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ysferlinopathy
Dysferlinopathy
Dysferlinopathy

해외에는 자신들과 같은 병을 갖고 힘들게 싸워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본 회에서는 해외에 있는dysferlinopathy 환자들과 

교류하여, 완치를 목적으로 함께 활동할 것입니다.해외에 관하여 본 회에에서는 이하의 항목을 촉진하는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Dysferlinopathy연구조성기금은 미요시형 근이영양증과 지대형 근이영양증 2B형 등의 Dysferlin이상을 연구하고 있는 일본의 

의사(연구자) 와 연구기관의 연구촉진과 조기치료법의 확립을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미요시형 근이영양증과 지대형 근이영양증

2B형은 희소질병으로 환자수가 극단적으로 적은 희소질환입니다. 환자수가 적은 병에는 국가로부터의 연구비(조성금)도 많지 

않습니다.Dysferlinopathy연구조성기금에서는 환자와 그 가족의 연구 진전에의 강한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적당한 시기

에 국정(관청)에 진정하여 준비를 밟아가고자 합니다.

운영사업은 환자회 홈페이지의 관리, 교류회, 공부회, 그 외의 필요하다 여기어지는 사업에서 본 회의 회칙과 예산에 

맞춰 활동합니다. 또한 이하의 항목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１． 　정회원(입회금, 연간회비)과 찬조회원(연간회비)

２．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기부

１． 　환자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경험 및 지식을 공유

２． 　Dysferlinopathy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계발(홈페이지, 강연회, 심포지움)

３． 　Dysferlinopathy연구조성기금에 대한 이해와 기부

４． 　행정에 있어서 치료법 확립에의 연구촉진을 요망

５． 　행정에 있어서 자립지원에 필요한 복지용 기구의 충실을 요망

현재, dysferlin이상의 약물치료・유전자치료・줄기세포이식치료의 연구는 조금씩 진전되어가고 있습니다.하지만 연구

만을 의사(연구자)에게 맡겨서는 기초연구 등도 진전되지 않은채 임상시험(치험)조차 받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사실에 입각하여, 본 회는 이하의 항목을 들어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일본 Dysferlinopathy 환자회는 국내외의 미요시형 근이영양증(미요시형 근위축증・미요시형 원위형 근이영양증)

과 지대형 근이영양증2B형 등의 Dysferlin이상의 미요시형 근이영양증 환자와의 교류와 함께 조기치료법의 확립, 

또한 연구를 진행중인 의사(연구자)와 함께 완치를 목적으로 합니다.일본 디스퍼리노파씨 환자회 사지 범위 형 

근이영양증 2B 형 본 회에서는 국내에서의Dysferlinopathy의 연구촉진과 장래 임상시험과 치험에 입각하여 환자가 

즉각 의사나 연구자, 연구기관 등에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해두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개개인이 병을 제대로 이해하고,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찰받는 중요성을 전달하고자 합니다.또한 가까운 미래에 

치료법이 개발될 것이라 믿고,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협력하고 이하의 항목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해외의dysferlin이상의 환자와 관계단체와의 교류

Dysferlinopathy연구조성기금에 대하여

운영에 대하여

활동에 대하여

환자 회에 대해

미요시형 근이영양증과 지대형 근이영양증 2B형, 

전경골근 미오파치는 원인유전지가 같은 Dysferlin 입니다.

Dysferlin이상으로 발병하는 병을 Dysferlinopathy라고 합니다.

2013년 미요시형 근이영양증 환자로부터 iPS세포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 병의 형태의 일부를 재현해 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http://www.padj.jp/"Patients' Association for Dysferlinopathy Japan""Patients' Association for Dysferlinopathy Japan"

일본 Dysferlinopathy 환자회일본 Dysferlinopathy 환자회
(MMD / LGMD2B / DACM)(MMD / LGMD2B / DACM)PADJPAD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