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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N, scleroderma
JEAN 경피증

Anyone with scleroderma needs to get on the antibiotic protocol as soon as possible. I don't want
to frighten anyone more than I know they already are, but I can testify that scleroderma can get to
your organs very quickly, no matter which form of scleroderma is diagnosed.

경피증에 걸린 누구든지 가능한한 빨리 항생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나는 사람들을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사람들이 이미 겁먹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어떤 형태의 경피증 진단을 받았건 간에 경피증이 당신 장기(기관)에 매우 빨리 침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Let me give you a time line of my wife Jean's scleroderma experience:
내 부인 Jean 의 경피증 경험에 관한 과거 시간들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Sep '96 - Pain and swelling in hands, swelling in feet. Blood pressure normal.
96 년 9 월 - 손이 통증과 부풀어 오름, 발이 부풀어 오름, 혈압은 정상

Oct '96 - Diagnosed with limited scleroderma, the least serious kind, probably would only affect her
hands, forearms. BP normal.
96 년 10 월 - 국소 경피증 진단을 받음. 가장 위험하지 않았고 아마 단지 손과 팔뚝에 영향을 줌.
혈압은 정상

Jan '97 - Diagnosis confirmed by specialist, limited scleroderma. BP 150/88.
97 년 1 월 - 전문가에 의해 국소 경피증이란 진단을 받음. 혈압 150/88

Feb '97 - Rheumatologist followup. BP 160/94.
류마티스 의사가 다시 진단 혈압 160/94

Mar '97 - Flu symptoms, saw a general practitioner. BP 210/120. Prescribed Zestril for BP.
97 년 3 월 - 유행성 감기 증상, 일반 개원의사 진료 받음. 혈압 210/120

Mar '97 to Apr '97 - Every test imaginable; heart, lungs, kidney flow, x-rays, scans, echos, ultra

sounds, etc. You name it - we did it. BP apparently under control with the Zestril. BP 130/86,
126/76, 118/80.

97 년 3 월~ 4 월 - 상상이 가능한 모든 테스트 받음 : 심장, 폐,콩팥,흐름, 엑스레이, 스캔, 초음파,
초음파 등. 당신이 그것들의 이름을 불러보셔요- 우리는 그것들을 검사했습니다. 혈압은 Zestril 로
뚜렷이 조절되기 시작했다. 혈압 130/86, 126/76, 118/80

Apr '97 - Followup with rheumatologist, extreme fatigue, vice grip on chest, winded, diarrhea. BP
118/80. Bloodwork done again.
97 년 4 월 - 류마티스 의사의 진단, 극심한 피로, 가슴의 갑작스런 통증, 설사. 혈압은 118/80. 다시
Bloodwork(혈액검사 ?) 내려갔다.

18th April '97 - Hospitalized with acute renal failure. Released 20th April after very minor
improvements in bloodwork. Stopped Zestril.
97 년 4 월 18 일 - 콩팥 기능상실(신장부전)로 병원 입원. Bloodwork 이 약간 호전되어 4 월 20 일
퇴원. Zestril 치료 중단

24th April '97 - Followup with rheumatologist, more bloodwork. BP 150/94. Start Zestril.
97 년 4 월 24 일 - 루마티스 의사 진단후 bloodwork 증대. 혈압 150/94
Zestril 시작.

24th April '97 - Re-hospitalized immediately with acute renal failure, anemia, diarrhea, high BP.
97 년 4 월 24 일 - 다시 콩팥 기능상실, 빈혈, 설사, 고혈압으로 재입원

24th April to 29th April '97 - Kidneys getting worse by the day: Creatinine/BUN levels at 5.5/63 upon
admittance, 9.8/101 upon release. Almost total kidney failure. Biopsy confirms "scleroderma kidney".
We're told that the chance of any substantial kidney improvement was very remote and that dialysis
necessary until transplant possible, probably 1-2 years down the road.
97 년 4 월 24 일 ~29 일 - 콩팥이 매일 매일 나빠짐. 입원시(?) Creatinine/BUN 수치는 5.5/63
이었고 퇴원시(?)에는 9.8/101 이었음.
콩팥의 전기능 상실. 생체조직검사 결과 "경피증 콩팥" 이라 확신. 우리들은 콩팥의 매우 호전될
경우는 매우 멀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콩팥이식이 가능할 때까지 투석이 필요하다고 들었다. 아마 12 년 더 나빠질 것이다.

