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1:1맞춤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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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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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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