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정보는 한국어로 제공되지만 추가 문의는 영어로 부탁 드립니다***
탈모 및 모발이식에 관하여
1) 탈모는 왜 발생하는가?

탈모는 두피의 앞부분과 중앙에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두피의 앞부분과 중앙부의
머리카락은 호르몬에 민감합니다. 탈모가 발생하면 앞부분과 중앙부의 모발이 점차 가늘어지고
특정 패턴을 띄며 빠집니다. 옆면, 뒷면의 모발은 유전적으로 더 건강해서 탈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튼튼한 모근 (모낭)을 탈모가 발생한 부위에 이식해 드립니다.
2) 탈모에 도움이 되는 약품은?

모근이 살아있다면 미노시딜 또는 피나스테라이드 등의 약물을 복용해 모발의 굵기를 회복하고
탈모 진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근이 죽은 부위에는 어떤 약물을 복용해도 새 모발이
자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부위에 모발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발이식뿐 입니다.

3) 모발이식 과정은?

저희가 제공하는 모낭 이식술은 귀하의 외모를 변신시켜 드립니다. 이식된 모발은 자연스러운
외모를 연출하고, 특별한 사후 관리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호르몬의 영향으로 얇아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후관리 없이 머리를 자르고, 염색하고 스타일링 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 없이
머리를 빗고, 머리를 감고, 헤어 오일을 바르거나 정기적으로 면도를 하셔도 됩니다. 이식된
모발은 특별한 약품 없이도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습니다.
모발이식은 일반적으로 당일 시술 가능하며, 부분 마취 후 시술을 진행합니다. 입원을 하거나
붕대를 감아야 하는 불편함도 없습니다. 매우 안락한 야외 환경에서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시술 소요 시간:

시술 시간은 이식하는 모발의 양에 따라 2 시간에서 8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식술은 매우
안락한 야외에서 시술되며, 시술 후 2-3 일 정도는 아마다바드 시에 머무시기를 권장합니다.
5) 일상 업무나 비행, 장거리 여행이 가능할 때까지 회복기간은?
일반적으로 스트립 시술 또는 FUE 시술 후 하루의 회복기간을 거치면 일상 업무가 가능합니다.
격렬한 운동이나 수영, 성관계는 FUE 시술 후 5-7 일, 스트립 시술 후 3-4 일 동안은 피하셔야
합니다. 장거리 비행은 시술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
6) 시술 후 시술한 흔적이 언제 사라지나요?

마른 혈액이 수술 부위에서 떨어질 때까지는 약 7-10 일 정도 소요됩니다. 스트립 시술 후 봉합
자국은 이식한 모발의 길이가 1 1/2 인치 이상일 경우 가릴 수 있습니다. 피부 톤이 밝으실 경우
이식 부위의 붉은 자국이 3-6 주 정도 지속되며, 이 기간에는 직광을 피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모자를 착용하실 경우 시술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7) 새로운 FUE 시술과 기존 스트립 시술 중 어느 시술법이 더 좋나요?

모발 이식에는 2 가지 시술 방법이 있으며 저희가 관찰한 바 FUE 시술은 스트립 시술에 비해
더욱 뛰어난 시술법이며, 미래의 시술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FUE 또는 DHI (봉합이 필요 없는 첨단 시술법) (첨단 현대 의술을 활용하는 이 시술법은 머리
뒤쪽에 일직선 흉터를 남기지 않으며, 더 빠른 회복 속도를 자랑하고, 시술 후 통증이 없습니다.
최종 결과도 더 뛰어납니다). 저희는 깊이 제어가 가능한 0.75mm 에서 1mm 마이크 펀치를
사용하고 모발 추출시 로렌조 추출법을 활용합니다. 이 기법을 활용해 모발이 건강하다면 수염,
가슴 또는 등 등 다른 신체부위의 모발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GU3d0je6yZU&feature=related

2. 기존 FUHT 또는 스트립 시술법은 과거에 사용하던 시술 법입니다. 이 시술법은 머리의 후면을
절개하는 시술 법으로 봉합이 필요하며, 약 6 인치 – 1 피트 길이의 일직선 흉터가 남게 됩니다.
흉터 때문에 짧은 헤어스타일에는 부적합하며 계속 긴 머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큰 절개부
때문에 더 긴 회복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시술 시 출혈량도 더 많습니다. 시술 받는 환자의
10%는 시술 후 수개월 또는 영구적으로 흉터 부위의 통증, 두피 당김, 두피 마비 증상을
겪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흉터가 더 두꺼워지며 긴 머리로도 감추기 힘들어 집니다.
두피의 여유가 없을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 시술법을 사용할 경우 흰

