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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고 우아하게

Olidia®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콜라겐생성촉진제로서 피부에 주입할 
수 있는 생체적합적인 의료기기 입니다. Olidia®는 콜라겐의 손실로 
노화가 진행된 피부에 볼륨의 형성을 도와줍니다.

Olidia®의 주요 성분인 폴리엘락틱산은 20여년 넘게 의료기기에서 
사용되어온 성분으로 안전함을 입증 받았습니다.
피부에 주입된 Olidia®는 피부에서 손실되고 있는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시켜 피부의 볼륨을 증대시키며 피부의 주름을 개선시켜줍니다. 
주입된 Olidia® 성분은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신체내에
서 생분해가 되어 없어지게 됩니다.1)

다이아몬드
콜라겐

Olidia® 제품정보
용 량
사용목적

:
:
365 mg x 1 vial (5ml)
폴리엘락틱산 현탁액을 깊은 진피 또는 피하에 주입하여 
물리적인 수복을 통해 성인의 중간에서 깊은 코입술주름을 
일시적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

국내 식약처 인증
PLLA 콜라겐 생성 촉진제

Olidia®는 FDA에서 인증받은 PLLA성분의 의료기기로 콜라겐생성
촉진제입니다.

Olidia®는 자가적으로 피부가 콜라겐을 생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피부 노화의 주범인 주름을 일시적으로 개선시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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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1) Aesthetic Surgery Journal 2018, Vol 38(S1) S13–S17 
2) Olidia® 국내 허가사항(as of 2021-05)
3) EC certified(as of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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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좋은 이유

Poly L-Lactic Acid 콜라겐 생성 촉진제

02

오래 유지되는 자연스러운 볼륨
피부에 주입된 올리디아의 PLLA 성분이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 볼륨을 복원시켜주며
자가적으로 생성된 볼륨은 24개월 이상 유지가 됩니다.

오래 유지되는 볼륨

빠른 회복시간
시술 후 회복이 즉각적이어서 일상생활복귀 가능

경제성
타 시술에 비하여 경제적

주름개선 & 볼륨회복
손실된 콜라겐을 복원하여 주름개선 효과

빠른 시술 시간

자연스러운 결과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효과

편리성

오래 유지되는 볼륨

안전성
식약처 허가와 유럽 CE허가    를 받은 제퓸.

이산화탄소(CO2) 와 물(H2O)로 분해되는 안전한 성분.

경제성
주사용수 + 리도카인 희석

20년 넘게 사용되어 온 시술
PLLA를 이용한 주름개선 시술은 20년 동안

해오고 있는 안전한 시술

빠른 시술 시간

For You For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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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고 우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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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과 
피부노화의 관계
·

·

·

피부내의 콜라겐의 비율은 나이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젊은 피부는 타입 I 콜라겐이 80%, 타입 III 콜라겐 1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콜라겐을 보충하는 능력이 해마다 1.0~1.5%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진피 속 깊은 피부 층에서는 세포외 기질의 주요 성분인 섬유소 콜라겐, 엘라스틴 섬유소, 히알루론산이 뚜렷한 구조적, 기능적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콜라겐 감소는 잔주름과 깊은 주름과 관련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림1] 

4)

[Reference] 
4) Reilly et al. Plast Aesthet Res 2021;8:2

콜라겐의 손실은 일반적으로 잔주름 및 주름이라고 하는
외관 속성의 변화와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림 1. 피부의 콜라겐 함량은 20~30세에 극대화되며, 그 이후에는 콜라겐의 고갈과 손실이 더디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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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works 
Olidia®의 성분인 폴리엘락틱산(Poly-L-Lactic Acid)은 생체적합적인 합성 폴리머로 분해되는 봉합사의 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체에 주입된  폴리엘락틱산은 시술 부위에서 자연적으로 콜라겐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시간이 지나면 그 부위는 점차적으로 볼륨이 
형성되게 되어 주름이 개선됩니다. 

Mechanism of action

STEP 01
희석된 Olidia®를 피하층에 주입합니다.

STEP 04
새로운 세포는 PLLA 입자 주변으로 
모이며 섬유아세포를 증가시킵니다.

STEP 05
증가한 섬유아세포가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시키고 주름이 개선됩니다.

STEP 06
생성된 콜라겐은 오래도록 유지가 되며
이 기간이 지난 후 Olidia®입자는 
생분해 됩니다.

STEP 02
처음에는 주사용수와 희석된 Olidia®
의 주입으로 일시적으로 주름이 개선
된 것처럼 보입니다.

STEP 03
수 일 내에 주사용수가 흡수되고 
Olidia® 입자만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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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고 우아하게

Therefore, compared with PDLA MS and PDLLA MS, 
PLLA MS is a skin filling material with lower cost, lower side reaction, 

better filling effect and excellent collagen stimulating effect. 

Furthermore, PLLA MS can contain collagen and other substances 

that are beneficial to skin repair and collagen regeneration, which 

can be released slowly through PLLA degradation to achieve better 

cosmetic effect In breif, PLLA MS is a valuable and 
superior dermal f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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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Collagen fiber, mucus and cartilage : Blue

Histological analysis of collagen regeneration. (A) Masson staining and (B) Picrosirius red staining of the skin at the injection site of three kinds of PLA microsphere on Day 30. 
Type I collagen fibers are red or yellow, type III collagen fibers are green.

Type l collagen  : Red or Yellow Type III collagen : Green

PDLA MS PLLA MS PDLLA MS Control PDLA MS PLLA MS PDLLA MS

우월한 콜라겐 생성 촉진성 PLLA

안전한 콜라겐 생성 촉진제

X 500 X 100

5)

[Reference] 
5) Chinese Chemical Letters 32 (2021) 57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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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오래
지속되는 볼륨

Semi-quantitative analyses of type I and type III collagen fibers. Data are presented as mean Æ standard deviation (n = 3;*P < 0.05, **P < 0.01, ***P < 0.001,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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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ent of type I collagen in the PLLA group was still 84.7%, and 

type III collagen was 15.1%. Total of type I and type III collagen were 

1.4 times than the collagen in the PDLA group, and 1.1 times than the 

collagen in the PDLLA group (Fig. 4C). Which showed that PLLA 
MS has the most obvious effect on stimulating 
collagen regeneration, and it is indeed suitable 
for usage as dermal filler in comparison with the 
other two chiralities. 

TypeⅠ Collagen Type Ⅲ Coll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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