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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자주름 펴고 한층 젊어지나!

나이가 들면서 안면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지방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팔자주름은 아무리 열심히 관리를 해도 없애기가 힘듭니다. 이 때 주름

부위에 직접 주사, 골을 채워주면 주름이 사라지고 얼굴이 보다 입체적으로 보이며 귀티가 난다고 해서 귀족수술이라고도 불립니다.

안젤리나 졸리처럼 도톰하고 매력적인 입술!

라인이 또렷하면서 볼륨있는 입술은 섹시한 매력을 대표합니다. 쁘띠 입술성형은 필러의 주입량을 조절해 두께와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얇은 입

술을 도톰하게 교정할 뿐 아니라 주사할 부위와 방향을 조절해 불분명한 입술라인까지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팔자주름 시술 전

입술 필러 전

팔자주름 시술 전

입술 필러 전

팔자주름 시술 후

입술 필러 후

팔자주름 시술 후

입술 필러 후

쁘띠성형은 주사하는 것만으로 성

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간편하고, 

안전하며, 자연스러운’ 시술법입니다. 이러한 쁘띠성

형은 기존의 성형수술과는 다른 개념으로 ‘미용의 보충, 보조적 

역할’로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수술과 마취에 대한 두려움, 수술 후 일

정기간 사회생활로 복귀가 어려운 점, 보형물의 삽입 등이 걱정되는 분들에

게 적합한 새로운 개념의 성형입니다. 최근에는 절개를 가해 신체 변형을 

일으키는 수술적인 방법보다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쁘띠성형이 미용성형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후유증 없이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아름다워질 수 있는 방법으로 일컬어집니다.

쁘띠동안
수술없이 10년 어린얼굴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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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없이 5분에 오똑코 만들기!

코성형은 수술이나 시간때문에 망설였던 여성들에게 간편하게 주사만으로 오

똑한 코를 만들어주는 시술입니다. 반듯하고 자연스러운 콧등뿐만 아니라 코끝

까지도 오똑하게 만들 수 있으며 숙련된 의료진의 경우 시술시간이 5분 이내에 

시술이 가능하므로 직장인들도 점심시간을 이용해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꺼진 이마를 동그랗고 매력있게!

동양 여성의 경우 이마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얼굴이 넓어보이고 코가 더욱 

낮아 보여 밋밋한 인상이 되기 쉽습니다. 이마 전체에 균일하게 필러나 알사

를 주입하면 일정한 패턴으로 분해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속되기 때문에 예

쁜 이마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름없이 웃어보자!

보톡스로 모든 주름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굴의 표정을 짓는 근육을 마비시킴으로써 주름을 없애는 원리이므로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 유발

된 주름에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대표적인 부위가 양쪽 눈가에 생기는 자글자글한 주름(crow’s feet), 미간주름, 이마주름 등입니다. 입가에 생기는 팔자 

주름은 과거 적응증이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보톡스도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우 가는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소량을 주사하기 때문에 마취는 

필요없습니다. 치료 시간도 약 10분으로 매우 짧습니다. 이 10분이 당신을 10년전으로 되돌려 준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시술부위는 거의 자국

이 없이 감쪽같아 남편 몰래 “장보러 나왔다가 주름펴고 들어간다”는 표현이 딱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주름 뿐만 아니라, 사각턱교정, 종아리 윤곽, 다

한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사각보톡스 전

무턱교정 전

이마 볼륨 전

눈가보톡스 전

미간 필러 전

코 필러 전

사각보톡스 후

무턱교정 후

이마 볼륨 후

눈가보톡스 후

미간 필러 후

코 필러 후

동안얼굴이 되기위한 필수부위, 무턱교정!

턱이 밀려있어 턱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경계선이 불분명하여 실제보다 살이 

많아 보이고, 상대적으로 입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밋밋한 턱끝에 주

입하므로 입체적인 턱선을 만들고 어려보이게 하는 동안얼굴만들기입니다.

이제는 인상펴고 삽시다!

습관적으로 미간을 찌뿌리는 사람들은 30대 이후부터 미간에 주름이 생기

기 쉽습니다. 항상 화난 얼굴로 보이는 단점을 간단한 필러로 부드러운 인

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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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촉한 연예인의 피부비결

광채주사&더모톡신
광채주사란?

피부노화로 피부세포들이 지지하고 있던 콜라겐의 부족으로 피부속 구조가 흐트러지고, 진피층이 붕

괴되면서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감소하면서 피부톤도 나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피부에 생체적합한 고순도 콜라겐을 주입하여 새로운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 피부재생을 통

해 피부탄력, 재생 및 피부톤개선의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연예인보톡스, 더모톡신

보튤리눔톡신은 보톡스의 성분이자 원래 명칭이기도 합니다. 보톡스와 더모톡신의 다른점은 더모톡

신 같은 경우는 피부층 촘촘히 시술해서 얼굴윤곽을 또렷하게 만들어주고 모공축소, 피부탄력증대 잔

주름제거, 피부톤개선 등의 효과로 얼굴이 작고 갸름하게 만들어줘 브이라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근육에 주사

피부가 울퉁불퉁해질 수 있음

근육마비로 표정이 어색해질 수 있음

피부 자체에 주입하여 부작용 최소화

시술 후에도 표정이 자연스러움

얼굴 전체의 리프팅과 볼륨감 조절 가능

안면 비대칭의 교정 가능

더모톡신 일반보톡스

VS

피부톤 개선

콜라겐 생성

피부재생 볼륨감

탄력

· 주사부위에 홍반, 멍, 통증, 가려움증, 변색, 압통, 괴사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멍은 아스피린, 

와파린, 고혈압 같은 약을 복용하는분과 흡연하시는 분에서 잘 생깁니다. 대부분 며칠 이내 사라

짐으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나 흡연 음주등은 최소 일주일정도 삼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사부위에 세균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항생제 복용으로 호전되지만 드물게 필러를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산부는 시술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효과는 필러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6개월에서 2년정도 효과가 지속됩니다.

·통상 시술 후 일정기간 유지치료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횟수와 간격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시술직후 시술부위를 문지르거나 안경을 쓰는 등의 행동(시술 부위에 따라)은 삼가해 주시는 것

이 좋습니다.

쁘띠성형 후 증상과 주의사항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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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절개 No! No!

팽팽한
 V라인
 만들기

아큐리프트의 장점

1444mm의 강력한 레이저 파장으로 지방제거 

효과가 매우 높으며 가이드빔을 통해 세밀하고 

정확하고 균일하게 라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전

신마취와 절개를 하지 않고 통증이나 시술 후 붓

기가 매우 적고 정확한 레이저 조사로 지방 외의 

주위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시술 시간이 

30분 정도로 짧고 회복이 빠르며 시술 직후 바늘

자국 정도만 남아 흉터 걱정이 없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분해된 지방세포가 체외로 배출되

면서 꾸준하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으

며 피부 진피층에 자국을 주어 콜라겐 생성을 유

도하고, 피부의 탄력을 높여줍니다.

아큐리프트의 시술효과가 좋은 부위

녹지 않는 실 / 제거 시 수술필요

전신 / 수면마취

붓기가 많고 별도의 회복기간 필요

실을 넣은 부위에 자국이 생기기 쉬움

노화가 더 진행되면 부자연스러운 모습

수술No!수면마취No!

블루로즈 
실리프팅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의 마법,

목선까지 잡아주는 블루로즈 실 리프팅!

녹는실(KFDA 최고등급승인)

연고마취

바로 일상생활 가능

이물질이 남지 않아 부작용이 거의 없음

자국 등이 표시나지 않음

기존 실리프트블루로즈 실리프팅

안정성

마취

회복

후유증

처진 눈밑지방
(다크서클)

이중턱,삼중턱 부위

처진 턱선

처진 볼살

팔자주름

시술 전

시술 전

시술 전시술 후

시술 후

시술 후



All For Skin News Magazine07

피부 신귀족주의 선언

분획 레이저
여드름 흉터의 모양과 크기, 깊이에 따른 맞춤 치료법

털이 자라고 피지가 나오는 곳이 모공으로 흔히들 땀구멍이라고 표현하는 곳입니다. 얼굴에는 약 2만여개의 모공이 있는데 나이, 계절, 여성의 

생리주기, 임신, 스트레스등에 의해 피지분비가 과다해지면서 이 피지의 통로가 되는 모공이 넓어집니다. 특히, 여드름이 있는 경우나 여드름

을 앓고 난 뒤 모공은 필연적으로 넓어집니다.

CO2 프락셔널 레이저

마이크로 레이저빔은 치료부위의 피부표면은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미세하지만 피부 깊은 

곳에 열에너지를 전달하여 재생을 유도하는 

흉터치료 전문레이저입니다. 표피 및 진피를 

뚫었다고 하나 미세한 구멍들이므로 진물이 

나거나 딱지가 앉지는 않습니다. 2~4주 간격

으로 3~5회 시행하며 일상생활의 지장은 없

습니다. 다른 레이저와의 병용 치료시 상승효

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r : YAG 레이저, 슈퍼프락셀

매트릭셀 레이저(MCL-30)는 피부 재생에 가

장 효과가 좋은 2940nm 어붐야그레이저에 프

락셀 방법을 적용하여 진피층까지 레이저 절단

에 의해 피부에 직접적인 핀홀을 만들어 DRT(진

피재생) 치료가 가능한 치료법입니다. 피부조직

을 정교하게 깎는 레이저로서 패이거나 융기된 

흉터에서 피부조직을 정교하게 깎아 패인 부위

의 각을 줄어주어 경계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

고, 함몰부위도 레이저로 진피층의 섬유아세포

를 자극하여 콜라겐의 합성을 증가시켜 흉터부

위가 재생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시

간투자로 극대화된 피부박피의 효과를 주며, 한

번의 시술만으로 흉터와 넓어진 모공이 효과적

으로 개선됩니다. 또한, 박피 깊이와 피부 열손

상 깊이가 매우 얕기 때문에 시술 후 홍반이 빨

리 사라지며, 색소침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장

점이 있습니다.

RF 프락셔널 레이저

(E2, 인피니, 레가토, 인트라셀, 서브라임)

e²는 eMatrix system을 통한 최신 프락셔

널 기술로써, 세계 최초로 RF(고주파)를 이용

해 Er:Glass, Er:Yag, CO²3가지 종류의 프

락셔널 레이저 시술이 한번에 가능합니다. 또

한 적응증에 따라 2가지 Tip을 조합하여 시

술함으로써 피부 전층을 시술할 수 있습니다. 

e²시술은 기존의 프락셔널 시술과는 다르게 

sublative 피부재생술이 가능합니다.

시술 전 시술 전시술 후 시술 후

좁고 예리하게 파여진 송곳자국 모양의 

흉터로 주로 뺨에 나타나며, 나중에 좀 더 

큰 함몰 섬유형 흉터로 변해갑니다.

아이스픽 흉터

넓고 진피에서 피하지방층 쪽으로 섬유성 

밴드가 형성되어 하방으로 흉터를 잡아댕

겨 생기는 모양의 흉터입니다.

롤링 흉터

얇거나 깊은 두 종류의 형태로 구분하여, 

가장 자리가 예리하고 각이지며 수두자국

과 유사한 모양의 흉터입니다.

박스카 흉터

마이크로 레이저 빛으로 수 많은 미세빔

들이 표피부터 진피 심층까지 침투.

3~5일 내에 각질탈락이 이루어지며, 정상 

주변조직에 대한 자연적인 재생촉진효과

로 표피와 콜라겐 리모델링이 동시에 진행.

프락셀 레이저 치료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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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고주파의 한계를 뛰어넘는 줄기세포 안티에이징

MTS안티에이징

피부를 탱탱하고
 생기있게 만드는

PRP
피부재생술

(피주사)

MTS안티에이징 치료방법 및 효과

1   레이저, 고주파의 한계를 뛰어넘는 효과(기존 레이저, 고주파와 접목시 효과 UP! )

2   피부톤 개선 및 미백 기능까지 올인원 토탈케어

3   다운타임없이 일상생활 복귀(레이저가 싫으신 분에게 최고의 프로그램)

줄기세포 배양액내 : 170여종의 성장인자

· 피부구성성분으로 상처치유 기능

· 세포의 생장 및 분열을 유도, 혈관세포 이동을 촉진하여 피부구성의 증가 기능, 세포활성 유도,

     외과적 상처치료 가능

· 탄력유지 기능촉진

· 조직의 재생과 성장 촉진, 상처받은 조직의 복구, 면역세포의 증식 조절 기능

· 각질형성세포의 증식분화를 촉진하는 재상피화 기능

안티에이징 시술 과정

1차 클렌징 - 딥클렌징/스케일링 - MTS+줄기세포솔루션 - 모델링팩 - 진정레이저

간편한
시술

올인원
토탈케어

기존치료
접목

효과UP!

일상
바로복귀

No Pain!

기미, 색소가 있는 피부

윤기가 없고 지쳐보이는 피부

보톡스, 필러에 알레르기가 있는 피부

나이들수록 넓어지는 모공 피부

주름이 많고 탄력이 떨어진 피부

}

}

세포 재생이 빨라
흉터치료 효과 UP!