머리나 갈색 머리를 구분하기 힘듭니다. 두피를 절개 후 봉합하기 때문에 약 한달 간 운동, 수용,
스포츠, 성생활을 피하셔야 합니다. 흉터가 남기 때문에 머리 이외 다른 부위의 모발을
추출하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고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mYnzZ2y0GH4&feature=related

저희는 FUE 시술법이 더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FUT 시술법(스트립 시술법)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합을 필요로 하지 않는 FUE 시술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모근 추출법과 식피술에 있으며, 탈모 부위(시술 부위)의 최종
결과는 동일합니다. 저희는 FUE 시술법이 더 높은 비용을 제외하면 FUT 시술법(스트립
시술법)보다 더욱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8) 시술, 회복 및 관리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나요?
Some swelling and scabs for first few days after the procedure is usual. You may avoid
tobacco during recovery period as it reduces the blood supply to skin and can affect your
hair growth. There are no dietary restrictions. Hair wash by spray (given by the clinic) is
necessary from next day for 10 days. Scabs start shedding after a week and The
Transplanted hairs shed with this as well but the stem cells of the grafts are taken within a
week, which generate new hairs that start growing usually by 3-6 months. The hair
becomes combable length by 8-12 months and the full-blown result should be expected
by about one to one and a half year. The transplanted hairs in the crown area takes about
one and a half times longer to grow compared to that in the front.
일반적으로 시술 후 며칠 동안 두피가 붓고 딱지가 생깁니다. 흡연을 하실 경우 두피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감소하고 모발 성장을 저해함으로 회복기간 동안 금연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음식 및
음료 섭취에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시술 후 1 일부터 10 일까지는 (클리닉에서 제공하는)
스프레이를 사용해 머리를 감으셔야 합니다. 약 일주일 후 딱지가 떨어지기 시작하며 이 때
이식된 모발도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식된 모낭의 줄기 세포가 일주일 이내 자리를
잡으며, 약 3-6 개월 후 새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시술 후 약 8-12 개월이 지나면
머리를 빗을 수 있는 길이에 도달하며 약 1 년에서 1 년 반이 지나면 볼륨감 있는 최종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피의 정중앙에 이식된 모발은 앞부분보다 1 배-1.5 배 정도 긴 성장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9) 비용:

총 시술 비용은 귀하가 이식하시기 희망하는 모근 (모낭)의 개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트립 시술
(FUT)의 경우 1 개 당 Rs..35 의 비용이 소요되고, FUE 시술법(무절개 시술법)의 경우 1 개 당
Rs..75 가 소요됩니다. 1 개의 모낭에서는 약 1-4 가닥의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탈모 형태에 따라 필요한 이식 량 및 비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비용은 시술의, 보조, 수술실 사용료, 마취, 및 일회용 용품을 포함한 총 비용을 나타냅니다.
위 비용에 정부 세금 10.3%가 추가됩니다. 혈액 검사와 시술 후 관리 킷은 Rs.. 2500 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현금 신용카드 (카드수수료 2.5% 발생 & 사진이 있는 신분증 필수)
웨스턴 유니언 (추가 수수료 3% 발생)
은행간 송금
페이팔 (추가 수수료 4.5% 발생)
스트립 시술법으로 시술 시 모낭 추출 부위의 ‘무흉터 봉합’은 Rs..10000 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선택 사항입니다. ‘무흉터 봉합’은 일반 수술 과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http://www.goodbyehairloss.com/trichophytic- closure.htm) 모낭 추출 부위에 ‘무흉터
봉합’을 적용할 경우 모발이 흉터를 뚫고 자랄 수 있음.
(http://www.goodbyehairloss.com/trichophytic- closure.htm). 일반 봉합법을 적용할 경우
머리카락이 봉합 자국을 뚫고 자라지 못함. 그렇기 때문에 모발이 짧을 경우 일반 봉합법에 비해
흉터를 가리는데 효과적입니다.

10) 결과 & 보장사항?