29th April - Dialysis catheter implant done in abdomen.
4 월 29 일 투석 도관이 배에 삽입됨

12th May '97 - Dialysis begun.
97 년 5 월 12 일 투석이 시작됨

Now, on about 13th May '97 I made my first inquiry on the internet, looking up anything I could find
on scleroderma. I almost immediately found The Road Back Foundation, got the books, subscribed
to the site here, and immediately began getting encouraging messages from group. I did more
homework on the antibiotic protocol, and within about 4 days I knew we were going to do the
protocol as it was the ONLY thing that offered the possibility of a remission or possible cure. BOOM,
Jean's in the hospital on 18th May, again on 24th May and I'm in a panic. I get frantic on the net
because these great people are our ONLY hope. I even talk to the rheumatologist and the
nephrologist in the hospital about the antibiotic protocol....and of course I get the eyes rolling in the
head routine. But I tell 'em we're doing it and the rheumatologist was kind enough to prescribe
doxycycline immediately. So we began the antibiotic protocol on 28th May '97.
97 년 5 월 13 일 처음으로 인터넷에서 경피증에 관한 어떠한 정보를 찾아헤맴. 곧 Road Back 협회를
발견하고 그 사이트에서 알려준 책을 구입하고 그 그룹으로부터 격려의 메시지를 받기 시작함.
항생제 치료법에 관해서 혼자 공부했고 곧 이 방법만이 회복또는 완쾌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됨. Jane 은 5 월 18 일 입원했고 5 월 24 일 다시 입원하고 나는 겁먹기 시작했다. 나는 인터넷에
매우 열중했는데 왜냐하면 인터넷에 있는 존경스러운 분들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항생제 치료법에 대해 류마티스 의사 및 신장(콩팥 담당) 의사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물론
나는 눈들이 흔들거리는 반응을 얻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말했고,
류마티스 의사는 매우 친절하게도 곧바로 독시사이클린 처방을 내려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97 년 5 월
28 일부터 항생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Jun '97 - Trip to Dr. Sinnott in Iowa.
97 년 6 월 - 아이오와주에 있는 Sinnot 의사에게로 갔다.

Jun '97 - Began intravenous clindamycin (Cleosin) 900mg, twice a day, Monday to Friday (five
days). Then 900mg once a month since.
97 년 6 월 - 900mg 의 클린더마이신 정맥주사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2 번씩 맞았음. 그
이후에는 1 달에 1 번 900mg 정맥주사를 맞음.

Jun '97 - Began minocycline (Minocin) 200mg Monday Wednesday and Friday.
97 년 6 월 - 미노사이클린을 월,수,금 하루에 200mg 을 먹기 시작함

Aug '97 - Jean notices her hands are softer, not near as shiny or swollen and don't hurt near as

much, skin on her foreams is pink and normal looking again. I'm hopeful but skeptical. Could the
antibiotics be working?
97 년 8 월 - Jean 은 그녀의 손이 부드러워지고 거의 빛나지도 않거나 부풀어오르지도 않고 거의
아프지도 않게 됨. 앞팔(팔뚝)에 피부는 핑크빛이며 다시 보통상태같이 보임. 나는 희망을 가졌으나
역시 회의적이었음. 이 항생제 치료법이 작용될 수 있을까 ?

Oct '97 - Jean notices that the hard, "plastic like" skin on the rear of each thigh is gone!! She
discovers this by unthinkingly bending down when previously she couldn't! Also since about this
time frame, she can wear her wedding ring again! No excitement here!! Maybe the antibiotics are
working?
97 년 10 월 - Jean 의 넙적다리 뒷부분의 굳고 프라스틱 같은 피부가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함.
그녀는 역시 예상치도 못하게 다리를 굽힐 수 있었는데, 이것은 과거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역시
그녀는 다시 반지도 낄 수 있게 되었음. 이렇게 기쁠때 수 있을까! 아마 항생제 치료법이 작용했던
것일까?

Nov '97 - Continuing blood tests show improving kidney functions, at about 8% residual clearance,
up from about 2% clearance.
97 년 11 월 - 계속된 혈액 검사에 콩팥기능이 호전됨이 나타남 - 2% clearance 로 부터 증가된
수치인 8% residual clearance 기록.

25th Nov '97 - Latest blood tests show residual clearance at 16%. Two days before Thanksgiving,
Jean is OFF dialysis. This doesn't mean her kidneys are cured, only that they're better, and getting
better by the day. This could reverse of course but we'll ride this big horse as long as we can. And
you should see her face beam!! Am I a believer in the antibiotic protocol? You can bet your
Grandkids on it!
97 년 11 월 25 일 - 최근 혈액 검사 결과 16%의 residual clearance 결과가 나타남. Thanksgiving
이틀전에 Jean 은 투석을 하지 않았음(제거되었음 ?) 이것은 그녀의 콩팥이 치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단지 좋아지고 있고 매일매일 좋아지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병 치료를 되돌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말을 탈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으니 ! 내가 항생제 치료법에 대해 신봉자 이었는가 ? 당신은 그것에 당신 손자들을
걸고 내기 할 수 이다.

26th Nov '97 - The present day. As I sit here waiting for the Grandkids to spend the night with us
before Thanksgiving, I know that 4 year old Haley will at some point ask, "Are you still sick Mu-Mu?"
And I know Jean will say "Yes, Punkin, but I'm getting well!"
97 년 11 월 26 일 - 현재. 나는 손자들이 Thanksgiving 을 기다리며 밤을 보내는 여기에 앉아있다.

나는 4 살먹은 Haley 가 한 지점을 가르키며 말하길 " Mu-Mu 아직도 아프셔요 ?" 그리고 나는
Jean 이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 " 그래 Punkin 아, 그러나 나는 점점 좋아지고
있단다"

To all our great "net" friends out there, this is the update on Jean's progress I've been promising.
Please understand my reluctance to crow before I was ready. I'm ready now!!
인터넷 친구들이여, 이것이 최근 Jean 병이 호전된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가
되기전에는 기뻐서 환성을 지르는 것을 꺼린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지금은 준비가 되었다.

Hank & Jean Smith
Niwot, Colorado
행크 와 진 스미스

니워트, 콜로라도

You can reach us at hanksmith@attglobal.net
나와의 연락은 hanksmith@attglobal.net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