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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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차 GNE 근육병증 질병 모니터링 프로그램(GNE Myopathy Disease Monitoring Programme, GNEM-DMP)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GNEM-DMP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참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뉴스레터를 통해 GNEM-DMP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GNE 근육병증에 관한 과학적 업데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뉴스레터에 대한 

귀하의 피드백과 제안을 환영합니다. 

이번 9차 GNEM-DMP 뉴스레터 발행본에서 소개하는 내용: 

 UX001-CL301 임상시험 결과

 GNE 근육병증에 대한 2017년 신경근육병 재단 심포지엄의 하이라이트

 National Associazione Gli Equilibristi가 주최하는 이탈리아 GNEM 환자 회의

 간병인의 시각에서 본 GNE 근육병증

http://www.facebook.com/NDF.HIBM
http://www.curehibm.org/contact-us.html
http://www.gliequilibristi-hibm.org/
http://www.treat-nmd.eu/


MRCC-UX001-00069

GNE 근육병증 환자 커뮤니티께, 

저희는 GNE 근육병증의 치료에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던 UX001(Ace-ER) 제3상 연구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제2상 연구로부터 예상했던대로 Ace-ER로 치료받은 시험대상자의 팔 힘을 유지하는 데 
따른 이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었더라도, 그 효과는 작았고 다른 평가변수는 효능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증거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안전성은 이전에 관찰된 바와 같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혈청 시알산 수준으로 환자가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Ultragenyx 
임상팀이 고품질의 연구를 계획하고 실시했다고 믿지만, 유감스럽게도 치료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왜 효과가 없었는지 살펴보았으며 완벽한 해답은 없었습니다. 이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은 
베이스라인에서 더 강했지만 이것은 저희 제2상 자료에 근거하여 잃을 근육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저희가 선정기준에서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 제3상 환자들은 기대했던 것보다 빨리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팔 힘이 감소했으며 Ace-ER은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습니다. 연구 간에 다른 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만으로는 환자를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효능의 부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2상 연구는 규모가 작았으며 제3상 연구는 훨씬 더 규모가 컸으므로,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더 
나은 데이터세트입니다. 제품 승인을 위해 진행하지 못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면, 저희는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회사에서 다른 사항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저희 연구에 참여했거나 동정적 사용 중인 환자들에게 저희가 적절한 치료법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제 환자들의

미래가 진행중인 다른 연구 활동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상심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중단을 피하기 
위해 저희는 이 전환을 세심히 관리할 것입니다. 저희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과 약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환자들에게는 이것이 충격적인 순간임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Ace-ER을 투여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새로운 
치료법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Ace-ER을 투여 여부와 상관없이 GNE 근육병증 환자 커뮤니티는 연구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효과적인 치료법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임상 연구에 참여해야 합니다. 환자는 다른 
임상 시험에 참여하기 위해 Ace-ER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Ace-ER 승인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저희는 현장에 기여했으며 이것은 어떤 치료법을 개발하더라도 매우 
중요합니다. GNE 근육병증 현재 의사와 환자 이외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진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 
저희가 지원하는 진단 프로그램으로 더욱 자주 진단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근력과 GNE 근육병증 환자 기능 
측정을 위한 새로운 방법과 평가변수를 확립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규제의 관점에서 그러한 평가변수가

허용되도록 하였습니다. FDA와 EMA는 현재 이 병을 알고 있으며 현재 규제 경로가 존재합니다. 저희 DMP 
자연사 연구 데이터는 매우 가치가 있으며, 계획대로 저희가 보유한 모든 데이터는 TREAT-NMD와의 관계를 통해 
질병 연구를 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시알산 전구약물 프로그램에서 보다 
나은 보충 요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저희가 동물 모델에서 상당한 효능을 보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아마도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저희는 다시 임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환자들이 다른 임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해결책이 발견될 때까지 매일, 그리고 항상 이 질병에 맞서 싸우기를 희망합니다. 

귀하가 하신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Emil 

Ultragenyx 공식 보도 자료(2017년 8월 22일)를 읽으시려면 여기 (http://ir.ultragenyx.com/releasedetail.cfm?releaseid=1037951)

를 클릭하십시오.

UX001-CL301 임상시험 
결과

http://ir.ultragenyx.com/releasedetail.cfm?releaseid=1037951


2017년 신경근육병 재단 심포지엄 – 
하이라이트

제4차 GNE 근육병증 연간 심포지움(HIBM)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에서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열린 행사였습니다. 

