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림바이오셀 소개

면역세포 치료 소개

㈜휴림바이오셀은 2005년 7월 설립하여 독자적인 기술로 운영하는
성체줄기세포 은행인 헬프셀뱅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체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확보한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난치성 질환을 위한
세포 치료제와 미래형 의료서비스를 위한 의료기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면역세포 치료가 필요하신 분
·
·

휴림바이오셀의 핵심 기술

·
·

상품 안내
항노화(Antiaging)

암 환자 대상
수지상세포 암 백신치료는 발견하기
어려운 미세한 암이나 외과적으로 수술이 어려
운 침윤성 암도 자신의 세포로 부작용없이
치료가능합니다.

프로그램

금액

비고

NEW
2020.07

고활성 NK면역세포 치료는 자신의 혈액 속에서
면역세포(NK세포)를 추출하여 증식 및 배양 후
다시 자신의 몸 속에 투여하는 면역요법입니다.

프로그램

금액

CELL

USAGE

줄기세포 분리 기술

최적 분화유도 기술

최고의 배양보관 기술

인체지방, 제대, 제대혈,
치아 등에 존재하는
줄기세포
고효율 분리 및 확인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해 최적분화유도
및 검증 기술 보유

세포 종류와 용도별
차별적 배양, 분석, 보관
기술 보유로 최고의
세포은행 운영

부가서비스

① 휴리셀 HC1500 (차병원 등 주요병원 공급)
- 전자동화 지방유래세포(SVF) 추출 장비
- 최단시간 지방조직 세척, SVF추출
- 높은 세포 회수율

하이브리드 치료
(고활성NK세포 + 수지상세포)

셀뱅킹 가입고객 면역세포치료 7 % 할인혜택 (횟수제한없음)
② 탁월한 동결 보존 기술 / 냉동 보존 관련 시약 개발
(국내특허 25건, 해외특허 8건, 특허출원 국내외 8건)

면역세포 치료 프로세스

세포 보관
(면역세포 분리)

2~3주간
배양/증식 (일본)

세포치료를
위해 일본 이동

면역세포 투여
(일본)

③ 서울대학교 암 연구소 內 협력 연구기관 (혜화동) &
휴림바이오셀 중앙연구소 분리보관

세포 보관 면역/줄기
CELL BANKING

회사소개 영상

④ 간질환, 백반증, 신경성질환 등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

면역세포 치료사례 및 영상

“셀뱅킹은 진정한 건강보험입니다.”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217, 403호(가양동, 가양테크노타운)

수술없는 암치료

NK 면역세포

세포치료 필요성

수지상세포 치료

고객상담 1670-3434 www. hurimbiocell.com

www. hurimbiocell.com

100세 시대의 건강한 미래 준비! 소중한 건강을 위한 특별한 상품을 소개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코로나19 엔데믹 ”
(조선일보 2020.05.15)
* Endemic :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풍토병으로 고착화된 감염병
-

코로나19는 풍토병처럼 절대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백신/치료제 개발이 완료 되더라도 조만간 다른 바이러스
전염병이 발생할 것

38.3%

33.3%

(3명중 1명)

대한민국 사망원인 1위 암

기대수명
82세
79세

85세

기대수명까지
생존시 암발생 확률
(3명중 1명)

전체

우리나라 국민 3명중 1명은 암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보험을 통한 경제적인
준비와 더불어 생물학적 암보험인 셀뱅킹을
준비하는 고객이 점점 증가 중입니다.
출처 : 2016년 기대수명 (통계청)
2016년 국가암등록통계 (보건복지부, 2018.12)

36.2%
남자

혈액채취 뱅킹 상품 안내

셀뱅킹(Cell Banking)이란?
건강할때 자신의 면역세포와 줄기세포를 보관하여 질병
발생시에 면역거부 반응이 없는 자신의 세포를 이용해서
1:1 맞춤형으로 치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자

※ 수술 및 항암치료 등 기존 암 치료법은 재발 가능성이 높고, 장기훼손 / 환자고통 /
정상세포파괴 등 부작용이 심합니다.

