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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프팅 컨투어 메이크업 페이스 리프팅 바디 리프팅 메디컬 스킨케어

세계적 전담의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리프팅 시술의 혁신을 주도하는 리반 클리닉 의료진은,
오직 당신만을 위해 준비한 프라이빗 개인실에서
상담부터 퇴원까지 모든 과정을 1:1로 진료합니다.

리반 클리닉
리프팅에 반하다



파워브이 리프팅

얼굴의 동안 포인트를 살린 윤곽 디자인을
통한 지방 제거, 리프팅, 탄력 개선의 복합적
적용 방식의 비절개 시크릿 윤곽술.

라핏 리프팅

자연스러운 얼굴 라인 교정과 피부탄력 및 
볼륨 증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정연호 
대표원장의 맞춤형 시그니처 실 리프팅.

프리미엄 리프팅
PREMIUM LIFTING

실믈리에 닥터정, 정연호 원장이 선보이는
시그니처 시술은 특허청의 상표권을 공인받아

오직 리반 클리닉에서만 시술 가능합니다.



프리미엄 리프팅

미니 리프팅

관자놀이 위쪽 두피 부분을 미세 절개하여
흉터가 보이지 않고 피부 처짐, 주름, 탄력을 
한 번에 개선하는 빠르고 직관적인 리프팅.

컨투어 메이크업 페이스 리프팅 바디 리프팅 메디컬 스킨케어

국내ㆍ외 미용외과학회에서 리프팅 시술의 트렌드 리더로 초청받는
정연호 대표원장은, 풍부한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신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디자인하는 All In One 프리미엄 리프팅을 선보입니다.

아이넥 리프팅

콜라겐 재생을 활성화하고 피부재생 및
탄력 효과를 극대화하여 주름이 잘 지지
않는 건강한 목을 만드는 프리미엄 리프팅.



파워브이 리프팅
POWER-V LIFTING

COMBINATION

파워핏 주사닥터정 윤곽 시술 실루엣 주사

피부 층층이 당겨 올려주는 
시술로 예민 피부도 부담없이
받을 수 있는 심플 리프팅.

ㆍ이중턱 근육묶기
ㆍ이중턱 실리프팅
ㆍ심부볼 제거

지방세포ㆍ셀룰라이트 크기 
감소 및 붓기 완화에도 효과
적인 프리미엄 윤곽주사.

'뼈 수술을 하지 않는 연조직 V라인 리프팅'
일본 학회에서 최초로 발표한 V라인 윤곽 시술
로서 얼굴지방흡입과 연부조직제거를
병행하여 처진 피부는 리프팅하고 탄력은
건강하고 탱탱하게 개선하는 정연호 원장의
비절개 시크릿 윤곽 시술 입니다.



권장 대상 
및  시술 효과

ㆍ절개수술없이 예쁜 얼굴 라인을 만들고 싶은 분
ㆍ얼굴 선을 정리하여 V라인을 만들고 싶은 분

윤곽 리프팅

ㆍ지방, 근육, 피부를 복합으로 개선하고 싶은 분
ㆍ이중턱으로 고민인 경우

지방제거

ㆍ얼굴 피부탄력을 개선하고 싶은 경우
ㆍ작은 얼굴을 만들고 싶은 분

피부탄력 증대

Before (시술 전)

After (3개월 후)

시술시간

30분 ~ 1시간(정맥마취)

회복기간

당일 ~ 
1일 후 일상생활 가능

적용부위

얼굴 V라인

* 체계적인 후 관리로 빠른 회복

프리미엄 리프팅 컨투어 메이크업 페이스 리프팅 바디 리프팅 메디컬 스킨케어

'뼈 수술을 하지 않는 연조직 V라인 리프팅'
일본 학회에서 최초로 발표한 V라인 윤곽 시술
로서 얼굴지방흡입과 연부조직제거를
병행하여 처진 피부는 리프팅하고 탄력은
건강하고 탱탱하게 개선하는 정연호 원장의
비절개 시크릿 윤곽 시술 입니다.



COMBINATION

필러실루엣 주사 이중턱 지방흡입

얼굴의 입체감을 상승시키고 
주름 제거와 라인 개선 효과
의 리반 대표 윤곽시술.

지방세포 크기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붓기 감소에도 효과 
적인 프리미엄 윤곽주사.

둔탁한 얼굴형의 원인이 되는 
이중턱의 지방을 제거하여 
V라인을 되찾는 시술.