이 회의에는 발표, 패널 토론 및 참석한 환자, 간병인, 과학자, 의사 및 업계 전문가들을 위한

개별 소그룹이 참여했습니다. GNE 근육병증 커뮤니티(아래 세부 정보 참조)를 대상으로

다양한 관심 주제에 대해 광범위한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NDF는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벤트를 스트리밍할 수 있었으며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단체의 공개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NDF.HIBM)에서 다수의 발표 내용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Nishino 박사 , 일본 도쿄, 국립 신경 과학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Neuroscience) - GNE 근육병증 유전학 및 잠재적인 치료 전략

 Lochmüller 박사, 영국 뉴캐슬어폰타인 - 자연사 - 질병 모니터링 프로그램 - DMP
 Stella Rosenbaum 박사,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다사 의료 센터(Hadassah Medical Center)  - GNE 마우스 모델 및 GNE 효소 생화학

 Marjan Huizing 박사, 미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 GNE 근육병증에 대한 ManNAc NIH 제2상 연구 업데이트

 Madhuri Hedge 박사, 조지아주 아틀란타, Perkin Elmer - GNE 근육병증 검사 - 유전자 검사의 새로운 경향

 Siavash Kurdistani 박사, UCLA, Hossein Khademian 박사,이란 - 이란 유대인 모집단에서 hIBM의 유전적 구조

 Zohar Argov 박사, Laura Rufibach 박사, Perry Shieh 박사, Hank Mansbach 박사, Marjan Huizing 박사, Tahseen Mozaffar 박사는 GNE 근육병증

연구를 논의하기 위해 상호대화식 토론을 가졌습니다.
 Jerry Mendell 박사,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전국 어린이 병원(Nationwide Children's Hospital) - 유전자치료

심포지엄의 이틀째에 평행 상호대화식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환자와 간병인은 운동, 영양, 명상 및 건강 관리 활용 도구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워크샵에 참여하였으며, 과학자, 임상의 및 NDF 이사회 멤버들은 치료 연구의 향후 방향과 서로 다른 GNE 근육병증 연구 그룹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더욱 잘 공유할 수 있을지에 관한 유익한 토론을 했습니다. 모든 이해 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치료 방법, 기본 연구 및 
중개 연구가 추구되어야 한다는 완전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다가오는 임상시험에 대한 모집을 지원하는 레지스트리 및 기타 “시범 
준비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포함됩니다. 

이 행사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거나 해당 단체와 직접 연락하고 싶으시면 웹사이트(www.curehibm.org/contact-us.html)를
방문하여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Gli Equilibristi HIBM
GNE 근육병증 환자들을 위한 최초의 전국 회의 - 
알리고, 알고, 공유하자 

9월 16일 토요일, 이탈리아, 시칠리아, 카타니아

“Gli Equilibristi HIBM”은 ONLUS 협회 등록부(D. Lgs. n. 460, 4.12.1997)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로, 여전히 치료나 치유법이 없는 희귀 근육 
질환인 GNE 근육병증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이 협회는 2012년 4월 20일에 설립되었으며, 이 협회의 사명은 
이 질병에 대한 연구를 목표로 하는 의학 및 과학 연구를 홍보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며, GNE 근육병증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질병에 대한 지속적이며, 즉각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상호 지원 및 기능 토론의 회의를 
가능하게 하는 의사 소통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San Giovanni La Punta에 법적 본부가 있는 “Gli Equilibristi HIBM” 환자 협회의 법정대리인인 Valeria Pace는 Sottotenente Scalia 19, 95037 
Catania를 통해 다음 이벤트를 주최합니다. 2017년 9월 16일 카타니아 Nettuno 호텔에서 개최될 “GNP 근육병증 환자를 위한 최초의 
전국 회의 - 알리고, 알고, 공유하자”. 

회의는 하루 종일 열리며, 과학 및 전문 연설과 실제 증언이 있을 것입니다. 과학적 회의와 토론이 특징인 전반부의 경우, 최첨단 기술을 
명확히 하고 의구심을 해결함과 동시에 두려움과 부정확하거나 근거없는 신념을 지우기 위해, 의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와 
실험에서 GNE 근육병증에 대해 얻은 실제 지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모든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토론의 후반부에는 논의을 촉진시키는 중재자의 도움을 받아 (원한다면) 환자들이 자신의 이야기와 경험을 참가자들과 공유하고 
인식과 희망을 알리기 위한 토론을 진행할 것입니다. 저는 환자가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이 삶의 주인공이며,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자신이 단지 방관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통해, 그리고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다른 환자들은 물론 전체 사회와의 연대감을 형성합니다. 