새로운 모근을 이식할 경우 다시 신체에 자리 잡는데 약 10 일의 시간이 소요되며, 그 이후
딱지와 함께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약 3-6 개월 이후 새로운 모발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약
1 년에서 1 년 반이 지나면 볼륨감 있는 최종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환자든 이식된
모근의 약 85-95%에서 새 모발이 자라게 됩니다. 병의원의 경우 서술된 보증서를 제공할 수
없으나 최상의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발 이식은 모발의 밀도를 향상시키거나 탈모가
진행된 부분을 가려 외모에 변화를 주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모발의 밀도가
탈모 전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모발 밀도를 만들어 주거나 영화배우로 탈바꿈
해드릴 수는 없지만 자신감을 회복한 일반적인 모습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흡연은 이식된
모발의 성장에 악영향을 주므로 모발 이식 전 며칠, 이식 후 수개월 동안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결과는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식된 모발의 양 2. 모발의 두깨(직경),
두꺼울수록 좋은 결과가 나타남 3. 모발의 이식 방향과 분포 (이 부분은 시술의 미적인 부분으로
결과물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를 결정합니다) 4. 피부색과 모발색의 대비(대비가 낮을수록 더욱
뛰어난 효과가 나타납니다)
11) 삭발 여부?
삭발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합니다 1. 자연스러운 모발 연출을 위한 이식 각도와 방향 확보 2.
기존 모발을 손상시키지 않고 모발 사이에 새로운 모발을 이식하기 위해서 3. 짧은 머리를
유지하는 것이 시술 후 위생 상 유리합니다. 4. 이식하는 모발 수가 1,000 개 이상인 FUE 시술의
경우 이식 부위 전체 삭발이 필요합니다.

13) 시술 후 의약품 복용 여부와 기간?

Transplanted hairs do not need any medications for maintenance. But the process of DHT
causing your non transplanted hairs to fallout can be slowed or stopped with the use of
medication like Finasteride & Minoxidil.
이식된 모발을 유지하는 위해 의약품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DHT 과정으로 인해
이식하지 않은 모발이 빠지는 경우 피나스테라이드나 미노시딜 등의 의약품을 통해 과정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http://www.goodbyehairloss.com/photo_gallery.htm	
  

14) 결과물 사진

15) 고객 증언

http://www.goodbyehairloss.com/testimonials.htm

16) 이식 예약을 하려면?
Deposit the amount of Rs. 20000 to the account of BISHAN MAHADEVIA ICICI Bank savings
account No. 029501515482, ICICI bank SG Road Branch, Ahmedabad, Gujarat, India
예약을 희망하시면 금액 Rs.20,000 를 다음 계좌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BISHAN MAHADEVIA ICICI Bank, savings account No. 029501515482, ICICI Bank SG Road
Branch, Ahmedabad, Gujarat, India

cash, cheque by going to nearest ICICI bank or by Internet Transfer (Postal address: ICICI
Bank Sarthik II, Ground Floor, S.G.Road, Bodakdev, Ahmedabad 380054 )
현금 및 수표는 가까운 ICICI 은행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하실 경우 다음
정보를 사용하십시오. (주소: ICICI Bank Sarthik II, Ground Floor, S.G.Road, Bodakdev,
Ahmedabad 380054 )

IFSC (Indian Financial System Code)code: ICIC0000295
IFSC(인도금융시스템코드) 코드: ICIC0000295
MICR (Magnetic Ink Character Recognition) Code: 380229009
MICR(자기 잉크 문자 인식) 코드: 380229009
For international wire transfer through your bank you can do as given on this link:
Swift / BIC Code for ICICI Bank for retail remittances is: ICICINBBNRI.
해외 은행에서 송금할 경우 다음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
ICICI 은행의 Swift/BIC 코드는 ICICINBBNRI 입니다

계좌 이체에 관한 추가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www.icicibank.com/pfsuser/icicibank/ibanknri/nrinewversion/money_transfer/money_transfer_others/wire_transfer.htm

참조. 본 병원에서는 선납금이 수납되기 전에 시술 예약을 확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먼 거리에서
오시는 만큼 미리 예약 확정을 받고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선납금을 입금하신 환자가 있을 경우
선납금을 입금하신 환자분께 우선권을 드립니다. 내방 일에 중복으로 예약이 잡힌 경우 당일
시술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약 접수 시 희망하시는 시술 법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FUT 또는 FUE)
희망하시는 시술일 약 한달 전에 예약을 확정하시길 권장합니다.

17) 시술 전 안내 사항:

http://www.goodbyehairloss.com/before-‐

transplant.htm	
  

18) 탈모 방지 의약품에 관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www.goodbyehairloss.com/minoxidil-‐and-‐finastride.htm
19) 시술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만 가능하며, 금요일에는 상담만 가능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