라핏 리프팅
LAFIT LIFTING

'실 리프팅 최장 지속 기간' 프랑스 학회에서
최초로 발표한 실 리프팅 시술로서 얼굴의
탄력과 처짐의 정도에 따라 개인 맞춤형으로
디자인하여, 자연스러운 얼굴 라인 교정과
피부 탄력 및 볼륨 증대 효과까지 기대되는
정연호 원장의 시그니처 실 리프팅입니다.



권장 대상 
및  시술 효과

적용부위

이마, 눈가, 목선 
꺼진ㆍ처진 볼, 
팔자주름, 이중턱

시술시간

30분 ~ 1시간

회복기간

시술 직후 일상생활 가능

ㆍ자연스러운 얼굴 라인 교정을 원하는 경우
ㆍ의료진의 진단을 통한 단계별 프로그램 가능

실리프팅 효과

ㆍ이마, 팔자, 볼처짐으로 고민인 경우
ㆍ작은 얼굴을 만들고 싶은 분

피부탄력 증대

ㆍ향상된 유지력과 리프팅 효과를 원하는 분
ㆍ비절개 시술을 원하는 분

오랜 지속 효과

Before (시술 전)

After (3개월 후)

프리미엄 리프팅 컨투어 메이크업 페이스 리프팅 바디 리프팅 메디컬 스킨케어

'실 리프팅 최장 지속 기간' 프랑스 학회에서
최초로 발표한 실 리프팅 시술로서 얼굴의
탄력과 처짐의 정도에 따라 개인 맞춤형으로
디자인하여, 자연스러운 얼굴 라인 교정과
피부 탄력 및 볼륨 증대 효과까지 기대되는
정연호 원장의 시그니처 실 리프팅입니다.



COMBINATION

관자놀이 위쪽 두피 부분을 미세 절개 후 처진 피부를 당겨주어
흉터가 보이지 않고 시술 직후 일상생활이 가능한 빠르고 직관적인
리프팅 시술입니다. 피부의 처짐, 주름, 탄력 모두 복합적으로 개선하며
특히 라핏 리프팅(실 리프팅)과의 시너지가 좋습니다.

미니 리프팅
MINI LIFTING

라핏 리프팅

자연스러운 얼굴 라인 교정과 피부탄력 및 
볼륨 증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정연호 
대표원장의 맞춤형 시그니처 실 리프팅.

실루엣 주사

지방세포 및 셀룰라이트 크기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노폐물 배출을 활성화함으로써 붓기
감소에도 효과적인 프리미엄 윤곽주사.



권장 대상 
및  시술 효과

ㆍ처짐없는 예쁜 얼굴 라인을 만들고 싶은 분
ㆍ동안 얼굴로 개선하고 싶은 분

얼굴 윤곽 개선 및 직관적인 리프팅

Before (시술 전)

After (3개월 후)

프리미엄 리프팅 컨투어 메이크업 페이스 리프팅 바디 리프팅 메디컬 스킨케어

시술시간

1시간 (수면마취)

회복기간

시술 직후 일상생활 가능

적용부위

처진 볼살, 처진 턱선

* 시술 후 개인에 따라 붓기, 멍,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ㆍ처진 얼굴 피부를 직접 당겨주어 직관적인 효과
ㆍ얼굴의 전반적인 주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주름 및 탄력 개선

ㆍ향상된 시술 유지력을 원하는 분
ㆍ간단하고 빠른 리프팅 효과를 원하는 분

오랜 지속 효과

- 사진 선별 중 -

- 사진 선별 중 -



COMBINATION

어려보이는 동안 얼굴도 목주름 앞에서는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넥 리프팅은 단순히 주름에 볼륨만 채워 넣는 일차원적인 방식이 아닌
콜라겐 재생을 활성화하고 피부재생 및 탄력 효과를 극대화 하여
주름이 잘 지지않는 건강한 목을 만드는 프리미엄 리프팅입니다.

아이넥 리프팅
I-NECK LIFTING

실루엣 주사파워핏 주사 슈링크

지방세포 크기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붓기 감소에도 효과 
적인 프리미엄 윤곽주사.

피부 층층이 당겨 올려주는 
시술로 예민 피부도 부담없이
받을 수 있는 심플 리프팅.

피부 속부터 당겨주어 V라인 
리프팅 효과와 주름 개선효과
까지 있는 레이저 시술.