또한, 프랑스 파리에서 Behin 박사도 이 심포지엄에 참가할 예정이며 이탈리아어로 GNEM에 대한 임상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단체의 웹사이트 (www.gliequilibristi-hibm.org/)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발표 중 패널 사진

http://www.facebook.com/NDF.HIBM
http://www.curehibm.org/contact-us.html
http://www.gliequilibristi-hibm.org/


30대 초반에 제가 직면한 어려움은 네 명 어린 자식들을 키우면서 비슷한 나이의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열심히 일합니다. Shai는 군대에 있고 저는 경찰을 위해 일합니다. 우리는 삶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 후 
Shai는 근이영양증, GNE 근육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초기에 Shai의 가족에게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헌팅턴병을 의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Shai가 
겪었던 통증이 허리나 무릎 부상 때문이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진단은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Shai는 
일종의 슈퍼맨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며,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전쟁과 작전에 참여한 군인입니다. 그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의사는 치료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말했고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동안 울었고 현실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Shai는? 그는 집으로 돌아 
오는 길에 이야기하지 않았고 사랑하는 남편이 힘을 내게 하거나 도움이 되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삶의 한 가운데, 모든 것이 잘되는 것처럼 보였을 때, 우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는 제가 한 때 
상상했던 미래가 변화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질문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두 살짜리 아이에게 누가 수영을 가르쳐 줘야 하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옳은 것인가? 치료를 해야 하나? Shai가 
바뀔까? 우리의 행복이 사라지는 것인가? 

2년 동안, 이것은 우리가 이 ‘괴물’(Shai가 지금 그것을 언급한 것처럼)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저는 
상처받고 분노하며 신에게 왜 그 사람이냐고 소리지르고 있습니다. 저의 군인, 강하고 잘 생긴 남자. 결국 저는 아프고 
변화를 겪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Shai와 저의 아이들을 위해 강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프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났지만 침묵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Avishag. 

GNE 진단 - 사랑하는 
사람의 관점 

Avishags의 파트너인 Shai는 2년 전에 
GNE 근육병증을 진단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이 글은 Avishag의 파트너가 
GNE 근육병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했는지 그녀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Avishag와 
Shai가 잘 되길 빌며 GNE 근육병증 
치료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Avishags 경험은 그녀 자신의 경험이며 
GNE 근육병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Avishag Shai와 그 가족의 사진. 



환자 이야기 - 간병인의 관점

환자의 단체, 특히 Mona Patel과 Tara Voogel에서 받은 피드백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피드백으로 인해 Lonni Trykowski가 작성한 글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Lonni는 20년 

이상 Tara Voogel의 간병인이었습니다. 아래에서 그녀는 단지 간병인이 되는 현실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감정적인 여정에 관하여 이것이 그녀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작성하였습니다. 

제 친구 Tara가 제가 그녀의 간병인으로서의 
경험에 대해 짧은 글을 써달라고 요청했을 때, 저는 
그녀의 딸이나 남편이 그녀와 매일 같이 있으니 더 잘 할 
수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질병이 24년 
전에 처음으로 밝혀진 이래로, 심지어 질병의 이름이 
생기기 전부터 Tara와 알고 지냈습니다. 저는 임상 약물 
시험과 GNE 근육병증(GNEM) 이벤트를 위해 남부 
캘리포니아로 향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훌륭한 도로 
여행 모험”으로 인해 Tara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가정의 건강 물리 치료사로서 제 근무 일정은 유동적이며, 
저는 운전을 할 수 있고 장비, 보급품 및 물류를 관리할 수 
있는 축복 받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간병을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러한 임상 약속이나 
이벤트에 일 년에 3~4회 Tara와 동행합니다. 제가 운전할 
수 없을 때는, Tara는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해 11시간의 
여행을 떠납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이 요구되며, 유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Tara가 의사와 
과학자들이 질병을 이해하고 실행 가능한 치료법을 
찾도록 돕기 위해 기꺼이 하는 희생이며, 그래서 미래 
세대는 이 도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현:

우리의 도로 여행에서 저는 Tara의 운전자, 친구 및 
간병인으로서 놀랄만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째, 저는 우리의 관계, 특히 이러한 여행에서 Tara 또한 
저에게 간병인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저의 
정서적인 간병인이며 사기를 진작시킵니다. 그녀는 
감사하고 긍정적인데, 그것이 제게 위안을 줍니다. 
그녀는 제가 일을 쉽게 할 수 있게 그녀가 할 수 있는 만큼 
항상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녀는 제가 행복할 
수 있게 보살펴 줍니다. 제가 충분한 물을 마시고 제대로 
먹는지 확인합니다. 그녀는 휠체어 사용자와 함께 여행 시 
실행 계획을 짜고 해야 할 일을 기억하도록 저를 돕습니다. 
우리는 “나는 몸이고 그녀는 두뇌야. 그래서 우리 둘 
사이에 우리는 완전한 한 사람을 만들지”라고 농담을 
합니다. 