신체의 재생능력
스스로 강화!

자가혈소판으로 
거부반응 NO!

칙칙하고 어두운
피부톤을 화사하게!

PRP 피부재생술 시술 부위

다크써클

혈장

PRP
혈소판(94%)

혈구
혈소판(6%)

주름
-팔자      -입가
-눈가      -이마

흉터
  -여드름 흉터
  -수두 흉터

기미, 칙칙한 피부

넓은 모공

전반적인 피부처짐



All For Skin News Magazine09

여드름의 가장 큰 원인은 사춘기에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면서 피지선의 활동이 왕성해져 피지분비가 많아지며 표피의 각질층이 모

공을 막게 되어 피지가 배출되지 않아 발생합니다. 또한, 피지선 속에는 정상적으로 여드름 균(P.acnes)들이 살고 있는데 피지가 원활히 배출되지 

못하면 여드름 균이 다른 세균들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들이 번식하면서 모공에 염증을 불러일으키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과도한 피지 생성 원인 | 체질적 요인, 과로 및 스트레스, 월경 및 임신

모공 폐쇄 요인 | 안드로겐의 영향, 자외선, 화장품, 과로 및 스트레스, 음식물

기타 원인 |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약물, 음식물(술, 지방, 담배), 과도한 세안

면포 | (개방면포)피지가 피부표면으로 올라고 끝이 까맣게 변한 여드름

          (폐쇄면포)피지가 피부 표면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흰색의 여드름

구진 | 면포에 염증이 생기면서 붉게 변한 단계

농포 | 손으로 눌러짜고 싶은 충동을 느낄 만큼 잘 익은 고름 주머니가 보이는 단계

낭포 | 피부 속으로 염증을 동반하여 커지고 붉어진 여드름

원  인 병변의 종류

치료방법 종류

소중한 내 피부에 주는 선물

M-PDT 레이저

시술 전

시술 전

시술 전

시술 전

시술 후

시술 후

시술 후

시술 후

AM필링 | 단순히 피부 각질층만 벗겨내는 것이 아니라 항염증,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들을 피부에 흡수시켜 피부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따라서 여드름 뿐만 아니라 지루 피부염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내츄럴 PDT | 울긋불긋 여드름 자국, 안면홍조, 피부재생을 도와주는 통증이 없는 치료방법입니다.

솔라리 | 여드름의 치료는 450nm~950nm를 이용하여 치료하며, 여드름 병변을 감소시키고 향후 발생하는 여드름의 수를 줄이기 위한 치료가 진행됩니다.

블루라이트  PDT AILEEN | 치료할 부위를 약물과 레이저를 사용하여 목표물만을 선택적으로 치료하는 최신 여드름 시술. 먼저 피부를 모공과 피지선에 흡수되

                                                   는 약물로 처리를 하여 피지선과 모공이 레이저 빛을 흡수할 수 있게 만든 다음, 레이저로 치료를 하면 피지선과 모공만을 치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시술 후 이틀간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가급적 실내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외출 할 때는 모자나 양산, 마스크로 자외선을 차단하고 최소 일주일 동안 자외선은 신경 써서 차단합니다. 

2  화끈거림, 쪼임, 붉음증, 건조감은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시간이 지나면 진정됩니다. 약 1~2주간의 보습, 진정 관리와 치료로 호전이 됩니다. 

    건조할 경우 보습크림을 많이 사용합니다.

3  당일 화장은 가능하지만 심한 세안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시술 후 3~4일간 사우나 또는 심한 운동은 피하도록 합니다.

5  1차 시술 후 2주차부터 여드름이 더 올라올 수 있지만 3회 시술 경과(4주차)부터 발생한 여드름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PDT 치료 후 주의사항Tip



10AF필링 10 All for skin News Magazine

일반적인 증상 | 열이 나면서 따끔거리고 붓는 증상 (1~2일)

                            칙칙해 보이는 현상 (시술 후 3일)

                            건조하고 조이는 현상 (시술 후 3~4일)

                            각질 탈락 (시술 후 3~5일)

주   의   사   항 | 시술 후 당일날은 가볍게 물세안 정도만 해주세요.

                            세안은 거품으로 가볍게 펌핑 세안하시면 됩니다.

                            각질이 일어나도 손으로 뜯지 마시고 세안할 때 과도한 각

                            질은 가볍게 문지르셔도 되지만 너무 세게는 삼가주세요.

놀라운 얼굴의 변화! 여드름 피부관리에 효과적인

AF필링
AF 필링의 시술효과

AF 필링의 미세한 입자들이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내어 그 상처가 치유되면서 새살이 돋고 피부를 더 깨끗하고 매끈하게 만들어줍니다. AF필링은 칙칙한 피

부톤 개선, 여드름, 여드름흉터 및 자국 치료, 닭살, 튼살치료, 모공과 잔주름개선, 지루성 피부 및 피지분비가 왕성한 피부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해초성분의 미세침을 이용

AF필링 용액을 피부에 바르고 가볍게 문질러주

면 해초성분의 마이크로침이 피부에 미세한 상

처를 내어 그 상처가 치유되면서 새 살이 돋고 피

부를 더 깨끗하고 매끈하게 만들어줍니다.

AF필링 진행과정

여러 피부 타입에 적용 가능

AF필링은 비교적 통증이나 피부 자극이 적어 여

러 타입의 피부에 적용이 가능하고 간단하기 때

문에 남여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시술입니다.

시술 후 즉시 일상생활 가능

AF필링은 시술 후 자외선을 주의하고 각질탈락

이 이루어질 때, 무리하게 떼어내지만 않으면 일

상생활에 지장이 적습니다.

노화예방 블랙헤드
여드름
억제

닭살피부
개선

탄력개선 기미치료주름개선

one two three

사용 직후 72시간 후

                                  화장은 시술 다음날부터 가능하지만 2~3일은 과도한 운동,

                            사우나, 찜질방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매일 도포하고 직접적인 노출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시술 후 가려운 증상이 생기면 수분젤과 수분크림을 충분

                            히 발라주세요.

지나치게 가렵거나 불편사항이 크면 병원에 내원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필링 시술 후 증상과 주의사항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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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획레이저 치료 후 관리요령

1  시술 후 홍반, 부종, 가려움, 갈색의 가벼운 각질 발생과 탈락현상이 일주일간 나타납니다.

2  치료 후 2일 동안 내원하셔서 피부재생을 도와주는 치료를 10분 받습니다. 

3  약국에서 받는 연고는 1번(                 )사용합니다. 2번연고는(               )시술후 3일 동안 바르고 가지고 있다가 2차 레이저 후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4  시술 다음날부터 가벼운 화장이나 샤워는 가능하지만 클렌징 할 때 조심합니다.   

    수영, 사우나, 찜질방, 뜨거운 목욕은 1주일 정도 피합니다.

5  붉은 자국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과다한 햇빛 노출 시 색소침착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사용합니다.

6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뽀루지가 올라올수 있는데, 레이저 치료시 모공수추구 현상으로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7  3~4주 간격으로 여러번 시술받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기미·주근깨·잡티·아브넘·색소침착 치료 후 관리요령

·시술 후 딱지가 생겼을 경우 일주일 이내에 자연스럽게 탈락되므로 무리하게 딱지를 제거하지 마시고 재생연고를 바르십시오. 

    재생테이프를 붙여드린 경우, 가급적이면 오래 붙이고 있을수록 좋습니다.(2일 이상) 재생테이프가 떨어지면 그 자리에는 재생연고를 바르세요.

·재생연고는 맨얼굴에 화장 전에 하루에 2번 이상 1주일 바릅니다.

· 시술 다음날부터 가벼운 화장이나 샤워는 가능하지만 클렌징 할 때 조심하십시오.

     수영, 사우나, 찜질방, 뜨거운 목욕은 1주일 정도 피하도록 하십시오.

· 자외선 차단제도 시술 다음 날부터 가볍게 두드려 바르세요.

     SPF 지수가 최소 40이상인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추천하며, 다음 치료 때까지 철저한 자외선 차단이 필요합니다.

· 경과 관찰을 위해 시술(                     )일 후에 내원하시고, 미백관리나 미백연고를 병행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3주 간격으로 3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CO2 레이저 치료 후 관리요령

| 점·검버섯·한관종 (트리플 점 빼기) |

·시술 후 딱지는 일주일 이내에 떨어지며, 붉은자국은 1~2달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간혹 제거부위에 홍반, 함몰, 변색, 비후성반흔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생테이프를 붙여드린 경우,7일동안 1일 1회 교체하여 붙이고 세안시 떼어지면 다시 붙여줍니다.

·재생연고는 맨얼굴에 화장전에 하루 2번이상 1주일 바릅니다.

· 시술 다음날부터 가벼운 화장이나 샤워는 가능하지만 클렌징 할 때 조심하십시오. 수영, 사우나, 찜질방, 뜨거운 목욕은 1주일 정도 피하도록 하십시오.

· 붉은 자국이 있을 때 과다한 햇빛 노출 시 색소침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셔야 합니다. 

     딱지가 떨어진 부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셔야 하며, 딱지가 생기지 않더라도 시술 1주일 후부터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셔야 합니다.

·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에는 미백제와 미백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깊은 점은 한 번에 안 빠짐으로 1~2개월 간격으로 여러 번 치료가 필요합니다.

| 미백연고 항노화연고 사용법 |

·저녁 세안후 기초화장을 한후, 색소부위나 병변부에 아주 얇게 1번(          )2번(          )3번(          )을 순서대로 바릅니다.

·다음날 많이 붉어지거나, 가려움, 각질이 발생하면 1번(            )을 발라서 진정시키고,3일정도 중단후 소량을 엷게 바릅니다. 

·레이저 시술 당일은 바르지 않습니다. 

·딱지가 떨어지고 나서 바릅니다.

예약날짜 _________월 _________일 _________시

예약날짜 _________월 _________일 _________시

예약날짜 _________월 _________일 _________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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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홍조란 얼굴이 붉어진다 는 뜻입니다. 그러나 의학적인 의미로 안면홍조라고 할때에는 온

도나 감정의 변화에 의해 다른사람보다 얼굴이 더 쉽게, 그리고 더 심하게 빨갛게 되고 더 오래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면홍조증은 육안으로 늘어난 실핏줄은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 얼

굴이 붉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홍조증은 뚜렷한 실핏줄이 나타나지 않는 모세혈관 확

장증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조는 얼굴에 많은 혈액이 몰리기 때문에 열감이 심하고 울혈현

상으로 얼굴이 부어 오르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홍조증은 유전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치료 기간이나 효과는 증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모세혈관 확장증이 심한 경우에는 1~2 회 치

료만으로도 효과가 만족스러우며, 혈관 확장증은 적으면서 홍조만 있는 경우에는 4~6주 간격으로 

3~5 회 정도의 반복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 시간은 얼굴 전체를 치료하는데 약 10 ~30분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치료 후에는 약간 붉어지는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으나 별다른 후유증이나 흉터가 없고 세안도 

가능해 일상생활에 지장없이 간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와 함께 혈관 생성을 억제하고 혈관을 강화시켜 주는 비타민K크림을 도포해 주는 것

이 좋고 도움이 됩니다. 자외선은 특히 모세혈관확장의 원인이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햇볕이 강

한 날 외출을 삼가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 A와 B를 모두 차단할 수 있는 zicort와 zinc oxide 성분이 함유된 자외

선 차단제를 자주 도포해야 합니다.

·뜨거운 물 목욕, 사우나를 피하고 맵거나 뜨거운 음식, 술을 삼가며 심한 운동도 피해야 합니다.

·화장품을 쓰는데 있어 특히 스킨 토너 등은 가급적 알콜 성분이 적게 함유된 제품을 쓰고 따갑거

나 피부에 자극을 주는 화장품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간혹 제거부위에 홍반, 함몰, 변색, 비후성반흔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홍당무처럼 빨간 얼굴 이젠 안녕

안면홍조·여드름
혈관종치료

치료 후 주의사항Tip

안면 홍조 시술 전 안면 홍조 시술 후

I4v 메디오스타 솔라리 골드토닝 L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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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진단과 치료

대상포진이란?