권장 대상 
및  시술 효과

시술시간

40분 ~ 1시간

회복기간

안전한 시술 및 빠른 회복

ㆍ목주름으로 나이들어 보이는 경우
ㆍ목주름 절개 수술이 부담되시는 분

즉각적인 목주름 개선

ㆍ목의 탄력 개선을 원하는 분
ㆍ재생력을 높여 피부장벽 강화

콜라겐 재생

ㆍ목의 피부 건강이 우려되시는 경우
ㆍ노화로 인해 목의 피부탄력이 떨어진 분

미백 효과

Before (시술 전)

After (3개월 후)

적용부위

목 전체

* 시술 후 개인에 따라 붓기, 멍,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리프팅 컨투어 메이크업 페이스 리프팅 바디 리프팅 메디컬 스킨케어



컨투어 메이크업
CONTOUR MAKEUP

파워핏 주사

피부 층층이 당겨 올려주는 심플 리프팅으로
실이나 레이저를 사용하지 않아 예민 피부도 
부담없이 받을 수 있는 시술.

실루엣 주사

지방세포 및 셀룰라이트 크기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노폐물 배출을 활성화함으로써 붓기
감소에도 효과적인 프리미엄 윤곽주사.



컨투어 메이크업

리반 클리닉의 오랜 노하우가 집약된 윤곽 개선 프로그램으로서간단
하고도 효과적인 시술들로 본연의 자연스러운 윤곽을 디자인합니다.
프리미엄 리프팅 시술과 함께 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필러

얼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입체감을 상승시
키고 주름 제거와 라인 개선 효과도 있는
리반 클리닉의 대표적인 윤곽시술.

프리미엄 리프팅 페이스 리프팅 바디 리프팅 메디컬 스킨케어



파워핏 주사
PAWER-FIT INJECTION

COMBINATION

Layer by Layer 기법으로 피부 속부터 층층이
무너진 유지인대를 강화시키면서 당겨 올려줍니다.
실이나 레이저를 사용하지 않는 간단한 주사 시술로
예민한 피부도 부담없이 받을 수 있는 심플 리프팅입니다.

라핏 리프팅파워브이 리프팅 미니 리프팅

자연스러운 얼굴 라인 교정,
피부탄력 및 볼륨 증대에 효과
적인 시그니처 실 리프팅.

지방제거, 리프팅, 탄력을
복합적으로 개선해주는 
비절개 시크릿 윤곽술.

흉터가 보이지 않고 피부
처짐, 주름, 탄력을 한 번에 
개선하는 직관적인 리프팅.



권장 대상 
및  시술 효과

ㆍLayer by Layer 기법으로 피부 층층이 리프팅
ㆍ레이저에 예민한 피부도 부담없이 시술 가능

리프팅 효과

ㆍ탄력 개선을 원하는 경우
ㆍ피부 속 콜라겐 증가를 원하는 분들

피부탄력 증대

ㆍ불필요한 지방 감소를 원하는 경우
ㆍ작은 얼굴을 만들고 싶은 분

작은 얼굴 효과

적용부위

광대, 볼, 이중턱,
목주름, 눈밑

시술시간

10분 내외

회복기간

시술 직후 일상생활 가능

Before (시술 전)

After (3개월 후)

컨투어 메이크업프리미엄 리프팅 페이스 리프팅 바디 리프팅 메디컬 스킨케어



COMBINATION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지 않은 안전한 성분으로
지방세포 및 셀룰라이트의 크기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노폐물 배출을 활성화하여 붓기 감소에도 효과적인
프리미엄 윤곽주사입니다.

실루엣 주사
SILHOUETTE INJECTION

라핏 리프팅파워브이 리프팅 미니 리프팅

자연스러운 얼굴 라인 교정,
피부탄력 및 볼륨 증대에 효과
적인 시그니처 실 리프팅.

지방제거, 리프팅, 탄력을
복합적으로 개선해주는 
비절개 시크릿 윤곽술.

흉터가 보이지 않고 피부
처짐, 주름, 탄력을 한 번에 
개선하는 직관적인 리프팅.



