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경척수염

®

시신경척수염에 대하여 아는 것은 왜 중요한
가?
시신경척수염은 많은 임상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다른
다발성경화증 혹은 다른
질환들과 혼동될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합니다.

일부 시신경척수염
환자들은 다음의 다른
자가면역질환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쇼그렌 증후군
>>전신 홍반성 루푸스
>>혼합 결합 조직 질환

다발성경화증과
시신경척수염은 다음의
질환들과 증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횡단척수염
>>급성 파종뇌척수염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시신경염

재단에 대하여
Guthy-Jackson 자선 재단은 시신경척수염의
예방과 임상적 치료 프로그램 그리고 잠재적인
완치를 이끌 해답을 찾기 위한 기초 과학 연구
에 대한 기금 제공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이메일: info@guthyjacksonfoundation.org
전화번호: 858.638.7638

NMO
S
다발성경화증

홈페이지: www.guthyjacksonfoundation.org

당신이 알 필요가 있는 것들…

시신경척수염은
무엇인가요?

증상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처음에 데빅병이라고
알려졌던 시신경척수염
(Neuromyelitis optica,
NMO) 은 드문 질환으로,
주로 시신경과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계에 발현하는
다양한 범주의 질환입니다.
최근까지도
시신경척수염은
다발성경화증의 한
유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을
통해 시신경척수염과
다발성경화증은 다른
질환임이 밝혀졌습니다.
전통적으로
시신경척수염의
척수병변은
다발성경화증의 척수병변
보다 길지만 모든 경우에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시신경척수염의 증상들은
사람마다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많은 면에서
다발성경화증 증상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시신경척수염은 가장
흔하게 척수와 시신경의
염증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다음의 어떤 증상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빠른 발현의 안구 통증
혹은 시력 손실 (시신경염)
>> 사지 위약, 감각저하
혹은 부분 마비 (척수염)

>> 목, 등 혹은 배의 쑤시는
듯한 통증 혹은 저린감
>> 대소변 조절기능 소실
>> 지속되는 구역감, 구토
혹은 딸꾹질
때론 이러한 증상들이
일시적이고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증상을 당신의 주치의와
상의하여 시신경척수염인지
여부를 주치의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신경척수염운동 (NMOtion)에 참여해 주세요

NMOtion
배우자

함께하자

가르치자

지지하자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할까요?

시신경척수염의 정보와
검체 저장

Guthy-Jackson 자선 재단은
연구기금을 마련하고 당신이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신경척수염
커뮤니티인
시신경척수염운동 (NMOtion)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신경척수염 환자들의
의료기록 (정보) 과 생물학적
검체를 기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매일
시신경척수염의 새로운 면을
발견해나가는 과학자들과
의사들에게 매우 가치가 있는
자료들이 될 것입니다. 채혈에
대해 기꺼이 참여해주실
시신경척수염 환자가 있다면
다음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www.nmotion.
guthyjacksonfoundation.org.

>> 시신경척수염의 최근
연구와 임상 결과들을 배우고
공유할 수 있고
>> 시신경척수염 환자들과
당신 주변의 임상의들을
연결할 수 있고
>> 시신경척수염의 경험 및
다른 환자와 보호자들의
여정을 공유할 수 있으며
>> 자원봉사자들은
시신경척수염 지지
네트워크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www.nmotion.
guthyjacksonfoundation.org
를 방문해주세요.

공유하자

홈페이지: nmotion.guthyjacksonfoundation.org

Like Us

Follow Us

검체 종류의 몇 가지 예로 혈액,
소변, 대변이 있습니다. 임상
연구 코디네이터가 당신이
기부에 적합할 경우 검체 종류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쉽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현재는 미국과
캐나다 내에서만 검체 기부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www.guthyjacksonfoundation.
org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의사와 잘
상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신경척수염 항체를
혈액에서 발견하는
것은 의사들이 당신이
시신경척수염을
가졌는지 신뢰할만하게
평가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의사에게
시신경척수염에
대하여 물으시고,
시신경척수염 항체
검사가 당신에게
필요한지 여부를
물으세요.
당신이
시신경척수염을
가졌다면, 중요한
시신경척수염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완치를
위하여 새로운
발견의 기회를
주세요.
당신의 혈액을
시신경척수염 검체
저장소에
기부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