대상포진은 옹기종기 모여 있는 작은 물집들이 띠 모

양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통증이 매우 심한 것이 특

징입니다. 물집이 생기기 1~2주 전부터 그 부위가 

아프기 시작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작은 물집이 

군집을 이루어 생기게 됩니다. 원인균은 어린이에게 

흔히 발생하는 수두의 원인균과 동일하며 어릴 때 수

두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의 몸에 남아 있는 수두균

이 다시 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거나 몸

이 허약한 사람에게는 심한 통증이 몇 달 내지 몇 년 

동안 계속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Q&A

건조증이란?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증을 보이는 증세로 과

거에는 중노년층이 주류를 이뤘으나 젊은 연령층에

서도 흔하며 환자도 매년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피부

노화로 표피의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피

지분비가 감소되어 일어납니다. 건성피부나 스트레

스, 당뇨병 같은 질환이 원인이 되어 생길 수 있습니

다. 또한 아파트 생활과 건조한 날씨, 그리고 무엇보

다 잘못된 목욕습관이 피부병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꼽힙니다. 잦은 목욕은 피부의 습기를 빼앗아 갈 뿐

더러 때수건 사용은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피부 맨 

바깥에 부어있는 보호막이 손상을 입어 피부건조증

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피부건조증이 심하면 

가려움증이 동반됩니다. 가렵다고 긁지 말고 얼음찜

질을 해주거나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이란?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유아기 혹은 소아기에 시작되

는 만성적이고 재발생의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소양

증(가려움증)과 피부건조증, 특징적인 습진을 동반

합니다. 유아기에는 얼굴과 팔다리의 펼쳐진 쪽 부

분에 습진으로 시작되지만, 성장하면서 특징적으로 

팔이 굽혀지는 부분과 무릎 뒤의 굽혀지는 부위에 습

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많은 경우에 성장하면서 

자연히 호전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어른의 경우 접히

는 부위 피부가 두꺼워지는 태선화(lichenification)

가 나타나고, 유소아기에 비해 얼굴에 습진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세계적으로 증가

한 추세이며 유병률이 인구의 20%라는 보고도 있

습니다.

05
Q&A

04
Q&A

건선이란?

건선이란 피부에 여러 크기의 붉은 병변을 형성하며, 

그 위에 피부 껍질이 겹겹이 쌓이는 모양을 형성합

니다. 보통 팔꿈치나 무릎 등에 많이 생기지만 복부

나 엉덩이 머리 부위로 그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습

니다. 피부에 생기는 각질은 떨어지고 쌓이고를 반

복하는데, 건조한 겨울에 더욱 그 정도가 심합니다.

또한, 난치성 피부질환이기 때문에 건선을 가진 사

람들은 반복되는 건선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

습니다.

무좀이란?

각질화된 조직층을 침범하는 피부사상균(derma-

tophytes)에 의해 발에 생기는 감염증입니다. 지간

형은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에게서 발생하기 쉽고 만

성이며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악화되지만 겨울철이

라도 더운 환경에 노출되면 심해집니다. 소수포형은 

지간형과 함께 나타나는 수도 있고, 침범하는 부위

는 주로 발바닥, 발등, 발가락 사이입니다. 국소항진

균제 도포로 치료하며 발을 깨끗이 씻고 잘 건조시

키며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어서 예방에 노력해

야 합니다.

02
Q&A

03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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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공각화증이란?

모공 각화증은 흔히 팔, 다리 등의 바깥쪽 부분에 

모공을 따라 작은 돌기가 나타나면서 외관상 닭살 

모양의 피부를 보이는 질환입니다. 유전성 질환이

며, 모낭에 박힌 각질 마개에 의해 때때로 모공 주

위가 붉거나 갈색으로 보여 미관상 문제를 일으키

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낭에 박힌 각질 덩어리 때

문에 피부가 마치 털을 뽑은 닭의 피부처럼 보이

게 되어 일명 닭살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피부

가 건조하거나 아토피성인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티눈이란?

티눈은 손과 발 등의 피부가 기계적인 자극을 지속

적으로 받아 작은 범위의 각질이 증식되어 원뿔모

양으로 피부에 박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티눈이나 

굳은살 모두 피부에 가해지는 마찰이나 압력 같은 

기계적인 자극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맞

지 않는 신발을 착용하거나 오래 걷는 등 운동을 심

하게 하거나 글을 자주 쓰는 직업에서 피부에 압력

이 가해지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마귀란?

피부 또는 점막에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이 

발생하여 표피의 과다한 증식이 일어나 임상적으

로는 표면이 오돌도돌한 구진(1cm미만 크기로 피

부가 솟아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느 부위의 

피부에나 발생할 수 있으나 노출 부위인 손, 발, 다

리, 얼굴 등에 주로 발생하고, 성 접촉을 통해 성기

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튼살이란?

튼살은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 손상받은 부위의 피

부에 나타나는 위축성의 선형 띠 병변을 말합니다. 

대부분, 임신이나 부신 피질 호르몬 과다, 급격한 체

중 증가와 같이 피부가 빠르게 늘어나는 경우에 생

길 수 있습니다. 호르몬도 튼살과 관련이 있어 쿠싱 

증후군 환자나 부신 피질호르몬을 장기간 투여하거

나 도포한 경우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햇빛알러지란?

알레르기라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진 바 없으

나 햇빛,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에서 면역체계가 과

민해져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부

분 자외선 양이 늘어나는 봄에 시작하기 쉬우며, 한

여름까지 지속됩니다. 장시간 햇빛에 노출된 부위

가 두드러기처럼 부어오르고, 붉어지며, 화끈거리

는 느낌이 있습니다. 대부분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가 사라지는데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피부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08
Q&A

09
Q&A

10
Q&A

07
Q&A

06
Q&A

?
!

· 물집이 생기거나 딱지가 생길수 있습니다. 

·통증이 많이 심하면 진통제 드셔도 괜찮습니다. 

· 물집이 아주 크게 생기면 내원해주세요 

·치료 당일부터 가볍게 물이 탈아도 되나 물집 등이 있을시 터지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 소실시까지 3주간격 재시술합니다.

· 간혹 제거부위에 홍반, 함몰, 변색, 비후성반흔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마귀,티눈 시술(냉동치료)후 주의사항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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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다이어리

올포스킨의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두피관리로 미리미리 탈모를 예방하세요.

              올포스킨피부과는  많은 매체의 탈모관련 자문을 맡고 있으며,

다양한 수상경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Q  유전력이 있는 경우도 치료가 되나요?

A  네. 유전력이 있어도 모낭이 있을 경우  적잘한 약물치료, 고주파치료, 메조, 헤어쎌 등의 치료로 탈모의 상태를 호전시킬수 있습니다. 탈모진행이 심해 

모낭이 없을 경우는 모발이식을 통해  치료합니다. 

Q  한번 약물치료를 시작하면 평생해야 하나요?

A  우선 정답은 YES. 아직까지는 약물치료 중단 이후 탈모개선효과가 지속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평생 약을 사용하면 장기 부작용이 없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여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약 사용을 중단하면 곧바로 회복됩니다. 약물치료 후 1년반에서 2년이 지나면 효

과의 최대치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유지요법으로 최소한의 치료로 치료효과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Q  모발이식한 모발은 평생 안빠지나요?

A  이식한 모발을 탈모의 영향을 받지 않는 후두부에서 채취하므로 이식 후에도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시간이 지나도 탈모가 진행 되지 않습니다. 하

지만 기존 모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탈모가 진행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약물치료를 병행한다면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대한탈모치료학회 심포지엄 발표내용 발췌

우리병원 탈모환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남성형 탈모

남성형 탈모는 치료가 안된다? 올포스킨의 체계적인 치료 시스템을 선택한다면 호전될 수 있습니다. 

남성형탈모증은 안드로겐성 탈모증 혹은 통상 대머리라고 하며 보통 20대 후반 혹은 30대부터 

시작됩니다. 진행된 남성형 탈모증 환자의 앞머리에서 정수리까지 정상적 굵은 머리카락 대신 가

늘고 탈색된 솜털을 볼 수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털의 성장기가 짧아지면서 이런 변

화가 오게됩니다. 남성형 탈모증의 형태는 통상적으로 앞머리가 M자형으로 빠지거나 정수리에서 

탈모가 발생하는 형으로 시작되며, 이후 점차 범위가 넓어지면서 탈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뒷머

리나 양측 옆머리의 모발은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받지 않아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탈모의 종류

여성형 탈모

탈모는 남성의 전유물? NO! 전체 탈모 환자의 약30~40%가 여성탈모환자입니다. 하지만 여성 

탈모는 남성 탈모와 다른 형태를 띄며 그 진단과 치료에도 전문적인 기술을 요합니다. 

 여성의 유전성 탈모는 남성들이 보이는 안드로겐성 탈모와 유사한 기전으로 발생하지만, 여성

들은 탈모를 유발시키는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보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훨씬 더  많

이 갖고 있어 남성들처럼 완전한 대머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탈모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스트

레스, 빈혈, 갑상선질환, 약물의 부작용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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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원형 탈모 원형 탈모

전신 탈모

소아 탈모 양털모발

소아 탈모 발모벽

발모벽

원형 탈모

자가 면역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세포들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정상적으로 존

재하는 모근 세포들을 이물질로 인식하여 공격하게 되어 모근이 빠지면서 탈모가 진행됩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요인으로 심각한 스트레스가 면역체

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원형탈모는 두피의 한곳 또는 여러곳에서 원형의 탈모반을 형성하며 한꺼번에 빠지게 됩니다. 주로 두발에 

발생하나 드물게 수염, 눈썹, 겨드랑이털 등에도 발생하며 병소가 확대 또는 다발성으로 융합하여 큰 탈모반이 형성 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법 

탈모반이 적을 경우 스테로이드 연고와 병변 내 국소 주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며, 중증일 경우 기본적 주사치료 외에 펄스요법(면역억제제), 안트랄

린(anthralin), 냉동요법, 미녹시딜 등을 처방합니다. 레이저 치료로는 엑시머 레이저로 자외선 파장을 조사하여 모낭 주위의 염증 세포를 파괴하는 

시술을 사용하며, 통증과 부작용이 거의 없고 효과가 좋습니다.

기타 탈모증의 종류

여러가지
탈모의 종류

소아 탈모증  가정적인 갈등에 의한 

요인이 많으며 과도한 학업 스트레

스 등도 영향을 미칩니다. 소아 탈모

증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의

견을 존중하며 의논하는 분위기를 

가지는 등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바

람직합니다.

성장기 탈모  생장기 모낭이 급속한 

장애를 받아 두발의 80~90%이상

이 급속하게 탈락되는 상태로서 악

성 종양 치료시 사용되는 화학요법

제와 x-선 조사에 의한 경우가 많습

니다. 원인 물질 투여를 중단하면 모

낭이 회복되나 모발이 가늘고 성장

이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발모벽  일종의 신경증 증상이며 두

발이나 눈썹 등을 일부러 뽑아서 발

생되는 탈모입니다.대개 집착을 많

이하고 강박적인 성격의 사람에게 

잘 생깁니다.

휴지기 탈모  모낭이 어떤 스트레스

를 받아서 정해진 성장기를 다 채우

지 못하고 휴지기로 빨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인으로 수술, 출

산, 열병, 약물, 전신질환, 영양결핍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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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시키는 요인들

직장에서는 건조한 공기 공해와 같은 환경과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지루피부염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온도와 습도가 낮은 겨울

철에 악화되는 경우가 흔하며 과다한 알코올 섭취도 지루피부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피곤함, 생리주기, 무리한 다이어트, 과도한 햇빛 노출, 

시험기간, 수면부족, 흡연, 인스턴트 음식 과다 섭취등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여드름·지루피부염·탈모증 예방법

미역, 다시마, 김, 조개류, 새우류 등의 해산물, 토마토, 옥수수, 시

금치, 숙갓, 버섯, 미나리, 참깨, 파, 생강, 마늘, 구기자 등의 야채

류, 사과, 포도, 복숭아, 배, 밤, 오렌지, 호두 등의 과일류, 콩, 검은

깨, 찹쌀, 두부, 우유, 달걀노른자, 어류, 뱀장어, 작은 솔잎 등 비

타민이 함유된 녹황색 채소, 섬유질 식품, 하루2리터 이상의 물, 

녹차, 꿀

여드름·지루피부염 · 탈모증에 좋은 음식

지루피부염 치료 전 지루피부염 치료 후 지루피부염 치료 전 지루피부염 치료 후

1    여드름, 지루피부염은 대부분 피지가 많은 지성피부에 많다. 

       따라서 피지가 모공에 쌓이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꼼꼼히 세안을 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2    목욕용 때수건 같은 것으로 얼굴을 심하게 문지르지 말고 손으로 부드럽게 씻는다. 

3    덥고 습한 환경이나 강한 자외선을 피한다.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충분한 양을 발라주는 것이 중요하다. 

4    유분이 많은 화장품을 쓰지 않는다. 유분이 많은 화장품은 피지 분비가 많아 모공이 막히기 쉬운 피부에 치명적이다. 

5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육체적으로 피로하면 몸 안에 부신피질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고 이 호르몬이 피지선을 자극함으로써 피지

       분비가 많아져 여드름이나 지루피부염이 심해진다. 따라서 잠을 충분히 자고 과로를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6    여드름을 집에서 짜게 되면 압력에 의해 피부가 찢어지면서 내용물이 나오거나 세균에 감염되어 염증이 더 심해진다.

       혹은 흉터가 생기므로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 

7    운동을 해서 땀을 많이 흘린 다음에도 깨끗이 씻어낸다. 

8    머리는 자주 감고, 린스나 트리먼트류를 사용할 경우엔 깨긋이 헹구어낸다. 스프레이,젤 등 헤어제품의 지나친 사용은 피한다. 

       샴푸후에는 뜨겁지 않은 바람으로 완전히 말리도록 한다.샴푸시 손톱으로 긁지 말아야 한다. 