권장 대상 
및  시술 효과

적용부위

볼살, 광대, 턱살

시술시간

10분 내외

회복기간

시술 직후 일상생활 가능

ㆍ턱살없이 갸름하고 세련된 V라인을 원하는 분
ㆍ지방 및 셀룰라이트 제거로 얼굴 축소 효과

얼굴 축소 효과

ㆍ붓기 제거와 혈액 순환 촉진으로 안색 개선
ㆍ어둡고 칙칙한 안색으로 고민인 분

안색 개선 효과

ㆍ스테로이드가 없어 다회차 시술이 가능합니다
ㆍ부작용이 우려되시는 경우

No 스테로이드

Before (시술 전)

After (3개월 후)

컨투어 메이크업프리미엄 리프팅 페이스 리프팅 바디 리프팅 메디컬 스킨케어



COMBINATION

필러는 얼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입체감을 상승시키고 주름 제거와
라인 개선 효과도 있는 대표적인 윤곽시술입니다. 리반 클리닉의
필러는 의료진의 섬세한 터치 및 관리로 높은 지속력이 특징이며,
실 리프팅을 비롯한 다른 시술과의 시너지 효과가 뛰어납니다.

필러
FILLER

라핏 리프팅파워브이 리프팅 미니 리프팅

자연스러운 얼굴 라인 교정,
피부탄력 및 볼륨 증대에 효과
적인 시그니처 실 리프팅.

지방제거, 리프팅, 탄력을
복합적으로 개선해주는 
비절개 시크릿 윤곽술.

흉터가 보이지 않고 피부
처짐, 주름, 탄력을 한 번에 
개선하는 직관적인 리프팅.



권장 대상 
및  시술 효과

적용부위

이마, 볼, 팔자 주름, 턱

시술시간

20 ~ 30분

회복기간

시술 직후 일상생활 가능

ㆍ자연스러운 얼굴 볼륨을 살리고 싶은 경우
ㆍ처짐없는 예쁜 라인을 만들고 싶은 분

얼굴 윤곽 개선

ㆍ잔주름, 주름으로 고민인 경우
ㆍ얼굴의 울퉁불퉁한 라인을 개선하고 싶은 분

주름 개선

Before (시술 전)

After (3개월 후)

컨투어 메이크업프리미엄 리프팅 페이스 리프팅 바디 리프팅 메디컬 스킨케어

ㆍ향상된 시술 유지력을 원하는 분
ㆍ비절개 시술을 원하는 분

오랜 지속 효과



페이스 리프팅
FACE LIFTING

써마지 FLX

콜라겐 재생 및 주름 개선 효과를 촉진하며,
피부탄력과 타이트닝에 있어 가장 만족도가
높은 프리미엄 장비.

인모드

피부 깊숙한 곳부터 지방의 크기는 줄이면서
매끈하고 탄력있는 V라인을 만들 수 있는
ALL IN ONE 프리미엄 레이저 리프팅.



페이스 리프팅

리반 클리닉은 "풀  전인적  관리(Full Holistic Care)" 를 강조합니다.
이는 레이저 리프팅 시술이 단순히 본원이 보유한 최신의 장비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관리 서비스로 완성되어짐을 뜻합니다.

슈링크

피부 속부터 탄탄하게 안팎으로 당겨주어
자연스러운 V라인 리프팅 효과와 주름 개선
효과까지 볼 수 있는 레이저 시술.

쉬맥스

공기압으로 리프팅 효과를 유도하며, 서브 
시전 효과도 있어 여드름 흉터 치료에도
효과적인 비절개 에어 리프팅 장비.

프리미엄 리프팅 컨투어 메이크업 바디 리프팅 메디컬 스킨케어



리반은 각 장비와 시술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항시 연구하고
실제 만족도에 따른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직 리반에서만 가능한 시그니처 콤비네이션을 살펴보세요.

리반 시그니처
LIBAN SIGNATURE



COMBINATION

인모드 + 슈링크 + 쉬맥스(선택)

쉬맥스로 얼굴형을 미리 보정하여 당겨주고
인모드로 지방세포를 줄이고, 슈링크로 V라인 리프팅하여
얼굴 전체적인 밸런스를 극대화하는 콤비네이션 시술.

적용부위

얼굴 전체, 이마,
눈썹, 눈가, 볼,
브이라인, 두피

쉬맥스 + 실리프팅

이마 위쪽 부분을 쉬맥스로 미리 보정하여 당겨주어
실 리프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콤비네이션 시술.

적용부위

두피, 이마, 눈가,
목선, 팔자주름,
볼, 이중턱

써마지 FLX + 인모드

1년에 한 번 받는 써마지에 중간중간 3회의 인모드를 추가하고,
후 관리를 꼼꼼하게 하여 써마지의 리프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콤비네이션 시술.