플래티넘

(암) 프리미엄

스탠다드

상품금액

499만원

369만원

279만원

보관기간

40년

30년

20년

할부(36개월)

136,611원

102,500원

77,500원

보관 채혈량/vial

60cc /6vials

50cc / 4vials

30cc /2vials

만16세 이상

만16세 이상

만7세 이상

셀뱅킹 소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방어시스템으로, 생체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암(癌)세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신체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만능세포로써, 기능이 떨어지거나
손상된 세포를 재생·복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차세대 암 치료법”

세포치료의 꽃“재생의학”

가입연령
부가서비스

면역세포 수 비교

·젊고 건강한 세포일수록
세포치료 효과는 높아집니다.

선택 부가서비스
채혈 방법

- NK면역세포

-

면역항암치료 지미카터 사례

19만원(260)

치료비용 30% 할인(최대 300만원, 첫 1회 한정, 이후 7%할인)

대상 : 암 기왕력자(최종치료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으신 분)
사전채혈 + 본채혈 2회 진행하며, 보관 부적격시 검사비용(10만원)은 환급되지 않음.

-

암 11종 + 일반질환 28종 검사

[테라젠이텍스]

동양생명 암보험
-

서울대학교 암연구소內 협력 연구기관(혜화동)

5대 암 보장형 (남: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 여: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 2년
- 가입나이 : 20 ~ 65세
- 가입금액 : 500만원

- 보험기간

셀뱅킹 회원 복지몰 특별혜택

일본 면역세포 치료환자의 수 비교
전체환자

122,900

한국환자(추정)

87,370

직영 숙박

종합건강검진

전국병원
네트워크 제공

노벨상 수상

29만원(340)

유전적질병예측서비스

- 면역·줄기세포 보관
( -196도 액화질소탱크)

5,115

49만원(450)

암 프리미엄(359 +10)

·서울대학교 암 연구소 內 협력
연구기관(혜화동) &휴림바이오셀
분리보관

2016.4 ~ 2017.3

삼성, 국민, 현대, 신한(36/24/12개월), 롯데, 농협, 하나(24/12개월), BC (12개월)

플래티넘 499상품 가입혜택

-

2018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수상자>
(미국) 제임스 앨리슨 교수
(일본) 혼조 다스쿠 교수

간호사 방문

※ 암프리미엄 상품은 부가서비스/선택부가서비스 제외
약 2배

- 건강인의 면역세포 수, 암환자의 약 2배

77,230

-

동양생명 암보험 (500만원)

일시납 할인 금액

3세대 항암 치료법

노벨 위원회는“면역세포 연구로 암 치료
분야에 일대 혁명을 일으켜 암 치료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었고, 「제 3세대 암
치료법」으로 인류 건강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카터(94세) 前 미국
대통령도 면역세포 치료를 받아서
완치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유전적 질병예측서비스 (암프리미엄 제외)

무이자 할부카드

세포 보관의 필요성

세포 연구/보관의 신뢰성 확보

면역세포로 암 정복하여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휴림바이오셀 혈액세포 보관상품(면역+줄기)

구 분

줄기세포 임상사례

코로나19 보다 더 무서운 암
(5명중 2명)

세포보관 (셀뱅킹)

10,185
2017.4 ~ 2018.3

☎ 휴림바이오셀 상담센터 : 1670-3434

전용 복지몰

호텔,리조트특가

직영 서점

최저가 운영

영화예매

15%할인

최대25%할인

21,450
2018.4 ~ 2019.3

< 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 >

휴림바이오셀 검토 必 (20.06.25)

이용
안내

복지몰 접속 회원가입후 이용
[휴림바이오셀 복지몰 접속방법은 고객상담센터 로 문의]

고객상담센터

1670-3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