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사례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첨단기술 

사람들은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프랑스의

사는 년 전부터 피부와 조직을 팽팽하게 당겨주는 특수한 치료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에 맥슨 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의 기준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턱이 두 겹인 여인들을

섹시하다고 여겼고 창백한 피부는 백 년이 넘도록 모든 미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남자든 여자든 날씬하고 탄탄한 몸매에 갈색으로 그을린 피부를 추구합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은 시술 혹은 수술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상적인 미의 기준에 가까워지고자 수술대 위에 오릅니다 이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비침습 방식을 통해 과다한 지방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방법에는 레이저 광선 또는 초음파 요법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엔더몰로지 요법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피부 전용의 특수 기계를

이용한 세포 자극 방식은 여년 전에 이 프랑스의 사가 개발하였습니다 의 설립자

루이 폴 기테 는 사고 후 재활 치료를 위해 첫 번째 기기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흉터 치료가 주 목적이었지만 이 기술을 통해 피부의 탄력이 증가할 뿐 아니라

셀룰라이트가 제거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세포가 감소하여 많은 환자들에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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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딩 및 롤링 기술을 통해 더욱 풍부해진 콜라겐

오늘날 여개의 나라에서 약 만명의 사람들이 사의 기술로 치료를 받습니다 두

가지의 기기 버전 중 하나인 라이포마사지 는 니딩 및 롤링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맥슨 모터가 장착된 이 기기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롤러가 장착된

소형 기기로 마사지합니다 신체의 치료 부위에 따라 기기의 헤드 사이즈 선택이 가능합니다

환자는 치료를 하는 동안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별 제작된 바디 슈트를 착용합니다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것일까요 림프의 흐름을 원할하게 하여 진피층 피부의 두 번째 층 을

자극하며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합성을 촉진시킵니다 콜라겐은 몸에 꼭 필요한 중요한

단백질로 피부의 탄력과 재생을 촉진하며 엘라스틴은 피부의 유연성과 저항력을 길러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서 생성되는 두 성분의 양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브러시리스 드라이브를 이용한 새로운 방식

년 사는 엔더모리프트 라는 이름의 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 기기의

작동 방식은 라이포마사지와 비슷합니다 기구의 헤드를 사용해 피부를 진공 상태로 흡입하고

진동 주파수의 설정이 가능한 두 개의 플랩을 통해 물리적인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이 기기에

사용된 모터는 맥슨 브러시리스 모터와 플래너터리 기어 이 결합된 제품으로

특히 기어는 저소음 사양으로 고객의 주문에 따라 플라스틱으로 생산되었습니다 사의

연구 및 개발 책임자인 아르노 퓌스테르 는 “맥슨 모터를 선택한 데에는

신뢰성 토크 속도 및 긴 수명과 같은 특성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니딩 및 롤링 마사지를 시술할 때, 환자는 치료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특별 제작된 바디 슈트를 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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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술 사후 관리

엔더모리프트는 얼굴 목 가슴과 어깨 시술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다양한 자극 모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르노 퓌스테르 는 이 시술에 대해 훨씬 강도가 높으며 효과가

좋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로 회 관리 후에는 빛나는 피부와

회 관리 후에는 줄어든 주름을 꼽습니다 시술은 뷰티샵 스파 혹은 클리닉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의 다름슈타트 에 위치한 로젠파크 클리닉의 의사인

게하르트 자틀러 는 “우리는 엔더몰로지 기술을 주로 주름 제거술 및 지방

흡입술과 같은 시술 후 그리고 바디 토닝과 같은 셀룰라이트 치료에도 사용합니다 ” 라고

전합니다

맥슨 모터를 선택한 데에는 신뢰성

토크 속도 및 긴 수명과 같은 특성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르노 퓌스테르

사의 성공은 오래도록 이어질 것입니다 퓌스테르씨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뷰티 산업 시장은 매우 거대합니다 남녀 모두가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기 때문이죠 ” 그의 회사는 사람들에게 맞는 이상적인 기술을

제공합니다 또한 수술과는 달리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다

사의 엔더모리프트는 주로 피부 관리용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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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나오는 맥슨의 제품

맥슨 모터

급의 브러시리스 모터는

높은 효율 및 뛰어난 방열 효과를

자랑합니다

맥슨 기어

플래너터리 기어는 고객 맞춤형의

플라스틱 기어로 저소음 구동을

구현합니다

맥슨 와인딩 시스템

이 모터의 핵심은 맥슨의 코어리스

와인딩 시스템이며 코깅 토크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저자 슈테판 로쉬

자세한 정보는 아래 연락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팩스

트위터

–

전화번호

팩스

다양한 맥슨 모터의 제품 – 본사의 태블릿 매거진 에서 흥미진진한

애플리케이션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앱 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http://www.maxonmotor.com/
http://www.aldebar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