9    가슴이나 등에 여드름이 있는 경우 합성섬유나 나일론 등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는 재질의 옷은 피하고 면소재를 입는다. 

10  유분이 많은 화장품으로 피부 마사지를 하지 않는다. 유분이 모공을 막아 여드름이 유발되거나 더 심해질수 있다.

11  규칙적이고 균형잡힌 식생활을 하며 음주 흡연은 탈모, 지루피부염, 여드름을 악화시키므로 자제한다. 

12  세안을 너무 자주하면 여드름이 악화되어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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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형탈모 시술 전 남성형탈모 시술 후 남성형탈모 시술 전 남성형탈모 시술 후

여성형탈모 시술 전 여성형탈모 시술 후 여성형탈모 시술 전 여성형탈모 시술 후

탈모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프로페시아

미국 Merck사에서 개발된 프로페시아는 경구용 탈모치료제로 5mm 크

기의 1정에는 ‘피나스테리드’라는 물질이 1mg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제2형 5-α 리덕타아제 효소를 억제하는 물질입니다. 이 효소를 

억제하면 탈모 인자인 DHT(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호르몬 발생이 억

제됩니다. 남성에게만 사용 할 수 있으며 효능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FDA 

승인을 받은 치료제입니다.

판토가

독일 MERZ사에서 개발된 ‘판토가’는 케라틴과 엘시스틴 성분 등이 포

함된 경구용 의약품입니다. 국내외 임상 실험에 따르면 여성형 탈모증 뿐

만 아니라 손톱이 약해서 부서지는 현상을 없애주는 부수적 효과도 나타

났으며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한 제제입니다.

미녹시딜

미녹시딜은 원래 고혈압 치료제였으나, 이 약을 복용한 환자는 다모증

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탈모 치료를 위한 국

소도포제로 개발되었다. 혈관을 확장시켜 잔털이 굵어지는 효과가 있으

나 사용을 중단하면 원상태로 돌아감으로 계속 발라야 효과가 지속됩

니다. 부작용은 없으며 사용시 두피의 건조함, 가려움, 홍반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약용샴푸(니조랄, 노비프록스, 클록스 액)

비듬 또는 지루 피부염 두피에 있는 피티로스 포룸 균의 증식을 억제시

켜 비듬을 억제 치료 할 수 있는 약용 샴푸이다. 니조랄 액은 피부에 자

극이 거의 없는 베이비 샴푸의 성분으로 두피, 모발 및 피부에 거의 손상

을 주지 않습니다. 노비프록스 클록스액등은 질환용 약용샴푸로써 표피

의 두께를 감소시키면서 항소양 작용을 가지며 살균작용이 있다. 코올타

탈 모 의
약물치료와     
수 술 치 료

올포스킨의 치료프로그램은

미국 FDA, 한국 식약청 등 전세계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치료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르액의 강렬한 색과 향을 감소시켜 사용함에 있어 거부감이 없습니다. 건

선, 비듬, 지루피부염, 습진과 같은 두피질환과 소양증에 효과적입니다.

탈모 주사치료

-모낭주위주사 치료 : 병변 내 주입 주사방법입니다. 모낭에 바로 작용하

여 소량으로도 효과가 빠르고모발의 성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성분들이 

모낭주위에 직접 작용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여굵

기가 얇아지거나 성장주기가 짧아진 모낭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킵니다.

-PRP 자가혈 주사법 : 이 방법은 혈액을 체취한 후 원심분리기를 이용하

여 혈장 하단부의 혈소판이 고농축된 혈액의 유효성분을 분리하여 주사

하는 시술법입니다. 세포생장과 재생에 효과가 좋으며 자신의 혈액을 이

용함으로 부작용이 전혀 없어 안전한 시술방법입니다. 탈모뿐 아니라 피

부탄력이나 안티에이징에도 효과가 큽니다.

-조혈모 세포치료

조혈모 세포치료는 고농축의 혈소판을 함유한 혈장을 뜻하며 탈모가 발

생한 부위에 직접 주사하므로 성장인자를 분비해 줄기세포를 끌어들이

고 주변의 세포들의 증식을 유도하여 콜라겐 성분들을 합성하도록 자극

해 모근을 튼튼하게 하며 모발의 재생을 촉진합니다. 1년에 한번 시술 받

으며 필요시 1년후 재시술 합니다. 

헤어쎌

헤어쎌 장비에서 나오는 전자기파가 두피부와 피하층 모낭에 전달되어 

모낭을 자극해 발모를 촉진시키는 장비입니다. 주로 남성형 탈모에 효과

적이며 원형탈모,여성형탈모, 항암치료에 의한 탈모에도 효과가 있는 것

으로 임상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대개 치료 6~8주가 지나면 탈모가 줄

고 16~18주가 지나면 발모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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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및 상담

고주파 RF 레이저

스팀

헤어셀

스켈링제 도포

TX-2, LD레이저

샴푸

모낭주위주사 MTS

앰플도포

두피 스켈링이란?

두피에 쌓여있는 오래된 각질층과 피지덩어리가 모공을 막을 경우, 새로운 모발이 올라오는 것을 저해하고 영양 공급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상

태를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스켈링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피 관리 케어

1 스켈링, 스팀, 샴푸 | 두피의 각질을 연화시키고 수분을 공급하여 모공을 열어주는 기능을 하며, 개개인의 두피에 맞는 세정제를 이용하여 두피에 쌓

인 각질과 모공 내 노폐물등을 깨끗이 제거합니다.               

2 앰플 투입 | 스켈링으로 열린 모낭을 통해 영양 앰플을 투입하여 더 빠르게 흡수시킵니다.

3 RF 고주파 레이저 | 생체 열에너지를 자극해 두피의 혈류를 돕고 모발의 자가생장주기를 정상화시켜  주며 앰플의 흡수를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4 LD, TX-2 레이저 | 진정작용이 있으며 피부재생과 염증완화 작용을 돕습니다.

5 헤어셀2 레이저 | 최첨단 의료장비로 자기장을 이용하여 약물 투입 없이도 모발생장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며 통증이나 부작용이 없어 짧은시간에 

간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피 관리의 중요성

머리감는 방법 

머리를 감는 횟수는 피지 분비량에 따라 다릅니다. 피지분비량이 많은 두피는 매일 감아야 하지만 건성 두피의 경우는 이틀에 한번 감는 것이 적당합니다.

두피에 피지가 너무 없는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건조해지거나 비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머리 감는 시간은 밤낮 구분이 없지만 자는 동안 피지 분비가 활발함으로 아침에 감는 것이 더 상쾌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감고 젖은 상태로 잠들 경우 박

테리아 번식이 쉬워 염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샴푸를 할때에는 온수로 충분히 머리를 적신 상태에서 지문을 이용해 문질러 거품을 내고, 3~5분동안 유지를 시켜준 후 헹굽니다. 헹굴 때에는 샴푸 잔

여물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궈줍니다. 샴푸 잔여물은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피치료 약 사용방법 

1 처방 받은 약물을 병원에서 안내하는 순서대로 시간 간격 없이 연속적으로 바릅니다. 

2 샴푸를 꼭 하고 바를 필요는 없고, 샴푸 후에는 타월드라이 정도한 상태에서 약을 바르면 됩니다. 

3 잠자기 전 바를 경우 씻어 내지 않고 잠자리에 들어도 됩니다. 

머리 말리는 방법

 모발은 젖은상태에서 가장 약합니다. 머리를 빨리 말리기 위해 비벼 말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톡톡 두드리듯 물기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운날 

젖은 머리로 외출하는것도 모발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자가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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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모발이식술(모낭군 이식술)

모발이식에 사용되는 모낭은 영원히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후두부 모낭을 이식합니다.이식하는 모발의 빈도

는 기술적 특성상 정상적 밀도와 같을 수는 없으나, 머

리카락의 굵기가가장 굵은 뒷머리의 굵기로 자라남으

로 적절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이식하면 미용적으로 만

족할만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수술은 개인마다 다

르지만 보통 3차까지 가능합니다. 공여부는 이식에 필

요한 모낭을 얻는 부위를 말하는데 보통 후두부 두피

를 체취합니다. 이때 모발의 방향과 각도를 충분히 감

안해 섬세하게 채취해야합니다. 채취된 부위는 봉합사

를 이용해 봉합하며 수술 10일 이후에 실밥을 제거합니

다. 추후 봉합부위는 ㅡ자 형태의 흉터가 남을 수 있으

나, 뒷머리카락으로 가려짐으로 미용상 큰 문제가 없습

니다. 또한 체취부위는 일시적으로 감각이 둔해지거나 

당김이 있을 수 있으나 2~3개월 후면 회복이 됩니다.

무모증 / 눈썹 / 속눈썹 이식술

·무모증 여성도 자신의 모발을 체취해 800~1000개 정도를 음부에 옮겨 심으면 본래 음모처럼 구불구불한 음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음모는 

일정길이에서 성장을 멈추지만 식모된 털은 계속 자라기 때문에 손질이 필요합니다. 10대 여성일 경우에는 1차적으로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

론 연고를 발라보길 권유한다.털이 많지않은 발육부진에 꽤 효과가 있으며 20대가 지나면 이 방법은 효과가 없습니다.

· 눈썹은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이식 가능하며 굵은 눈썹을 원할 경우 한쪽당 400모 까지 이식 가능하다. 속눈썹은 70~80개 정도 밖에 나지않

으며 윗눈썹이 아래보다 2~3배 많다. 수술은 국소마취로 하기 때문에 붓기나 멍이 있을 수 있지만 1~2주 내에 가라앉습니다.

FUE요법

FUE 비절개식 모발이식은 기존의 절개식 모발이식과 달리 모발을 채취할 시 절개를 하지 않으며 미세한 모근 채취기를 통해 필요한 굵기와 종

류의 모근만을 선택적으로 채취한 후 이식하게 되는 의료기법입니다. 머리 뒤쪽의 모발에서 이식할 모낭을 약 1mm 지름의 펀치기로 모낭을 채

취하여 이식하는 수술로 비교적 안전한 수술방법으로 두피의 흉터를 남기지 않고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발이식수술 전 모발이식수술 후

눈썹이식수술 후 눈썹이식수술 후

모발이식수술 전 모발이식수술 후

속눈썹이식 수술 후 속눈썹이식 수술 후

모발이식수술 전 모발이식수술 후

무모증 수술 후 무모증 수술 후

모발이식수술



21 All For Skin News Magazine

수술 전 주의사항

수술 후 주의사항

수술 당일 주의사항

참고사항

·수술 전 의사와의 상담시 본인의 질환, 복용중인 약물이 있거나 알레르기

    가 있으면 미리 상의 합니다.

·모발이식 2주 전 부터는 아스피린, 혈소판 응집억제 등을 복용하시면 안

   되며 미녹시딜 사용을 중지합니다.

·수술 2주 전 이발, 염색 금지

·수술 3일 전부터는 흡연, 음주는 삼가합니다.

·뒷머리와 옆머리는 어느 정도 머리가 길어야 수술부위를 가리는데 용이

    하므로 너무 짧게 이발을 하지 않습니다.

·수술 전날에는 충분한 수면이 좋습니다. 전화주세요.

·수술후 약 3일에서 10일동안 이식된 모발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수술 다음날 병원에 오면 수술부위 치료를 해줍니다.

· 이마, 눈 주위로 부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처방받으신 약을 복

     용하며 이마와 눈 주위에 냉찜질을 합니다.(이식한 부위는 제외)

· 수술 후 4일간 매일 내원하셔서 수술부위치료를 받으시고 5일째 치료와

    샴푸를 합니다.

· 실밥제거 전까지 이식부위가 가려울 경우 긁지 말고 손끝으로 살살 두드

     립니다.

· 수술 5일후 후두부 실밥을 일부 제거하고 10일째 남은 실밥을 제거합니

     다. 실밥제거한 후는 평소와 같이 편하게 샴푸합니다.

·이식부분에 생긴 닦지는 샴푸를 하시면서 제거가 됩니다 일부러 제거하

    지 마세요.

·간혹 수술부위에 모낭염, 홍반, 함몰, 감염등의 반응이 나타나 생착률이 

   낮아지거나 후두부 봉합부위에 흉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차이는 있음)

·이식된 모발은 2주후부터 한달 사이에 70~80% 정도가 빠지게 되고 

    4개월째부터 자라기 시작하여 한달에 1cm씩 자라게 됩니다.

·수술후 경과관찰을 보기위해 2주>한달>두달 간격으로 내원합니다.

·수술 당일 복장은 남방과 넉넉한 모자 준비합니다.

    남방 | 수술당일 상의는 가능하면 앞이 트인(셔츠) 형태의 편안한 복장

    넉넉한모자 | 헐렁한 모자(등산모, 벙거지 종류의 면모자)

   (눈썹이식 수술은 썬글라스를 준비하시면 귀가시 편리)

·수술 전날 저녁과 수술 당일 아침은 머리를 감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바르

    지 않습니다.

·수술 당일 식사는 평상 시 대로 드시고 경구 약 한포 복용합니다.

