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독성의 대체 암 치료 통해 현재 최소 10년 동안 폐암의 재발 없이 건강 유지
-- 폐암의 재발을 방지하는 획기적인 통합 면역치료제
애리조나, 스코트데일, 2014년 2월 11일 /PRNewswire/ -- 최악의 예후를 보이는 악성 소세포 폐암은
암으로 인한 사망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치명적인 암이다. 하지만 최근,
면역치료법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면서 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이 희망적인 소식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몇몇 주요 암 센터들이 면역치료방법을 이제 막 도입하기 시작한 반면, 이셀스(Issels)는 수십 년 동안 통합
면역치료 분야 선두주자로서 경력과 노하우를 쌓아왔다.
1951년, 조세프 M. 이셀스 의학박사는 세계 최초로 통합 면역치료법에 기반, 통합 종양학에 특화된 병원을
설립했다. 그는 기존의 표준치료방법에 내성이 생긴 암의 장기적이고 완전한 완화(complete long-term
remissions of standard therapy-resistant cancers)효과를 입증해왔다. 이셀스는 전문가로서, 독일 연방
정부 위원회의 전문 멤버로 초청받았으며 1981년부터 1987년 그가 은퇴하기까지 암 치료를 위해 진력을
다했다.
이셀스 통합 면역치료(Issels Integrative Immunotherapy)는 면역 체계 내 세포 수준에서 일하는 활성화된
자가살해(NK)세포들과 림포카인 활성 살해(LAK)세포들, 수지상 세포백신들과 같은 구체적인 자가 암
백신(autologous cancer vaccines)들을, 종양이 자라지 못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종합적인 면역 생물학적
핵심치료(comprehensive immunobiologic core treatment)에 통합함으로써 단순한 백신투입과는 다른
차원의 치료를 제안한다. 이셀스는 아래 짐 깁슨(Jim Gibson)의 사례에서 처럼 전략적으로 백신 및 세포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키면서 신체의 복잡한 방어메커니즘을 강화한다.
2003년 3월 짐 깁슨은 매우 치명적인 암 중 하나인 재발한 소세포폐암 치료를 위해 수지상 세포백신을
포함, 이셀스의 무독성 통합 면역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4주 동안 다른 치료 병행하지 않고 이셀스의 통합
면역치료를 실시, 짐 깁슨은 종양이 완전히 완화 되었으며 현재까지 별도의 치료 없이10년을 암의
재발없이 매우 건강하게 살고 있다.
니콜 터퍼(Nicole Tupper)는 충수 부위 전이성 선암 치료를 위해 이셀스의 면역 생물학적 핵심치료를 받은
경험을 전했다: "나는 이제 마지막 수단이라 생각하고 이셀스를 찾아왔다. 처음에는 엉망 그 자체였는데..
정말 갑자기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마지막 초음파 검사에서 12센티미터였던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고 그
외 다른 종양들이 반 이상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니콜은 환자들이 첨단의 유전적 표적 암 치료도 받을 수 있는 이셀스 미국 외래 시설(Issels U.S. out-patient
facility)에서 이셀스 면역 생물학적 핵심 치료(Issels immunobiologic core treatment)를 받았다.
이셀스의 메디컬 팀은 수십 년간 쌓아온 뛰어난 전문성과 노하우를 통해 고도로 개별 맞춤화된 종합적
면역치료 프로그램들을 실현한다. 백신과 세포 치료들은 최고 수준의 미국 및 국제 기준을 만족시키며
멕시코 내 최대 규모인 22개의 사적 병원 네트워크를 보유한 최첨단 시설들에서 실시된다. 해당 병원은
통합적 치료를 제공, 완벽 서비스를 자랑하는 멕시코 내 유일한 병원이다.
이셀스의 치료 프로그램들 및 설비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나 환자 증언 녹화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셀스의 홈페이지www.issels.com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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