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 TCA

EASY TCA필링은 트리크로르이센틴산의 일종으로 오랫동아 사용된 필링방법으로 TCA의 단백질 을 응고시키
는 작용을 히용해 치료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필링의 깊이에 따라 얕은 필링과 중간 혹은 깊은 필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얇은 필링은 피부의 가장 바깥층
만 벗겨내어 표피를 재생키심으로써 피부가 매끈해지며 잡티제거, 피부탄력, 여드름치료에 사용됩니다.
얕은 필링은 치료휴 거의 표시가 나지않으며, 시술 당일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시술 후 2~3일 후 얼굴에
각질이 조금씩 일어나 시술 5~7일 후 균일한 톤의 피부가 됩니다.

반명 깊은 필링은 진피층에 자극을 주어 새로운 교원 섬유의 생성을 촉진시켜 잔주름이나 흉터가 완화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깊은 필링은 시술 부위에 갈색의 딱지가 생겨 데게 일주일 이내에 제거됩니다.

시술 대상
- 광노화 피부
- 기미, 주근개와 같은 과색소 침착피부
- 여드름 혹은 요드름 흉터
- 큰 모공을 가진 피부



일반 TCA

진피 유두층 (망상층)

Easy TCA

Frosting Points : 

기저층 (Grenz Zone)

I-IV I-VI

환자에게 맞는 TCA 농도의 선택 기준이 없다. TCA 농도가 지정되어 있는 포뮬라.

농도 기준이 불명확 (m/m, m/v, m+v ?) m/m으로 안정적인 솔루션 형태.

l 유두층까지 흡수 = 통증 동반.
TCA의 농도에 비례.

l 통증이 거의 없는 15%

l PPM : 즉각적 “진통”효과.

- 중화제 아님 (약산성),

- No Lidocain,

- No Local Anesthetic

- 염증의 악순환 단절

l Side effect를 줄이기 위한 전 처치 (4주)와 후
처치가 매우 중요 : Tretinoin, HQ, 항생제.

l 세안과 유지분 제거

l 전 처치 불필요.

l 세안과 유지분 제거 불필요.

l 화장을 지우지 않아도 됨.

l 필링으로 피부를 재생해 준 후, 개선해
주려던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알맞은
cosmeceutic 제품들을 병행함으로써 시
너지 효과.

TCA 농도

Phototype

통 증

Pre Peel & Post Peel



일반 TCA

진피 유두층 (망상층)

Easy TCA

Frosting Points : 

기저층 (Grenz Zone)

2~10일 잠재적

l손 대면 안됨.

l 필링 도포량과 전 처치 상태에 따라 5~10일
가량

l조심스럽게 도울 수 있음.

l 재생관리+3~4 (4회)

l색소 반발, 흉터 조심.

l 감염, 미립종 조심.

l색소 반발, 흉터 없음.

l 감염, 비립종 없음.

l필일

-> free radical

-> radical  aggression

항 산화 크림을 적시에 발라 주어 염증의
악순환을 끊어 버림.

Social Eviction

박 리

색소 반발

염증의 악순환



이지 TCA필링의 장점
• 박피술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며 사용이 안전합니다.]
• 경피 침투를 증가시켜줍니다.
• 박피의 부작용을 감소시켰습니다.
• 2-4주간의 박피 전 처지를 거치지 않아 빠르고 간단히 시술 할 수 있습니다.
• 낮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빠른시술로 얼굴과 목 필링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8~10분입니다.
• 얼굴부터 다리가지 전신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통증과 불암감없이 빠르게 치료해 줍니다.

이지 TCA필링의 치료과정
1. EASY TCA PEEL은 1주내지 2주에 한번씩 총 4회를 받게 됩니ㅏㄷ.
2. PEEL을 하는 중간에 재생치료도 또한 4회를 빋게 됩니다.
3. 홍반은 몇 시간에서 하루 정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4. 햇볕에 그을린 것 같은 가병운 박리가 3일재부터 10일째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지 TCA필링의 전후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