·평소 복용하던 혈압, 당뇨 약이 있으시다면 수술 당일에도 복용합니다.

   (단, 복용중인 일부 약제가 있다면, 병원에 미리 이야기 해주셔야 됩니다.)

모발이식 수술 후 2주의 시간

수술 후 2주 정도는 머리에 손을 대지 않는게 좋습니다.

자극을 받으면 자리 잡지 못한 모낭이 빠지면서 영구 탈모가 될 수 있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물기 시작하면 새살 돋듯이 간지러운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때도 절대 긁지 마세요.)

모발이식 수술 후 1달의 시간

모발이식 후에 1달 전 후로 이식한 모발의 80% 정도는 빠집니다. 그렇게 

빠지고 난 후 심어놓은 모낭에서 굵고 튼튼한 머리카락이 자라납니다.

이런 시기가 2~3개월 지나야 자리를 잡기 시작하며, 머리카락이 다 자리 잡

기까지는 약 1여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조급해하면, 스트레스로 오히려 나

빠질 수도 있습니다.

모발이식 수술 후 1년의 시간

2~3달의 시간이 흐르고 1여년의 시간이 흘러야 수술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왜 자리를 못 잡는 거지? 왜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지?

왜 아직도 머리 스타일이 어색하지?

그렇게 금방 자리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도, 어색한 

것도 다 자리를 잡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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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before & after가
되는 그 날까지 파이팅!

어릴 때부터의 고민을 조금씩 털어내고 있습니

다. 현재 1년째 치료를 받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탈모가 집안 유전이라서 어릴 때부터 걱정

도 많이 하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적지 않게 받

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일년 전부터, 그러니까 

20대 후반 무렵부터 드디어 걱정했던 일이 시작

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 머리가 많이 

빠진다는 느낌이 들고 솔직히 그때는 그냥 머리

감고 바닥을 보는 당사자인 저만 신경 썼지, 주

변에서 보기엔 티가 전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가 걱정을 해도 다들 그냥 괜찮다고 그냥 넘겼었

어요.

그렇게 한 반년, 일년을 방치했더니 이제는 오히

려 저 자신은 잘못 느꼈는데 주위에서 조금 머리

숱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올포스

킨 피부과 말고도 처음 알아 볼 땐 여기저기 다른 

병원, 클리닉도 많이 가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시설도 한번 둘러보고 저 나름대로는 꽤 많이 돌

아 다녔던 것같아요. 하지만 다른 곳에 비해서 올

포스킨은 상세한 상담도 좋았고, 체계적인 치료

시스템 또한 믿음이 갔습니다.

지금은 1년 째 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요. 이전보

다 머리 감을 때나 평소에 머리가 빠져나가는게 

많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정수리쪽은 가족들

이 먼저 보고 놀라더라구요. 이제는 점점 잃어가

던 자신감도 찾아가고있습니다.

Best Hospital Allforskin

I come to allforskin for treatment of se-

vere (my diagnosis)acne scars that loca 

ted on my face and especially my cheek 

region.

The credentials allforskin boast make 

me more relaxed knowing I was in 

skilled hands.

Allforskin was very informative of all 

options available. For my treatment and 

the benefits of each option.

They also provided a clear understand-

ing of what was to be expected during 

each stage of treatment.

During treatment I was treated with 

kindness, respect and professionalism

by each of the staff.

allforskin has my recommendation.

반신반의하던 나에게 생긴 
변화! 생활이 달라졌어요.

중국 서남쪽 미인의 도시 총징에서 온 탕린환

입니다. 먼저 이렇게 치료후기를 남기게 된 것

은 제게 너무나 기적같은 일이 생겨서 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때 여드름이 많이 생겨서 지금

까지도 고민을 해왔습니다. 중국에서 좋다는 

여러가지 시술이나 방법도 써 봤지만 좋아지

지는 않았습니다. 피부에 대해 자신감이 없다

보니 일상생활도 점점 힘들어져가는 제게 세

계적인 올포스킨의 의술로 미인의 건강한 피

부와 아름다움을 찾게 되었습니다.

특히 모공 때문에 많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친

구의 소개로 올포스킨피부과에 방문해 인피

니레이저와 레가또레이저 치료를 받았습니

다. 치료 받은 후에 얼굴이 전체적으로 밝아지

고 모공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화장을 

안해도 외출하는데 자신이 생겼습니다. 피부

가 좋아진 다음부터는 매일 매일이 너무 즐겁

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중국인들이 올포스킨

의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대해주신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치료후기

김기호

두피/탈모

치료기간 : 1년

미샬

여드름/홍조

탕린환

여드름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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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하지 않고 지방세포 파괴하는

 AF체형프로그램

더마쉐이프 파워쉐이프 리포덤 다빈치 테너 엑시덤 카복시 LDM

01. 비만 해결은 정기적인 운동이 필수

- 규칙적인 운동은 체중감량은 물론 체중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운동없이 식이조절만 하면 요요현상으로 결국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상체비만은 인라인 스케이트, 조깅, 자전거 타기 등 상체를 많이 

움직이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 하체가 비만인 사람은 빨리 걷기, 수영, 

에어로빅 등의 운동이 좋습니다.)

02.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 충분한 수면으로 피로를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수면효과

라고 하는데 보통 밤 11시 이전에 취침하여 7~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날씬해지는 생활습관 & 식습관

것이 좋습니다.

03. 무조건 굶지 않는다.

04. 식사는 반드시 20분 이상 한다.

05. 식사 중이나 직전, 직후에는 물을 마시지 않는다.

- 식사 중이나 직전 직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혈당량이 증가하고 남은 혈

당이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식사하기 30분 전부터 식사 후 1시간

까지 물을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약물치료

전 세계적으로 약물 요법을 통하여 비만치료를 하고 있으며, 새로운 비만치

료제들이 개발되어 극도 비만환자들의 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

한 약물치료는 다른 비만치료로도 적절한 체중감량이 되지 않을 경우에 단

기간 동안 복용 요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엄격한 의학적 검사와 진

찰을 통하여 개개인에게 맞도록 처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만 약물치료의 원칙

·식사요법, 운동요법 및 행동요법과 병행할때 가장 효과가 큽니다.

·약물치료만으로는 비만을 완치할 수 없습니다.

·장기간 약물치료를 할 때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약물치료를 지속할 때는 약물의 안정성과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비만기계장비

(더마쉐이프/파워쉐이프/리포덤/울트라쉐이프/테너/엑시덤/스프링)

빛에너지와 고주파에너지의 시너지 효과, 롤러 그리고 진공흡입기능을 이

용한 장비로 단단한 셀룰라이트 분해, 탄력증대, 주름개선,리프팅 효과와 

더붙어 셀룰라이트 분해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지방분해 주사와 함께 시

술 시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사요법(카복시/빨강주사/HPL)

카복시

·이산화탄소에 의한 팽창

   - 지방층의 셀룰라이트에 물리적인 자극 효과 줄수 있다

   - 피하지방층의 섬유성 유착이 파괴되어 셀룰라이트 감소

·모세혈관 확장에 따른 혈류량 증가

   - 국소 노폐물, 수분의 배출이 증가, 셀룰라이트 감소, 림프액 배출 증가

빨간주사

·기존의 메조테라피에 추가로 LLD와 비타민12등을 혼합하여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셀룰라이트를 점진적으로 없애주는 지방분해 주사방법

·지방분해뿐 아니라 셀룰라이트와 부종제거에도 효과적이며, 시술 후 바

로 운동이나 샤워가능

HPL

·삼투압원리로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게 지방세포를 단시간내에 파괴

시키는 주사요법

·피부바로밑의 지방세포까지 용해-흡수함으로써 늘어난 피부나 처진피

부의 수축을 일으켜 탄력을 증대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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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여자가 이쁘지 않은 것은 게으른 것이다. 

02. 먹어서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많이 먹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것이다. 

03. 진정한 아름다운 여자를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04. 먹고 싶은 음식은 먹어봤자 내가 알고 있는 그 맛일 것이다. 

05. 다이어트란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즈를 축소하는 것이다. 

06. 식사는 반드시 정해진 한 장소헤서만 먹는 것이다. 

07. 탄산음료도 물이고, 커피도  물이다. 음료와 커피를 끊고 물을 마셔라 

08. 체중 감량을 하고난 뒤에는 살이 쪘던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09. 음식으로 인해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기 힘들다. 

10. 아침은 공주처럼, 점심은 시녀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 

11.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질수 있는 방법은 성형이 아닌 다이어트이다. 

12. 내가 마음을 독하게 먹는 순간 반은 성공한 것이다. 

13. 실패는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포기는 일어설수 없을 것이다. 

14. 물을 꾸준하게 주면 이쁜 꽃이 펴서 다른 사람에게도 환영을 받는다. 

15. 음식은 맛이 있을수록 비례하고 칼로리 또한 높아진다. 

16. 여자의 인생은 살이 쪘을 때와 안쪘을 때 두가지로 나뉘어진다. 

17. 스타일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타일을 지배하는 것이다 

18. 패션의 완성은 몸매다. 

19. 음식이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내 몸이 아깝다고 생각해라.

20. 라이벌은 남이 아닌 나 자신이다.

365일 다이어트 중인 당신!!
올포스킨의 체계적인 다이어트 프로그램과 함께 성공을 위한 다이어트 자극글 20!

셀룰라이트(EFP)란?

피부 표면층에 있는 울퉁불퉁하고 옴폭하게 패인 덩어리로 된 피부 결점

셀룰라이트 발생 원인?

Edemato  순환저하로 인한 체액 정체

Fibrosclerotic  진피에 있는 축적물이 경화되는 현상

Panniculitis  지방층의 이상 징후

라이프스타일

 = 다이어트 + 운동 + 식생활 조절

운동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술, 흡연

림프순환 부진

여성은 남성에 비해

 피부조직이 엉성해

 셀룰라이트 생성가능성이 많음

라이프스타일 노화 생리학적 피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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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증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혹은 감정적인 자극에 의해서 체온 조절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에

크린선의 땀분비가 과다하게 밀어나는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다한증이 나타나는 신체부위로

는 손바닥, 발바닥, 겨드랑이, 안면, 두피가있으며 온도의 상승이나 활동량증가에 의한 것보다

는 정신적 자극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분류

분비되는 땀샘

땀샘의 위치

땀의 색깔

냄새의 정도

액취증(암내)

아모크라인 땀샘

진피증 아래에 주로 분포

우유빛깔-엷은 노란색

특유의 역한 냄새

다한증

에크라인 땀샘

진피층 내부, 진피층 바로 아래

무색

비릿한 냄새

아큐스컬프 다한증과 액취증 치료 방법

아큐스컬프를 이용한 액취증 시술은 기존의 어떠한 방법보다도 효과적으로 겨드랑이 냄새 (암내)를 제거할 수 있는 신개념 레이저 치료법입니다. 

모근이 분포한 위치와 비슷하게 아포크라인샘(암내샘)이 존재하므로 시술을 받기 전에는 면도를 2-3일만 하고 병원을 찾습니다. 국소마취제를 시술할 

부위에 주사합니다. 마취 주사통증에 대해 두려움이 있으면 수면마취를 통해 시술합니다. 수술 후에 봉합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인 직경 1mm이하의 주

사바늘을 2-3군데에 뚫어 놓습니다. 이러한 작은 바늘 구멍을 통해 아큐스컬프레이저가 피하에 삽입됩니다. 아큐스컬프 레이저의 끝에서 나오는 불빛

을 통해 시술부위를 직접 확인하면서 골고루 에너지를 전달하여 피부 및 아포크라인샘을 선택적으로 파괴합니다. 한 쪽 겨드랑이를 시술하는 시간은 10

분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다한증&액취증

제모레이저

레이저 빛이 멜라닌 색소에 흡수되어 열에너지로 

변하여 털의 뿌리를 파괴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것

으로 여러 종류의 레이저와 빛이 피부에 손상을 주

지 않고 치료 시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한 번 치료

에 모든 털이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개인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4~8주 간격으

로 5회 정도의 반복 치료가 필요합니다.

액취증(암내) 때문에 고민인 분

민소매 옷을 입으려고 매일 제모하다 지치신 분

화장을 안 받게 하는 얼굴의 솜털을 없애고 싶은 여성

날씬한 각선미를 뽐내고 싶은데 다리에 털이 너무 많은 여성

피부는 하얀 꽃미남인데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해 고민인 남성

야수같이 손등, 가슴 등에 난 털을 없애고자 하는 남성

비키니 라인의 삐죽나온 털 때문에 망신당한 분

귀여운 얼굴인데 구레나룻이 있어 고민인 분

좁은 이마를 시원하게 넓히고 싶은 분

· 제모 후 일주일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사우나나 목욕은 금물이다. 꼭 해야 한다면 샤워로 땀을 씻을 정도만 합니다.

· 통증이 많이 심하면 진통제 드셔도 괜찮습니다. 

