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임상 시험
포젠(Foregen)의 중요한 목표는 할례를 한 성인 남성의 포피 재생
임상시험을 위한 기금 마련입니다.
배경
의학 연구는 전보다 더 굉장하게 피부 재생이 가능하도록 실현해왔습니다(더 많은 과학 발전의
측면들을 보길 원하신다면 우리의 재생 과학 페이지를 보십시오). 하지만, 포피
섬유아세포(fibroblasts)가 새로운 피부를 만드는 재생 기술에 극도로 잘 반응한다는 우리의
지식에도 불구하고, 포피재생은 아직 시도되지 않았습니다. 포젠은 이런 실험이 착수 되야 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종류의 실험?
포젠은 혈관과 신경 말단들 그리고 할례 수술 중 없어진 기능을 복구하기 위해 할례를 한 성인
남성에게 재생된 포피를 부착해주는 수술을 할 것 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가?
포젠의 궁극적인 목표인 남성 포피 재생의 진행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우리는 기금을 모아야 합니다.
2.우리는 시설을 찾고 임상 시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원들을 모집하기 위해
우리의 과학 패널을 이용할 것 입니다.
3.우리는 필요한 실험실들과 예비연구를 완료할 것 이고 상호 심사 저널(peer-reviewed
journal)에 이런 결과들을 발표할 것 입니다.
4.마지막으로, 우리는 임상 시험을 시행할 것 입니다.
우리는 현재 3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3번째 단계에선 완전한 동물 포피를 재생시키고 인간포피에 동일한 실험들을 합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상호 심사 저널에서 공개될 것 입니다. 물론, 설명한 진행방향단계들은 간소화한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임상시험에선 복합성과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포젠은
최종결과를 보장할 수 없고 예측하지 못한 장애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포젠은 이런 실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부재생의 다른 분야들에서 얼마나
많은 성공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험이 성공적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과를 확신할 순 없지만 우리가 시도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우리에게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아래를 읽어주세요…
실험들은 세심히 관리될 것 이고 적절한 정부의 승인을 받을 것 입니다. 실험들은 포젠의
직원들이 하지 않고 업무와 연구에 있어서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가진 전문 의료진이 할 것
입니다.
현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실험 참가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만18세를 넘은 남성
-할례를 했고 그 외에 다른 질병을 갖지 않은 남성
임상 시험은 8주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기간이 의료 감독하에 소요되진 않을 것
입니다. 만약 당신이 위의 자격요건을 만족하고 이 실험의 지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기쁠 것 입니다. 모든 의료 치료는 무료로 제공될 것이고 실험과 각 단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임상 시험 지원은 당신이 선진 의학 기술을 이용한 포피재생의 혜택을 첫 번째로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의학 절차에서 이런 참가는 어떤 위험을 가져옵니다. 이 시험을 할 전문
의료인들은 당신이 시험에 적합한지를 평가 하기 위해 전체 범위의 선택사항들, 가능성들,
위험성들을 당신과 상의 할 것 입니다. 또한 그들은 당신이 임상시험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갖은 뒤에 동의여부를 물을 것입니다.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도 의무가 아닙니다. 당신이 관심을
잃는다면 신청한 잠재적 참가자들의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관심을
잃을 것 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관심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웹사이트에 계정을 만드세요!
*기억해 주세요, 이건 당신을 미래 임상 시험에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용가능해질
시험들에 관한 관련된 정보를 당신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