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살롱의 새로운 파트너

피토페시아
2013년 두피관리 및 탈모케어의 

화두는 스트레스 힐링 입니다.

[서울아산병원,상계백병원 진료재료]

소비자상담실 : 070-7702-1184



점판 비율을 높여라
선진국(미국,일본) 30%, 20%

월 점판 매출 1000만원에 도전하십시오

피토페시아와 함께라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한국 5%미만



시장의 트렌드를 선점하라
성공적인 점판 확대  전략.. 

2013년 두피, 탈모시장의 최대 화두는 스트레스 힐링 입니다.

병원 내방환자의 75.5%가 스트레스성 탈모 임.

20~30대 환자가 50%이상 이며, 40대 이상부터 남성보다 여성환자가 많음 (여성 52%)

병원 내방환자 년령별, 증상별 분석[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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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1000명

1000만 탈모인 시대, 성인 10명 중 6명이 잠재적 스트레스성 탈모 환자군에 속합니다.



제품선택이 중요하다.
성공적인 점판 확대 전략..

미용샵 방문고객의 80%는 잠재적 스트레스 탈모군으로 피토페시아의 고객입니다.

스트레스 탈모에 효능이 뛰어나 서울아산병원등 주요병원 피부과의 진료재료로 채택되었습니다.

체내 항스트레스 물질로 탈모예방 및 치료 특허를 세계최초로 획득하였습니다.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증 해결의 유일한 제품인 피토페시아는

서울아산병원

상계백병원 롯데닷컴

신세계 분스 고급 헤어살롱

두피관리전문점



관여도가 높은 제품일 수록 효능에 대한 작용원리가 명확해야 한다.

당신 이라면 어떤 제품을 구매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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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토페시아
한방

허브

P1P

세정 영양

•
•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손상보호

• 체내 줄기세포 성장 촉진

• 신생혈관생성, 상처치유

영양, 항염, 항균영양, 항염, 항균

+

wnt/ β-catenin 증가

P1P:혈소판유래 세포활성 물질(1g:4억)

샴푸도 세대가 있습니다. !!



성공적인 점판 확대 전략..

이런 고객에 주목하십시오

전체 샵 방문 고객의 80%는 스트레스 탈모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펌, 염색고객 중 40대 이상의 여성고객이 주요 공략 대상입니다.



피토페시아가 점판매출을 도와드립니다.

- 요즘에 부쩍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요
- 하루에 한번 샴푸해도 머리가 금방 떡 지고 냄새가 나요

- 머리카락이 가늘고 힘이 없어요

- 펌이 오래가고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증정품 : 피토페시아헤어부스팅샴푸 파우치
대   상 : 펌 및 염색 고객

피토페시아는 미용샵 점판 중심의 유통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유통가격 준수)



염색펌

P1P 스칼프에센스

염색,탈색,펌 
화학적요인의 두피스트레스

빠른 두피회복 및 탈모방지
세포손상 억제, 두피염케어
두피상처치유,항염,항균

펌과 염색 후에는 P1P스칼프 에센스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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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P에에센스 사용 후 세포재생 및 콜라겐 생성량 증가



펌,염색 후 두피회복을 위한 힐링서비스

단 1회의 시술만으로 손상된 두피세포가 즉각 회복됩니다.

염색펌

피토페시아 스칼프에센스

피토페시아 헤어토닉

염색,탈색,펌 

탈모, 가늘고 힘없는 머리카락

화학적요인의 두피스트레스

환경 및 사회적요인의 스트레스

피토페시아 부스팅샴푸

빠른 두피회복 및 탈모방지
세포손상 억제, 두피염케어
두피상처치유,항염,항균

스트레스로 부터 모발 보호
모낭 세포손상 억제 및 활성
항염,항균, 지루성두피 완화

피토페시아부스팅샴푸  : 스트레스로 부터 두피 및 모발보호, 생생한 컬유지, 가려움증 및 비듬완화

5~10%볼륨~업(볼륨펌,루트펌, 힘없는 머리카락)



점판에 성공하려면

디자이너(판매원)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프리미엄 제품일 수록 고객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품을 구매합니다.

피토페시아 검색



35,000원
33,250원

250ml

2개월 사용분

피토페시아 헤어부스팅샴푸

94,000원
84,600원

60ml

1개월 사용분

피토페시아 헤어토닉

20,000원
15,000원

20ml

10일 사용분

피토페시아 스칼프에센스

피토페시아 주요 성분인 P1P는
스트레스로 부터 두피와 모발을

보호합니다.