· 가렵다고 긁지 말 것. 아주 드물게 4~5일 후 홍반, 가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를 긁으면 피부 염증을 일으켜 색소침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홍반과 과색소침착, 흉터 등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모 후 주의사항Tip



261:1맞춤치료법

기미 치료

얼굴 좌우에 대칭으로 나타나는 암갈색의 색소 침착 질환, 멜라닌색소의 

과다 분비로 인해 피부에 갈색의 색소 침착이 일어나는 피부 현상인 기미

는 주로 20-40대의 여성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올포스킨피부과에서는 이

런 기미로 인해서 환한 자신감을 잃어버리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확실한 

솔루션을 연령별/증상별/색소별로 치료하는 1:1맞춤형 솔루션으로 진료

를 하고 있습니다.

주근깨 치료

주근깨의 확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자외선에 노출되는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 주근깨가 더 많아

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타모반(후천성오타모양반점) / 밀크커피색 반점

오타모반은 얼굴 한쪽에 푸른거나 갈색의 반점입니다. 멜라닌 색소가 진피증에

서 비정상적으로 침착되어 광범위하게 얼굴표면에 나타나는 병변으로, 오타모

반은 서구인보다 동양인에게 더 많이 발생되는데 특히 일본, 한국에서의 발병률 

높은 펀입니다. 양쪽 광대뼈 부분에 주로 나타나 기미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양측 관자놀이, 콧날에도 양측에 생길 수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아닌 경우는 후천성양측성 ‘오타양모반 (ADM) ’이라고 합니다.

다크서클은 왜 짙어지는가!

다크서클이란 눈 밑 아래 피부가 검게 보이는 경우를 통칭합니다. 눈 아래 

눈꺼풀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의 막이 약해지거나, 얇아져서 코 옆 골격선을 

따라서 검은 그림자가 생기거나, 색소침착으로 인해 푸르스름해 보이는 현

상, 눈 주위에 장기간의 습진 반응으로 인한 이차적인 색소침착 현상과 피

부멜라닌 색소증가 눈 밑 피부가 얇고 피하정맥이 발달하여 혈관이 비쳐보

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색소치료 주요 포인트

1:1맞춤치료법

기미 시술 전 기미 시술 후

주근깨 시술 전 주근깨 시술 후

오타모반 시술 전 오타모반 시술 후

다크서클 시술 전 다크서클 시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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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유륜 미백! 매트릭토닝으로 유방을 탄력있게!

유두와 유륜은 다른 부위의 색소 침착과는 다른 치료법이 필요합니다. 올포스킨 유두 미백치료

는 제미니 복합레이저치료와 뉴아꼴레이드, 매트릭토닝, 레이저 토닝, 엑시덤 미백치료 등으로 

원래의 색을 찾아주고, 자가혈을 이용한 줄기세포 치료로 유두부위의 세포재생을 통해 다시 건

강한 핑크빛 유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알사, 지방이식을 이용한 유방확대술과 분획레이저를 

이용한 유방 탄력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색소침착(상처 후 생기는 색소)

색소침착의 종류는 참 다양합니다. 여드름 또는 상처 치료 후 남게 되는 색소, 겨드랑이, 비키

니 등 숨기고 싶은 곳에 남게 되는 색소를 예방하고 자외선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미 생

겨버린 색소침착도 치료가 됩니다.

엑시머 AL8000 / UV광선치료 AB

최신의 super-narrowband(수퍼 협대역)XTRAC의 308nm 파장은 건선치료에 효과적인 파

장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장비로 XTRAC(울트라 엑시머 레이저 Model : AL8000) 는 마이크

로프로세서로 조사되는 에너지의 양을 자동으로 제어합니다. 308nm UVB 단파장을 생성하며 

이 파장은 백반증, 건선에 가장 잘 먹히는 파장이며 라이트가이드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핸드피

스는 정상 피부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특정 병변에 UVB 308nm 파장의 광선을 승폭하여 

피부 깊은 곳에 존재하는 멜라닌 세포까지도 효율적으로 자극시켜 주므로 치료 효과가 높습니

다. 비교적 두꺼운 각질성 건선에 기존 장비보다 더 빠른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잭슨도 반한

 엑시머·UV광선치료

기미의 형태별치료 
솔루션 적용 중요

연령별로 적합한 
솔루션 적용 중요

원인별 병합치료 
적용 중요

치료후 재발방지,
부작용 최소화 후 

관리중요

시술 전

시술 전

시술 후

시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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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복합
레이저
피 부
재생술

M복합레이저 피부재생술이란? 

다양한 치료 장비들의 장점을 이용하여

피부 노화의 첫 선호탄이라 할 수 있는 볼살과 

턱선이 쳐지거나 눈 주위의 주름뿐만 아니라 

주근깨, 기미 , 검버섯 등 

칙칙하고 색조가 고르지 못한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며, 피부재생력이 뛰어나 

여드름 흉터 및 각종 흉터의 개선 효과까지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팽
팽

하
고

빛
나

는
피

부
미

인
의

비
결

피부 깊숙이 순한 열자극을 주는 기존 
장비와 차별화된 전혀 새로운 피부 재생술

입니다. 독특한 ‘물방울 모양’의 고주파 자극
은 지금까지의 프랙셔널 레이저와는 다르게 깊숙
이 열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박피(필링)효과는 물
론, 콜라겐과 엘라스틴 재형성을 도와, 처지고 늘
어지는 피부와 흉터에 좋은 효과를 냅니다. 또 피
부 반응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IFS(lntelligent 
Feedback System , 특허등록)가 적용되어 

열자극이 항상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
므로 안전합니다.

외과적인 절개 수술없이 초음파 
장치만으로 피부 속 타깃 층인 진피

층과 근육층을 직접 확인해가면서 시
술함으로써 진피층의 구성물질인 콜라
겐과 엘라스킨을 재생, 재배합을 유도
하여 피부조직에 탄력이 생기게 하는 

원리입니다.

메디오스타는 940nm, 810nm 두 파
장을 동시에 쏘아 피부 진피의 중층, 하층부

까지 동시에 작용하여 ‘피부 리모델링 효과’
를 극대화한 자연재생 시술입니다. 피부 깊숙히 

정확하게 레이저 에너지를 전달해 젊고 유기적인 
콜라겐 섬유재생을 촉진시킵니다. 또 혈관에도 작용
하여 검고 칙칙한 피부와 혈관이 늘어나 붉어보이는 
홍조 증상도 호전시켜줍니다. 주름, 리프팅, 미백 
효과를 한 번의 시술로 개선할 수 있고, 영구제
모나 안면홍조, 다크서클, 붉은 여드름 자국 

등의 색소병변에도 탁월한 메디오스타를 
만나보세요.

Sublime은 근적외선(IR)과 고주파
(RF) 기능이 결합된 신개념의 주름·리프

팅 시술입니다. 주름지고 처진 피부에 고주파 
자극으로 강력한 타이트닝 효과는 물론,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안전한 적외선 자극을 주므로 콜라겐
과 엘라스킨의 재형성을 촉진해 매끄럽고 탄탄한 얼
굴선으로 만들어줍니다. 
피부접촉 부위에 자체 쿨링 기능이 있어 표피를 보
호합니다. 열을 통해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 섬
유들이 수축하게 됩니다. 3~6개월의 기간동

안 콜라겐 섬유들의 재배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e2TM Matrix

LV라인 Sublime

Ulthera

Medio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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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들을 위한 복합레이저 피부재생술의 특징

1 피부표면의 손상없이 피부 속(진피 혹은 일부 지방층)에 열을 가하여 피부 속의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를 총칭합니다.

2 기존의 장비 중에 치료 장점만을 모아 피부재생에 사용합니다.

3 기미, 주근깨, 잡티, 검버섯, 주름, 탄력, 흉터, 모공, 여드름 등 동시에 복합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4 치료 후 세안 및 화장이 가능할 정도로 시술시간과 회복시간이 짧습니다.

5 매일매일 달라지는 피부를 아무도 모르게 만날 수 있는 M복합레이저 피부 재생술

레이저시술 전 레이저시술 후 레이저시술 전 레이저시술 후 레이저시술 전 레이저시술 후

e2TM매트릭스

L4V복합레이저

메디오스타

써마지

울쎄라

리젠prp

메디룩스I3pI

테너

서브라임

인피니

아큐리프트

파워쉐이프

매트릭셀

다빈치

더블로

스프링

대구시 지정
의료관광 선도피부과 선정 !

한국을 넘어 세계로 뛰는

올포스킨피부과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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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UP ! 

지방은 날씬하게 DOWN !

영화감독 
이사강, 
그녀의 
숨겨진 탄력

모발이식·주름 ·흉터치료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이 시대의 히포크라테스를 만나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 공보이사

대구시 중구 의사회 학술이사

대한피부과의사회 이사, 대경기획이사 

대한모발학회 의무이사/대한탈모치료학회 기획이사

(사)대구의료관광협의회 이사 

우먼라이프 자문위원회 회장

계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검찰의료자문위원

경북의대총동창회 장학이사

의사로서 입문할 때면 누구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 의사라면 

누구나 의료업에 종사하면서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서약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학의 발달로 의료장비가 나날이 발전하면서 의사라

는 직업이 인류봉사라는 의미보다는 돈 잘버는 직업으로 그저 벌이의 

수단처럼 생각되어지고 있다. 특히 피부과 의사라면 더욱 그러한 시각

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으니 씁쓸할 따름이다. 이러한 때 일수록 환

자들에게는 진정한 ‘명의(名醫)’가 필요하지 않을까?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하면서 누가 알아보거나 말거나 자신의 노력으로 새 희망과 삶

을 전한다는 자부심을 느끼는 의사, 환자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며 그

들에 대해 잘 알고, 병원에 찾아왔을 때 충분한 시간과 성실한 자세로 

진료하는 의사, 정상과 성의로 치료하는 의사, 우리는 이러한 의사들을 

‘명의(名醫)’라고 한다. 여기에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진정 

‘명의(名醫)’라는 타이틀이 어울리는 올포스킨 피부과 대구 본원 민

복기 대표원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민 원장은 국내 환자들을 물론, 외국인들까지 찾아와 모발이식, 레이

저, 흉터치료를 받을 정도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모발, 흉터, 

주름 치료분야로 세계 인명사전에 모두 등재된 세계적 권위자로서 환

자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을 담아 진료하며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해 

환자의 마음을 먼저 다스릴 줄 아는 진정한 휴머니스트로서, 첨단 의료

시대의 진정한 명의(名醫)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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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검절약, 사회 기부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의사

사회지도층인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며 미담

을 전하는 민 원장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군 장병 무료 문신 제거술 및 

무료 진료를 해모여 군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고, 전역 후 원활한 사회 복귀

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또, 대구 중구청, 수성구청, 북구청 등에

서 의뢰된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진료와 치료비용이 많이 들 수 있

는 화상 흉터, 수술 흉터, 단순포진 흉터, 여드름 흉터, 튼살, 손톱자국에 의

한 흉터 등을 무상으로 치료 지원해 주고 있다. 2006년 확장 이전을 하면

서 결식아동과 소년 소녀 가장을 돕고, 갈수록 줄어드는 쌀 소비량을 증가

시켜 농가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매년 중구청에 ‘사랑의 쌀’전달을 통하

여 현재까지 20톤이 넘는 사랑의 쌀을 기탁하였으며 이후 많은 의료기관이

나 기업체가 개원할 때 ‘사랑의 쌀’을 받는 운동을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

 올포스킨 피부과를 찾는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고가의 치료 

장비 도입에는 아낌없이 투자를 하며 직원들도, 가족들도 아끼고 근검절약

하는 정신을 가지도록 사소한 것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이면지, 철 지난 달

력 등을 잘라서 메모지로 사용하고, 몽땅 연필 사용, 전기 소등, 자동차 10년 

이상 타기 등으로 절약과 환경을 생각하는 초심을 잃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

 또한 나라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대학의 발전과 우수 인력에 

대한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 혜택을 주고 있으며 모교에 대한 사랑이 

커서 경북대학교 발전기금 1억을 기부하였다. 올해 개교 50주년을 맞이

한 대구과학대학에는 2000만원 상당의 실습기자재를 기증하기도 하였다.

 그가 가진 작은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투철한 봉사정신

을 보이는 민 원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싶은 생각을 늘 가지고 주

어진 위치에서 진실한 마음을 전하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본질적으로 나누는 자입니다. 생명을 나

누고, 건강을 지켜주고, 행복을 나누는 사람. 의사로서의 삶을 시작하면서 

환자를 치료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고 연구에 대한 성과를 동료와 공

유하고, 그것을 세계에 알려 많은 환자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면서 참 행복

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비단 의사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회가 발전할수

록 사회 구성원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의 이런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그 어떤 의료지식보다 값진 의사로서의 자질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전국각지에서 찾아오는 많은 피부과 전문의들의 멘토

가 되어 오픈 마인드로 의료지식 뿐만 아니라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마음가

짐을 가르치는 민 원장은 우리사회의 어려운 이들을 위한 의료봉사와 교육

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는 깨어있는 의사, 진

정한 명의(名醫)라 할 수 있지 않을까.

