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Tech
Maintenance

탈모부터 몸의 노화, 스트레스 체크까지!

첨단 기술이 고민을 해소해줍니다
의료 기술의 진보로 제대로 된 검사와 치료법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시간을 조금만 투자해
제대로 된 관리를 받는다면 한층 만족스러운 라이프스타일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방을 위한 짧은 휴가,
KOMEF 힐링

머리숱이
예전 같지 않네
요.

매일 피곤하네
요.

Case 01

건강검진 하면 왠지 딱딱한 느낌이 강합니다. 하루 종일
병원을 돌아다니며 검사를 받는 것도 조금 부답스럽고요.
하지만 마치 휴가를 즐기듯 편안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호텔과 연계해 진행하는 숙박 검진은 건강검진을 받으며
호텔의 훌륭한 서비스도 누릴 수 있죠.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료재단 IFC종합검진센터에서 진행하는 ‘KOMEF
힐링’ 프로그램. 콘래드 서울 호텔과 함께 호사로운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ase 02

[탈모]

[면역력]

고민에 빠진 당신에게…

고민에 빠진 당신에게…

Solution

Solution

혈액과 조직 검사로
근본 원인을 찾아냅니다

양자 에너지를 혈액에 더합니다
나이가 들면 세포 형성이 늦어져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누구든 언젠가는 머리숱에 대한 고민과 마주하게 됩니다. 두피는
환경과 스트레스에 예민하게 반응해 유전적 요인이 없어도 충분히
탈모가 진행될 수 있죠. 더 늦기 전에 혈액과 조직 검사로 탈모
가능성과 원인을 체크해야 합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성장인자 주사나
모낭 운동 등 적절한 처방을 받아 탈모를 개선합니다.

Place 3

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죠.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기에
식습관이나 운동을 병행한다고 해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혈액 치료는 혈액을 뽑아 빛을 쐬어 양자 에너지를 더하는
치료법으로 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자신의 혈액을 뽑아 다시
수혈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Place 4

맥스웰피부과의원

닥터오에스클리닉

10여 년간 탈모를 전문으로 치료한 곳으로 진단과
예방은 물론 모발 이식에 대한 노하우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7
문의 02-566-5824

닥터오에스클리닉의 광혈액 치료는 궁극적으로
신체 밸런스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 방문을 추천!
주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320
문의 02-515-9889

한국의료재단 IFC종합검진센터의 ‘KOMEF 힐링’은 건강검진을 받으며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휴식도 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콘래드 서울 호텔 이그제큐티브

시력이 왜 자꾸
나빠지죠?

두통을 달고 삽
니다.

스위트급 이상의 객실에서 숙박하며 스파와 수영장, 레스토랑, 조식 등의 서비스도 기본으로

Case 03

포함합니다. 검진 프로그램은 1박 2일의 KOMEF 힐링과 2박 3일의 KOMEF 에코 힐링 두 가지가

Case 04

있으며, 여유로운 검사를 원한다면 2박 3일을 추천합니다. 건강검진 또한 암 정밀 검사부터
구성되어 검진 결과를 정확히 분석해줍니다. 검사 결과를 모바일 기기로 제공하는 점도 특징.

[해독]

[시력]

모바일 헬스 케어 애플리케이션으로 검사 결과를 제공해 빠르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검사 후

고민에 빠진 당신에게…

고민에 빠진 당신에게…

내분기계, 척추, 뇌 질환, 남성 정밀 검사까지 꼼꼼하게 짜여 있고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으로

별도의 준비 없이 3차 진료 기관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약 관리, 의사
처방, 보험 청구, 사후 관리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합해 더 손쉽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Solution

Solution

해독 능력을 체크합니다

아벨리노 테스트로
안구 문제를 원천 봉쇄합니다

두통이 잦고 피로가 계속되는데 특별한 원인을 모르겠다면 체내
독소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체내 독소는 다양한 경로로 누적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식. 체질별로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이 있어
이런 음식을 꾸준히 먹게 되면 몸 안에 독소가 쌓입니다. 독으로
작용하는 음식을 파악해 3개월 이상 피해야 하며, 필요 시 디톡스

Place 2

수액 치료 등을 병행해야 합니다.

한국의료재단 IFC종합검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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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재단 IFC종합검진센터는 숙박 검진
외에도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 설계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여의도에 위치해
접근이 편리하고 전화 외에 온라인을 통한
예약도 가능합니다. 방사선 피폭 노출을
최소화한 필립스 CT 기기와 시맨틱 MRI
기기 등 최신 장비도 도입했습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wo
IFC 빌딩 4~5층 문의 1544-2992

Place 5
건강검진도 이제는 스마트하게!
모바일에서 의료 정보 관리가 가능한 HeSeL 애플리케이션은
문자로 결과를 보내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CT나 MRI 등으로
촬영한 영상 데이터도 함께 보내 다른 곳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결과를 쉽게 공유할 수 있죠. 분실의 위험이 없어 보관이 편리하고
자신의 의료 정보를 직접 관리해 효율적입니다.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지닌 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런
만큼 문제가 생기면 치료도 쉽지 않죠. 노화로 인한 안구 질환도 있지만
유전 돌연변이로 인해 시야가 혼탁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아벨리노 테스트는 유전 정보를 이용해 눈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진단하는 검사로 각막과 관련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Place 6

에이치투오 항노화센터

아벨리노 랩

역학 검사 및 DNA 검사 등 다양한 분석으로 해독 능력 및 신체
문제를 파악합니다. 이를 통해 안티에이징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43
문의 02-593-5670

유전 정보를 활용한 아벨리노 테스트는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계획했다면 필수! 아벨리노 테스트를
진행하는 병원을 아벨리노 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www.avellino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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