샴푸만으로도 그날 그날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습니다.

두피염,가려움증이 완화되고
두피노화를 예방합니다.

피토페시아 주요 제품 소개



. 스트레스로 인한 두피세포 손상 억제

. Wnt/ ß-catenin 신호증가로 모발 생성 촉진(모발생성 시그널)

P1P의 주요 효능 : P1P는 상처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를 해소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혈소판에서 분비하는

                              물질이며 스트레스에 의해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억제하고, 신생혈관생성, 상처치유, 

                              줄기세포세포증식 및 세포활성 효능을 가지고 있다.

스트레스탈모의 유일한 해결방법 ‘피토페시아’

탈모원인 70% = 스트레스!

비밀1> 탈모! 혈액에서 그 답을 찾다.

‘피토페시아‘는 혈액 속 항스트레스 및 세포활성 물질인  P1P(스핑고신1포스페이트,PhS-1-P) 로 만들었습니다. 

원인을 알면 방법이 보입니다.

1.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

   

(미국피부과학회 - 2004년 발표)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피 속 피지선이 자극되어 피지량이 증가하고 피지를 먹고사는 미생물이 번식하게 

되며 비듬과 가려움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또한 Substance P 와 NGF등 신경관련 물질의 과다분비로 

면역작용이 교란되어 자가면역질환을 유발, 탈모를 발생 시킵니다.



2. 남성형 탈모 DHT가 원인

남성호르몬(DHT)은 Wnt / B-catenin 를 억제 하는 Dickkopf-1(DKK-1)을 유도, 모발의  성장을 억제하여 탈모를 

야기합니다. 특히, 후두부에 비해 전두부의 모발이 남성호르몬에 의해 DKK-1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Wnt / β-catenin (신호전달 단백질)’은 모발의 생성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β-Catenin 단백질의 활성 여부에 따라 벌지에 있는 줄기세포의 운명을 결정됩니다.  벌지의 줄기세포는 B-Catenin 의 

양이 증가하면 모모세포로 분화 되어 모발을 생산하지만 반대로 B-Catenin이 감소되면 그림과 같이  줄기세포는 

모발을 생산하지 못하고 피부 세포로 분화 됩니다. 

P1P(피토스핑고신포스페이트)는 줄기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며,  β-Catenin을 활성화 하여 모발 성장 및 

탈모예방에 기여합니다. 

‘피토페시아’는 줄기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고 Wnt / β-catenin signal을  증가시켜 

발모를 촉진합니다.

모모세포

[표피]기저층

줄기세포
증가

모모세포

표피세포

줄기세포



비밀2> 생명공학과 나노 기술의 만남

피토페시아는 주요 유효성분을 모낭층까지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나노리포좀 기술로 자체 개발된

‘나노폴리좀”제형으로 생산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도  피부속 깊이 전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피토페시아
(Phytopecia)

스트레스에 의해 세포가 죽는 것을 억제하며

새로운 모세혈관 생성을 촉진시켜 영양공급을 원활히 

하고, Wnt/B-catenin 단백질을 활성화하여

스트레스성 탈모 뿐만아니라, 유전적 탈모까지도

개선시켜주는 획기적인 두피 솔루션입니다.

특히 스트레스 탈모에 대한 효능이 뛰어나 서울아산병원, 
상계백병원 등에서  진료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P1P



남편을 바꿀 수 없다면...

 바꿔라
샴푸를

스트레스로부터 두피와 모발을 보호하는 4세대 힐링샴푸 !!

세계최초 특허획득
혈액에서 찾은 스트레스 해소물질로 

특허 제 10-1003532호 ‘탈모치료 및 예방 또는 육모용 조성물’ (P1P,피토스핑고신-1-포스페이트)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4세대샴푸 ‘피토페시아샴푸’

두피와 모
발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
서울아산병원,상계백병원 진료재료 사용

스트레스로부터



스트레스 로부터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P1P ‘피토페시아샴푸’

가족을 구하자

힐링하면 오래간다 !

피토페시아 모발

스트레스 모발

밀도

시
간

혈액에서 찾은 스트레스 해소물질인 P1P 로 세계최초 특허 획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