1  군부대 군장병 무료 문신제거 및

     진료 지원 사업

- 2001년도 부터 현재까지 400명이상 시술

2  경북대학교 발전기금 1억원 약정 기부 및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전달

3  대구시장님과 함께 한 유공표창식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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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어린 진료 통해 환자들 마음도 치유,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현에 앞장서는 올포스킨 피부과

H
i
s
t
o
r
y •올포스킨 세계 3대 인명 사전 모두 등재

• 주름과 모발, 항노화, 여드름 흉터, 모발이식술 분야 탁월한 연구 업적과 교과서 집필

• 새로운 모발이식술, 주름치료법 연구개발 등의 업적으로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미국 인명정보기관 (ABI, American Blographlcal Institute)으로부터 피부과학 분야

    (2006)의 세계적 권위자로 등재

• 모발, 주름, 항노화 분야의 연구업적으로 국제인명센터(IBC,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er, Cambridge)에도 21세기의 우수지식인

     (2000 outstanding intellectuals of the 21st century)으로 등재

• 미국 인명정보기관 인명사전 등재 인물 중에 가장 업적이 뛰어난 인물에게 주어지는 ‘Man 01 the Year-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을 연속 수상

• 마르퀴즈 후스 후 인더월드  2009, 2010, 2014년 판에 등재됨으로써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모두 등재

• 대한피부과의사회 이사 전)교육이사, 대한모발학회 의무이사 전)홍보이사 교육이사, 대한탈모치료학회 총무이사, 털나라피부과네트워크 사무총장, 대경피부과의사회 기획이사 전)학술이사, 경북대

의전원 피부과 외래교수, 전)대경대학 부교수, 경북대병원 모발센터 외래교수,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 이사 전)보험이사, 대구시 중구의사회 학술이사 전)보험이사, 대구시의사회 공보이사 전)학술정책이

사, M+한국일보 편집위원회 고문 전)회장, 우먼라이프 자문위원회 회장, 2014세계모발연구학회 준비위원, 2015년 세계피부미용외과학회 유치 및 준비위원, 사)대구의료관광발전협의회 이사, 전)보툴

리눔연구소 학술이사, 보툴리눔 독소치료학회 이사, 최소침습국제학회 학술위원, PRP세포치료연구회 감사, 색소치료학회 이사, 전국글로벌의료관광협회 대의원, 전)심사평가원 대구경북 비상근심사위

원, 대구경북 미래연구원 보건의료분과 간사, 계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대구시 중구 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협회 부회장, 대구지검 검찰 의료자문위원, 법무부범죄예방자원협의회 위원, 경북의대 61회 고

문(초대회장), 전)대구경북 99인 문화광장 위원, 전)수성문화원 이사, 전)대한피부과학회 대구경북지회 재무이사, 전)제20기계화보병사단 사단의무대 치료반장, 전)제50사단 사단의무대 치료반장, 전)

제50사단 신병교육대 의무실장, 전)2군사령부(현 2작전사령부) 군진의학선임연구관, 전)군진의학 ‘봉소염치료시 입실기간 단축으로 인한 군전투력 손실 최소화’, ‘전투화에 의한 물집 발생 예방’ 

국방부 선임연구관, 미스코리아심사위원, 전)세계베스트모델심사위원, 대한의사협회 홍보위원회 위원

• 2012년 대구시 의료관광 선도병원 지정

올포스킨 피부과 대표 수상 및 저서
• 1997 대한피부과학회 최우수논문상 ‘피부표면온도의 변화와 Diffusion Chamber내의 온도변화에 따른 경표피수분손실 및 피부장벽회복률의 변동’ 등 9회

     (최우수논문상 2회 , 우수논문상 2회 , 공로상 5회)

• 1999 메디메디아 코리아, 서울 ‘흔한 피부질환의 진단과 치료’ 민복기, 서구일, 정상립, 전재복, 김도원, 이석종

• 2000 군의교， 대전 ‘예방 의략 나백주， 민복기 등

• 2000 앤트기획，서울 ‘보톡스시술법과모발이식술’ 민복기，서구일

• 2001 GM, 대전 ‘흔한 피부질환의 진단과 치료 II’ 민복기， 서구일， 정상립， 전재복， 김도원， 이석종， 황지환

• 2001 한국엘러간(주)， 서울 ‘보톡스 시술법과 모낭꾼 이식술’ 민복기 , 서구일

• 2001 메디메디아， 한국스티펠(주)， 서울 ‘탈모승의 치료’ 민복기

• 2002 보툴리눔연구소， 서울 ‘Wrinkles &Folds Treatment’ 민복기， 서구일， 송기훈

• 2002 메디컬 업저버，서울 ‘탈모증의 진단과치료’ 민복기

• 2002 (주)태경네트컴 서울 ‘피부 노화(주름과 탈모)의 임상적 치료’

• 2004 (주)비즈엠디 서울 ‘Hair &Wrinkles Update’ 민복기

• 2005 한미의학 서울 ‘두피 모발의 진단과 치료’ 민복기

• 2006 한미의학 서울 ‘미용피부외과학’ 교과서 공동집필

• 2006 한언출판사 서울 ‘모발완전정복’ 민복기 , 허창훈， 김범준

• 2008 무한 서울‘모난사람이 되자’대한모발학회 공저

• 2009 한미의학서울‘털나라피부과전문의 55인이 쓴 탈모예방과 치료지침서’털나라 피부과 네트워크 공저

• 2011 중구청봉사상 등 공로상

• 2013 의협 협회장상

올포스킨 대표논문 및 강연, 학회 발표
모발이식술, 탈모증의 치료

•눈썹, 속눈썹, 흉터부위의 모발이식술(제 11차 대경피부치료학술대회 2012.6.23 엑스코)

•탈모증 치료의 Tip (TDS Symposium 2013.4.24.노보텔)

•모발이식, 눈썹, 속눈썹, 무모증강의 (MD faculty 2012.9.30)

•모발관리법과 최신 치료법 (Hair Symposium 2012.9.22.현대호텔)

•Hair Update 2012 (제9회 부울경피부치료 심포지엄 2012.9.9.부산롯데호텔)

•모발이식술, 모발관리 (대한탈모치료학회 2012.7.22.백범기념관)

•남성형 탈모증의 치료 (TDS Symposium 2012.7.8.무주티롤)

•Low level laser Tx vs electrostratic (대한모발학회 2012.6.6.백범기념관)

•Physician / Patient Hair Loss Consultation Skills (Advanced Symposium 2011.8.7 현대호텔)

•1. Hairline creation by Follicular Unit Hair Transplantation

•2. Eyebrow & Eyelash Hair Transplantation (제 22회 세계피부과학회 2011.5.27.코엑스)

•INCISOIN METHOD FOR REDUCING SCAR OF THE DONOR SITE IN HAIR TRANSPLATATION (제22회 세계피부과학회 강의 2011.5.27.코엑스)

• Eyelash Hair Transplantation using chalazion forceps (제22회 세계피부과학회 2011.5.24.코엑스)

•The effectiveness of an Infrared crystal lamp for the treatment of seborrheic dermatitis & alopecia areata (제22회 세계피부과학회 강의 2011.5.27.코엑스)

•외래 진료시 탈모증 환자에게 꼭 필요한 설명과 탈모 진료 보조를 위한 직원 교육법 (제13회 대한피부과의사회 추계 심포지엄 2010.11.14.그랜드힐튼호텔)

• Eyelash Hair Transplantation (세계모발연구학회 2010.6.18 케언즈컨벤션센터)

•Medical and Surgical eyelash treatment - case review - (Latisse Symposium 2010.5.31.노보텔)

•모발이식의 임상적용 특강 및 패널 (대한미용피부외과심포지엄 2009.12.6.중앙대병원)

•모발이식술 특강 및 진행 (부울경피부미용치료심포지엄 2009.9.13.부산롯데호텔)

•눈썹, 속눈썹, 흉터부위 모발이식 특강 및 좌장 (제1회 최소침습국제성형외과학회 2009.9.5.코엑스)

•자기장을 이용한 탈모 치료 기기 (제6회 대한모발학회 학술대회 특강 2009.5.4.힐튼호텔)

•모발이식술, 탈모증의 진단과 치료 (털나라네트워크 심포지엄 2009.2.22.밀레니엄힐튼)

•Save the Hair : Diagnosis and Discussing MPHL with Your Patients (Motion Symposium 2008.11.12.노보텔)

•모발관리 (부울경피부미용치료 심포지엄 특강 2008.9.14.부산롯데호텔)

•모발관리와 메조테라피 (제5회 대한모발학회 학술대회 특강 2008.5.25 힐튼호텔)

•모발관리 및 탈모증 치료 (대한피부과의사회 심포지엄 특강 2008.3.23.그랜드힐튼호텔)

•모발이식술의 TIP (제4회 대한모발학회학술대회 특강 2007.5.27.힐튼호텔)

•모발이식술의 최신지견 (대한피부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특강 2007.3.18)

•각종 탈모의 비수술적 접근 (대한피부과협회 추계학술대회 특강 2006.11.5.소공동롯데)

•모발이식술 후 모발관리법 (대한피부과현회 춘계학술대회 특강 2006.3.26.소공동롯데)

•탈모증의 치료 (대한피부과협회 춘계학술대회 치료심포지엄 특강 2006.3.26 소공동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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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남성형, 여성형 탈모증의 치료 (대백문화강좌 2005.11.16 대구백화점)

•눈썹, 속눈썹 이식술 (경북의대모발센터 특강 2005.11.5 경북의대)

•칼라지온 포셉을 이용한 속눈썹 이식술(Dr. Min’s method) (부울경피부치료심포지엄 2005.9.25 부산롯데)

•탈모상담과 모발이식술 후 관리법 (피부미용치료심포지엄 2003.11 중앙대병원)

•모낭군이식술 (대한피부과 개원의협의회 춘계학회 특강 2003.3 힐튼호텔)

•탈모증의 이해와 진단 (Regrowth hair Symposium 특강 2003.3 힐튼호텔)

•탈모증의 치료와 모발이식술 (제1차 대한미용외과학회 특강 2001.10 힐튼호텔)

•Characterization of Dermal Papilla Cells from Hair Follicles from Balding(Androgenetic alopecia) Scalp (KMJ 1997;38:9-31)등 25편

•남성형 탈모증 환자에서 시행한 모속이식술 52예에 대한 치료분석 (대한피부과학회지 1997;32;893-901)

•Bundle hair grafts (국제모발외과학회 1996.6)

•단일모발이식술(Single hair transplantation)의 임상적응용 (제48차 대한피부과학회춘계학술대회 1996.10 쉐라톤 워커힐)

•Gene Expression Profiling in Cultures Dermal Papilla Cells According to Serial Passages Supervised by professor Jung Chul Kim 박사학위

주름, 리프팅, 타이트닝, 비만, 체형치료

•항노화치료의 최신지견 (제2회 개원의를 위한 연수교육 2013.6.2 칠곡경북대학교병원)

•e2를 이용한 서브라임의 임상적 주름 리프팅치료 (제15회 피부과의사회 추계심포지엄 2012.11.4 그랜드힐튼호텔)

•피부과 항노화 주름치료의 최근동향 (한국병원약사회 춘계학회특강 2012.6.8 경북대학교병원)

•Automeso(Microneedle therapy system)와 Botulax(Botulinum thxin type A)를 이용한 탈모 치료와 Facial rejuvenation (제14회 대한피부과의사회 추계심포지엄 2011.11.6 그랜드힐튼호텔)

•고주파를 이용한 다양한 피부과적 접근 INFINI : SFR&MFR combination을 통한 3D Fractional RF 확장적 임상응용 (8차 부울경 심포지엄 2011.9.23 부산롯데호텔)

•울쎄라를 이용한 Skin rejuvenation (제9차 대경피부미용치료학술대회 2011.6.19 호텔인터불고)

•Radiofrequency for skin rejuvenation and body contouring : korean experience (제 22회 세계피부과학회 2011.5.27 코엑스)

•부울경 피부미용치료 심포지엄 발표 미인 만들기 (2010.9.5 부산롯데)

•피부과 외래에서의 항노화 치료 (2006 대구시의사회 종합학술대회 2006.9.3 호텔인터불고)

•주름치료워크샵 (신치료위원회 워크샵 2005.11.12 서울힐튼호텔)

•릴렉스 F를 이용한 주름치료 워크샵 (2005.9.3 그랜드힐튼호텔)

•피부노화(주름과 탈모)의 임상적 치료 (대한노화방지의학연구학회 특강 2002)

여드름, 모공 & 흉터

•레가또를 이용한 다양한 임상적용 발표 (제10회 대경피부미용치료 학술대회 2012.6.16 호텔인터불고)

•INFINI : 3D Fractional RF 확장적 임상응용 (제13회 대한피부레이저학회 2011.7.17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FRACTIONAL LASER TREATMENT FOR BURN SCAR IN KOREANS (제22회 세계피부과학회 2011.5.26 코엑스)

•NON-ABLATIVE FRACTIONAL LASER TREATMENT FOR SURGICAL IN KOREANS (제22회 세계피부과학회 2011.5.27 코엑스)

•Fractional laser treatment for acne scars in asians (제22회 세계피부과학회 2011.5.25 코엑스)

