 

혹은 손바닥으로 볼을 굴려 커서를 움직입니다. 트랙볼 마우스는 스크롤 휠을 

스크롤하기 때문에 손가락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마우스가 가지는 또 다른 

이점은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평평한 책상 표면만으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리에 대고 마우스를 잡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에게 이상적이라는 

점입니다. 

모바일 기기용 앱
스마트폰/태블릿을 범용 리모컨으로 바꿔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를 테스크톱 

컴퓨터나 노트북을 작동하기 위한 키보드나 마우스로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참여자는 모바일 기기에서 터치스크린 

키패드를 성공적으로 

작동하거나 손가락/포인터를 

사용하여 스크롤하는 것이 표준 

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쉽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런 앱의 하나가 

Unified Remote 
www.unifiedremote.com이라

는 회사에서 제작되며 

안드로이드, 아이폰 및 윈도우 

폰 기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
타자가 느리거나 키보드 사용이 어렵거나 불편한 경우,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헤드셋을 착용하고 컴퓨터에 말을 하여 마이크에 대고 한 말이 

화면에 입력될 수 있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디지털 구술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지만 윈도우 또는 애플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소프트웨어의 무료 버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고급 소프트웨어에 돈을 

투자하기 전에 무료 버전을 사용해 대략적인 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NHS 웹사이트 www.nhs.uk/accessibilityhelp/Keyboard-talking.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마우스
카메라 마우스는 컴퓨터 사용자가 

머리를 움직여 마우스 커서를 제어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마우스와 마찬가지로 마우스 커서를 

클릭하려는 화면의 한 지점에 머물게 

해서 ‘클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은 손을 안정감 

있게 제어할 수 없지만 머리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컴퓨터 모니터 상이나 

근처에 내장형 화상 카메라나 표준 USB 

화상 카메라가 있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스턴 대학(Boston 

College)에서 개발했습니다. 

www.cameramouse.org/about.html

이 기사에서 언급된 소프트웨어나 장치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큐레이션 팀(GNEM@treat-nmd.eu)으로 자세한 정보를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보행 능력과 관련하여 적응 장치에 대한 우려 사항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당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 기사에서 설명된 소프트웨어 및 장치는 

큐레이션 팀이 승인하는 제품이 아니며, 이 기사는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윈도우 화상 키보드의 스크린샷

다양한 종류의 트랙볼 컴퓨터 마우스

카메라 마우스 소프트웨어를 
보여주는 스크린샷

http://www.nhs.uk/accessibilityhelp/Using-Windows-on-screen-keyboard-in-Windows-7.html
http://www.nhs.uk/accessibilityhelp/Using-Mac-OSX-on-screen-keyboard.html
http://www.unifiedremote.com/
http://www.nhs.uk/accessibilityhelp/Keyboard-talking.html
http://www.cameramouse.org/about.html
mailto:GNEM@treat-nmd.eu


Vitor Pinto - 지금까지의 제 이야기
Vitor는 39세로 포르투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포르투(Porto)에 

살고 있습니다. Vitor는 2012년에 GNE 근육병증 진단을 받았으며 

2014년 이후 계속 GNEM-DMP 레지스트리의 활동적인 

참여자였습니다. 아래 공간에서는 Vitor가 이 병태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Vitor의 

경험은 자신만의 것으로, 모든 임상시험 시험대상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십시오. 

저는 GNE 근육병증 진단을 받은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십대들처럼 축구와 달리기를 했습니다. 15살쯤 

되었을 때 운동에서 멀어지기 시작했고 대신 여가 시간에 음악에 몰두했는데, 특히 드럼 

연주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증상
22세 전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처음으로 제 몸의 변화를 느꼈던 것은 축구 게임을 하러 친구들을 만났을 때였습니다...이 때가 

처음으로 조금 이상하게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공을 패스 받았을 때 몸의 균형을 잃곤 했고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더 이상 예전처럼 운동을 하지 않아 연습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지역 체육관에 등록해 좀 더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처럼 진척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제 근육은 체육관 운동을 시작하기 전과 동일한 상태였습니다. 운동량이 늘어나면서 친구들의 몸은 변하고 

있었는데 제 근육은 그대로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또한 달릴 때 같은 거리를 달리려면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도 알아차렸습니다. 

병명을 찾아서
여러 해 동안 많은 다른 의사와 전문가들을 만났지만 이들은 모두 서로 다른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 그냥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상태가 26살이었던 

2004년까지 계속되었고 이 때는 더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발에 힘이 빠지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고향인 포르투에 있는 de São João 병원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최종적으로 GNE 근육병증이라는 진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병에 대해 들었을 때, 그리고 현재로서는 가능한 치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듣고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족하수에 도움이 되는 특수 신발을 처음 신었던 때가 기억납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서 제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었죠. 걸을 때 제가 제 움직임을 제약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발도 신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Foot-Up(족하수를 위한 동적 지지를 제공하는 경량의 발목-발 보조기)를 발견하고 나서야 

신발에서 경험했던 문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훨씬 더 자유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GNE 커뮤니티와의 소통
저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해 GNE 근육병증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조사하려고 노력했지만 제가 읽을 수 있도록 제공된 내용은 너무 

모호했고 딱히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병에 대해 알고 싶은데 필요한 만큼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는 페이스북을 

통해 마찬가지로 GNE 근육병증을 진단받은 누군가를 만나 비공개 페이스북 그룹을 소개받기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그룹의 일원이 

되어서야 Ultragenyx Pharmaceutical Inc.에서 GNE 근육병증 치료를 위해 기울여온 노력의 일부로 수행된 임상 연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제가 필요로 했던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기후가 좋고 상대적으로 조용한 나라에서 사는 혜택을 받고 있긴 

하지만, 포르투갈은 불행히도 유럽의 국가들처럼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아닙니다. 현재 저는 제 상태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지만 

포르투갈 내의 인프라로 인해 필요한 만큼 충분한 재정 지원을 국가에서 받지 못합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
이 질병과의 싸움 동안 저는 주위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있는 행운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와 가족, 친구들이 제게 힘을 주고 제가 얼굴에 미소를 띄고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음악 또한 제게 훌륭한 도피처였습니다. 

저는 한 밴드에서는 보컬리스트이고 다른 밴드에서는 드럼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드럼을 연주할 것입니다! 

아침에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공원으로 개를 산책시키는 것이 제 하루하루의 

일상입니다. 가끔 CrossFit 수업에서 약간의 운동을 하고 정기적으로 밴드와 

리허설도 합니다. 여전히 가정에서의 많은 일상적인 활동을 어느 정도 정상적인 

수준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저는 약간의 제약이 있지만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멤버로 있는 밴드 중 하나에서 노래하고 있는 보컬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

드럼 연주 - 밴드의 일원으로 연주하는 악기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Vi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