로스앤젤레스로 7시간씩 여행하기 전에, 제가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큰 불안감을 
느낍니다. 교통, 날씨, 도로 위험 등과 같은 많은 것들은 제 
통제 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차상 세부 
사항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Tara의 정신적 
민첩성과 관심에 의존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은 제가 너무 많이 서둘렀고, 출발하기 전에 밴의 
슬라이딩 도어를 닫는 것을 잊었습니다. 차분하게 그것을 
알려주어서 좋았습니다!). 그녀는 잠재적인 교통 위험을 
지켜보는 또 다른 한 쌍의 눈입니다. 그녀는 또한 우리의 
항해자입니다. Tara는 유머와 인내심으로 이런 모든 것을 
합니다. 물론, 저는 그녀와 함께 하는 것을 즐기고 우리는 
이 무모한 장난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보호와 안전을 위해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종교적 
아이콘으로 밴을 채웠습니다. 우리는 매번 여행 전에 
축복을 구하고 집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른 현실은 우리가 접하는 미국 장애인 
복지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ADA) 준수의 
결여입니다. 기술적으로 시설이나 건물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문이 너무 무겁고 밀기 어려워서 안간 힘을 
씁니다. 혼자 다니는 장애인은 앉아서 도움을 기다려야 
하는데,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모욕적입니다. 보도의 
모퉁이가 경사져 있어도 유능한 간병인의 도움을 
받더라도 휠체어를 밀기가 힘들거나 불가능한 큰 
울퉁불퉁한 가장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공 장소에 
있는 “장애인 접근 가능한” 화장실에 손이 닿지 않는 종이 
타월과 화장지를 보았고, 잡는데 더 큰 힘이 필요한 
수도꼭지, 장애인 이용가능 호텔 객실의 지나치게 높은 
침대, 상점에서 제한된 복도 공간 등을 봐왔습니다. 
이제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대신 저는 부적절한 
상황을 사진으로 찍고 적절한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Tara와 함께 여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질병 단계의 환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이 내면의 
두려움과 개인적인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이방인인 저와 
이러한 문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얼마나 취약한가를 
발견한 것은 제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GNE Myopathy International 
www.gne-myopathy.org

Muscular Dystrophy 영국 – (영국) 
www.musculardystrophyuk.org

The Sephardic Health Organization for Referral & Education 
www.shoreforlife.org

Advancement of Research for Myopathies 
www.hibm.org

Associazione Gli Equilibristi HIBM – (이탈리아) 
www.gliequilibristi-hibm.org

원위근이영양증 환자 연합(Distal Muscular Dystrophy 
Patients Association) – (일본) www.enigata.com

Neuromuscular Disease Foundation – (미국) 
www.curehibm.org

환자 단체 아래에서 GNE 근육병증과 근이영양증을 다루는 국제적인 환자 단체들의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Loni(왼쪽)와 Tara(오른쪽)의 최근 사진. 

저는 그들의 용기와 유머, 그리고 질병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그들의 투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때로는 물리 치료사로서의 제 
경험을 토대로 그들에게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문을 열거나 음식이 담긴 접시를 
식탁으로 옮기거나, 머리카락을 포니테일로 묶는 것과 
같이 간단하며, 저는 그들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어떤 때 저는 Tara가 준비하는 것을 도와야 할 때 아침에 
제가 준비를 너무 천천히 하는 것 같은, 제 자신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저는 관심을 
갖는 측면에서 제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며, 더 많은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GNEM 환자들과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들을 보면, 그들이 항상 매일 
헌신적이며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어려움에 
직면하였음에도 그들의 성실함과 끈기에 대해 저는 늘 
겸손함과 경외심을 느낍니다. 저는 단지 가끔씩 간병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과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친절하게, 인내심을 갖고, 너그러운 자세로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 대해 배운 것은 이렇습니다. 

저는 운전사, 도우미, 친구로서 Tara와 함께 여행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 즉 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Tara와 함께 하며 제가 배운, 확실히 알게 된 
한 가지는 간병은 양방향의 도로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제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onni Trykowsk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