•Fractional laser treatment for strise distensae in asians (제22회 세계피부과학회 2011.5.25 코엑스)

•INFINI : SFR&MFR combination을 통한 3D Fractional RF 확장적 임상응용 (제9차 대경피부미용치료학술대회 2011.6.19 호텔인터불고)

•흉터치료진행 (제8차 대경피부미용치료학술대회 2010.5.16 호텔인터불고)

•PDT를 이용한 여드름 치료 (대한미용피부외과 심포지엄 2009.12.6 중앙대병원)

•분획레이저를 이용한 흉터 치료 (제66차 대한성형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청주라마다 2009.5.9)

•분획레이저를 이용한 주름, 모공, 흉터 치료의 최신지견 (대구시의사회종합학술대회 2008.9.7 인터불고호텔)

•레이저를 이용한 흉처, 주름 치료 (대한코스메틱 피부과학술대회 2008.6.8 중앙대병원)

•써모셀을 이용한 흉터치료의 최신지견 (대한피부과 의사회 춘계학술대회 2007.3.18 그랜드힐튼호텔)

색소

•2012년 추계학술대회 Q-plus-C를 이용한 다양한 색소 병변의 치료 (2012.11.4 그랜드힐튼)

•INFINI : SFR&MFR combination을 통한 3D Fractional RF 확장적 임상응용 발표 (2012.3.25 그랜드힐튼)

•2012년 춘계학술대회 Q-Switched RUBY Laser를 이용한 다양한 색소 병변의 치료 (2012.3.25 그랜드힐튼)

보톡스 & 필러, 주사

•필러를 이용한 Mid face 교정술, 특강 및 워크샵 (필러 Live 워크샵 2013.3.6 노보텔)

•KNUH 경북대병원 필러워크샵 특강 (KNUH 필러워크샵 2013.1.24 경북대병원)

•자가혈 필러를 이용한 안면조각술 (제넥셀 ALSA워크샵 2010.1.17 가톨릭대학 성모병원)

•항노화 치료, 보톡스필러, 레이저 치료 (대한노인의학회 학술대회 특강 2008.9.21 노보텔)

•필러의 최신 치료 지견 (부울경피부미용치료 워크샵 좌장 2008.9.14 부산롯데호텔)

•필러를 이용한 주름 및 코, 입술성형 (KD포럼 2005.11.23 경북대학교병원)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의 다양한 임상적 적용 (대구시의사회 종합학술대회 2005.9.4 호텔인터불고)

•필러를 이용한 코, 입술성형과 주름치료 워크샵 (주름치료심포지엄 2005.7.27 대구그랜드호텔)

•필러의 다양한 임상적 적용 (대한피부과협회 교육위원회 심포지엄 2004.10 힐튼호텔)

•코성형 (부울경 피부과 심포지엄 2004.9 부산롯데호텔)

•주사를 이용한 코, 입술성형 (대한피부과협회 신치료 개발위원회 심포지엄 2004.6.19 힐튼호텔)

그 외

•한국 미인의 기준 (대한피부과학회 대경지부학회 특강 2012.11.8 제이스호텔)

•피부과 치료의 최신 지견 (대구시의사회 춘계연수회 특강 2012.6.9 경북대학교병원)

•프락셔널레이저 : 침습적 또는 비침습적 치료 선택과 Coverage 및 fluence, beam size 조절 (제14회 대한피부과의사회 추계심포지엄 2011.11.6 그랜드힐튼호텔)

•정해진 예산으로 최고의 장비 구현하기 (제14회 대한피부과의사회 추계심포지엄 2011.11.6 그랜드힐튼호텔)

•제 22회 세계피부과학회 (2011.5.24~29 서울코엑스)좌장 1개, 발표 9개

•Complications of dermatologic surgery and their management Laser surgery, hair transplantation (대한피부과학회 춘계학술대회 2011.4.21 대전컨벤션센터)

•미인의 역사와 미인 만들기 (제 52회 한남피부과학술대회 2011.2.19 부산해운대 그랜드호텔)

•미인의 역사 (2009 대구광역시의사회 종합학술대회 2009.9.6 대구엑스코인터불고호텔)

•교정피부과학 심화학습 진행 (제7회 대경피부미용치료학술대회 2009.5.17 인터불고호텔)

•피부과 사용 약물 제대로 알자 ((제11회 대한피부과의사회 추계심포지엄 좌장 2008.9.14 그랜드힐튼호텔)

•피부레이저 치료의 최근동향 (2007 대구시의사회 종합학술대회 특강 2007.9.2 호텔인터불고)

•블루토닝을 이용한 다양한 임상 (대한피부과의사회 춘계학회 2014.3.30 그랜드힐튼호텔)

•LDM을 이용한 여드름홍반, 리프팅치료 (대경피부치료학술대회 2014.6.15 인터불고호텔)

•미인의 역사 (대한비뇨기과지부학회 2014.2.21 노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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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포스킨
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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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포스킨
이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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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ing for Your Hidden Beauty?

AII For Skin Dermatological Clinic

When you step into AII for Skin Dermatological Clinic, you must be fascinated by its decent interior design. The first thing 
you’ d notice must be beautiful chandelier lighting up 200 square meters of the clinic. This is the point where one takes a 
close look at how sensitive the director of this clinic, Dr. Min, Pok-Kee M.D.,Ph.D. is Further, when one sees the pink toned 
waiting room, the first reaction of he or she must be “ It’ s so pretty.”People would take a picture of the inside of the clinic, 
which is gorgeous and comfy.

The most important thing when you consider “Which clinic should I choose?” is related to this question: “Can I be satis-
lied with this clinic?” This question is directly related to the trust in the clinic. Dr. Min, Pok-Kee M.D.,Ph.D. stands there to 
increase the level of trust to its maxim 니 m. His name has been registered as an international authority in dermatological 
science at 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 (ABI) based on his successlul works on research , especially about new hair trans-
planting treatment, anti-aging treatment, wrinkles treatment and other related Ilelds. Moreover ABI awarded him for “ Man 
of the Year 2006, 2007, 2008, 2009 and 2010”consecutively. His name has also been registered at International Biographi-
cal Centre (IBC) of Cambridge and Marquis Who’ s who.

Why do people come to AII for Skin? That is not must because of its decent interior design. The reasons for people come and 
get treatment at AII for Skin Dermatological Clinic is that the cllnic has received a fine reputation for its advanced skills in 
hair and skin treatment and scar removal treatment. Moreover, treatments are operated by the director Dr. Min. There are a 
number of medical facilities: 65kinds of Lasers & Tx Devices - Mediostar, Ultera, E2, Matrixell, Gemini Laser, Starlux 1540, 
ThermoXel, Coscan, CoLaGen, Relirm ST, Tenor, Laser Toning, StarLux IPL, MediLux IPL, Lovely IPL, Acthyderm, Genesis, Ther-
mage, Cosjet, LD, He-Ne, C02, Cosmolight, Oxyjet. The number 01 medical facilities can widen the options of patients. And 
also because of this, doctor can select appropriate treatment plan for each patient. AII these treatments are operated by
specialized team adding more trust to its services.

Hair transplantation Center
Wrinkles/Anti-Aging Clinic, Laser/IPL/RF Clinic, 
Acne & Its Residual Clinic, Obesity Clinic, Scar 
revision center
Tel. +82-53-425-7582
E-mail. 4257582@naver.com
www.aIl4skin.com

Weekdays : 10pm~8pm(Fri:~9pm)
Sat : 10am~5am
Holiday : 10am~1pm
Lunchtime : 1:30pm~2:3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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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로

콜라젠

엑시머

모자이크

이온자임

아큐스컬프

MACURAY쿨링기

메디오스타

써모셀

레이저토닝

시오스캔

소노마스타

Lux1540

스타룩스1540TX-II

서브라임

스타룩스IPL

파워쉐이프

뉴아코레이드레이저

다이아몬드필링기2대

리젠IPL/마이셀스

크라이오건

Light4V

인트라셀

LDM

러블리IPL

크라이오젠

테너

Q-plusC

슈퍼프락셀

퀸토닝

다빈치

엑시덤

비만측정기

e2TM매트릭스

레가토

다빈치

제미니복합레이저

ECO II

써마지

리포덤 인비오500

힐라이트헬륨2대원코스젯SRALSA PRP오아제스칼렛

헤어셀 II헤어셀 I두피진단기파노스FSLFUE(모발이식)

울쎄라

인피니

솔라리

스프링

제네시스

리펌ST

더마쉐이프

UV광선치료기2대

엑셀V

보유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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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라이온즈 No.36

이승엽 선수 메모리얼룸
올포스킨 피부과 내에 오픈한 이승엽 선수 메모리얼룸은

누구나 방문해서 구경하고 기념촬영도 할 수 있습니다.

석재현 사진전

Breath-Face of INDIA
2014.1.7. FRI ~ 2014.3.31. MON

김중식 작품전

이중주의 하모니
2013.11.1. FRI ~ 2013.12.31.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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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 yu-mi Exhibition

전시기간 | 2014.5.9. FRI ~ 2014.7.14. MON

관람시간 | 평일 10:00~19:30,  토요일 10:00~16:00,  일요일·공휴일 휴관 

전시장소 | 올포스킨피부과 원내 올포스킨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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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유 미 Kwon, yu-mi

계명대학교 서양화과 및 동교육대학원 졸업
초대 개인초대전 17회

2014    올포스킨갤러리 초대전 (대구)
2014    수성아트피아 초대전 (대구)
2013    두 갤러리 초대전 (대구)
             아트팩토리 초대전 (파주, 헤이리)
2012    이상숙갤러리 초대전 (대구)
             갤러리 수 초대전 (서울,분당)
2011    소나무갤러리 초대전 (대구)
2010    북구 문화예술회관 초대전 (대구)
2009    세종갤러리 초대전 (대구)
             갤러리 자하 베이징 초대전 (중국, 북경)
2008    갤러리 전 초대전 (대구)
             조선화랑 초대전 (서울)
2007    메트로 갤러리 초대전 (대구)
2006    미르갤러리 초대전 (대구)
2005    석 갤러리 (대구)
2001    대백프라자 갤러리 (대구)
1999    대백프로라 갤러리 (대구)

주요단체초대전

서울오픈아트페어 2회참가 (코엑스 서울)
화랑미술제 4회 참가 (예술의전당 서울 벡스코 부산)
아트 대구 3회 참가 (엑스코 대구) 
호텔아트페어 3회참가 (노보텔 대구)
대구 아트페어 4회 참가 (엑스코 대구)
헤이리 아트로드 77  2회참가  (아트펙토리 헤이리)
봉산미술제 3회 참가 
상하이 아트페어
그 외 단체 초대전 200여회

現 한국미협 한유미술협회회원 대구시미술대전초대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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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妙音
안남숙
2014.7.17. THU

 ~ 2014.9.22.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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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妙音 안남숙

개인전 16회 
공모전수상 22회
국내외단체전 300여회 

한국성 그 발현전 (LA )
오늘의 한국 현대미술의 단면전 (뉴욕 )
파리 살롱 가람초대 기획전 (파리 )
한국 현대미술 쌍파울로 초대전 (브라질 )
21세기 한 . 일 대희년 특별전 (로마 )
한국교육미술협회 풍경전 (스페이스제로, 동경 )
중국 상해 특별초대전(상해)
한미 여류작가 감성의 교감전(포틀랜드)
동.서양 미술교류전(뉴욕)
대한민국 현대작가 초대전(뉴저지)

한국미술협회, 한국화 여성작가회 , 전업작가회 이사, 
신조형미술대전 초대작가,한국교육미술협회 국제이사, 
동구미술협회의회 부회장등.

작품소장처 | 청와대,국회의사당,미국한인회,동티모르 
대통령,괌주지사 관사,대구광역시,동구청,경북대학교 
대구 동구문화체육회관 공연장 무대막,KSGI본부동,진
천연수센터,제주한일연수센터,국제라이온스356-A지
구,아시아복지재단등

명품아트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20길 101 
                  TEL: 053-753-8999
안남숙미술연구소 & 갤러리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20길 102
                  H.P : 010 - 3261 - 2293
E - mail | ahn2293@hanmail.net
홈페이지 | http://www.artistahn.net
네이버카페 | http://cafe.naver.com/ahn2293

All for Skin New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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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주름/레이저/비만/여드름/흉터

세상을 아름답게 치유하는 일, 올포스킨 피부과의 소망입니다.

| 2012·2013·2014년 대구시 선정 선도 의료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1가 8-1번지 동원빌딩 4층 박근혜대통령 생가터

구)동인호텔 맞은편,피제리아,헤럴드 어학원, 김&송 성형외과 건물4층

TEL. 053-425-7582 / 053-425-7582 / FAX. 053-425-7581

kakao ID : all4vip

www.all4skin.co.kr

평       일 | 오전10시~오후8시

토 요 일 | 오전10시~오후5시

공 휴 일 | 오전10시~오후1시

점심시간 | 오후1시30분~오후2시30분

야간진료 |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진료시간

모발이식/주름/레이저/비만/여드름/흉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