적용부위

얼굴 전체,
목

바디 리프팅

페이스 리프팅프리미엄 리프팅 컨투어 메이크업 바디 리프팅 메디컬 스킨케어

기본 다이어트만으로는 처진 살과 셀룰라이트를 해결하기 어렵
습니다. 리반 클리닉이 제안하는 바디 리프팅 솔루션으로 지방  
분해 및 셀룰라이트 개선하고 타이트한 몸매를 빛나게 하세요. 

ㆍ울핏
ㆍ바디 타이트닝 주사
ㆍ더블핏 다이어트



권장 대상 
및  시술 효과

적용부위：얼굴 전체, 목, 바디
시술시간：40분 ~ 1시간
회복기간：시술 직후 일상생활 가능

상세 정보

ㆍ잔주름 및 피부탄력 저하로 고민인 경우
ㆍ확실한 타이트닝 효과를 원하는 분

피부 타이트닝

ㆍ탄력과 함께 촉촉한 피부를 원하는 분
ㆍ전체적인 얼굴 탄력을 원하는 경우

콜라겐 재생

ㆍ늘어진 볼살이 고민인 경우
ㆍ나이보다 어려보이고 싶은 분

얼굴윤곽 개선

써마지 FLX
THERMAGE FLX

써마지 FLX는 피부탄력과 타이트닝에 있어
가장 만족도가 높은 프리미엄 장비 중 하나로서,
표피를 냉각시키고 진피조직에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시켜
콜라겐 재생 및 주름 개선 효과를 촉진하는데 탁월합니다.



인모드
INMODE

권장 대상 
및  시술 효과

적용부위：얼굴
시술시간：20 ~ 30분(마취 불필요)
회복기간：시술 직후 일상생활 가능

상세 정보

ㆍ이중턱을 개선하고 싶은 경우
ㆍ얼굴의 불필요 지방을 제거하고 싶은 분

지방세포 파괴

ㆍ피부결이  좋지 않아 고민인 경우
ㆍ피부톤을 개선하고 싶은 분

지속적인 콜라겐 재생

ㆍ통증없이 자연스러운 리프팅 효과를 원하는 분
ㆍ수술없이 탄력 및 잔주름을 개선하고 싶은 분

탄력 리프팅

피부 깊숙한 곳부터 선택적으로 지방의 크기는 줄이고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여 피부재생 촉진 및  탄력을 개선하여
매끈하고 탄력있는 V라인을 만들 수 있는
ALL IN ONE 프리미엄 레이저 리프팅입니다.

페이스 리프팅프리미엄 리프팅 컨투어 메이크업 바디 리프팅 메디컬 스킨케어



슈링크
SHURINK

권장 대상 
및  시술 효과

적용부위：이마, 눈썹, 눈가, 눈밑, 브이라인, 처진 볼
시술시간：30분 ~ 1시간
회복기간：시술 직후 일상생활 가능

상세 정보

ㆍ효과적인 V라인 리프팅을 원하는 경우
ㆍ작은 얼굴을 만들고 싶은 분

V라인 리프팅

ㆍ탄력 개선을 원하는 경우
ㆍ얼굴 라인과 탄력을 동시에 개선하고 싶은 분

피부탄력 강화

ㆍ탄탄 촉촉한 얼굴을 원하는 분
ㆍ피부결을 개선하고 싶은 경우

콜라겐 활성화

개개인의 피부에 맞는 맞춤형 카트리지를 사용하여
피부 속부터 탄탄하게 안팎으로 당겨주어 자연스러운
V라인 리프팅 효과와 주름 개선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얼굴 처짐의 근원부터 개선할 수 있습니다.



권장 대상 
및  시술 효과

적용부위：얼굴(주로 이마 위 두피 부분)
시술시간：15 ~ 30분
회복기간：시술 직후 일상생활 가능

상세 정보

ㆍ레이저 리프팅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
ㆍ즉각적인 리프팅 효과를 원하는 경우

즉각적인 리프팅

ㆍ흉터와 주름을 개선하고 싶은 분
ㆍ피부가 예민하여 레이저 시술이 부담되는 경우

각종 주름 개선

ㆍ통증 때문에 리프팅 시술을 주저하셨던 분
ㆍ리프팅뿐만 아니라 흉터 치료도 필요하신 분

피부 리모델링

쉬맥스
SHEMAX

공기압을 이용해 특수 용액을 피부 및 주름에 분사시켜
리프팅을 유도하는 비절개 에어 리프팅 장비입니다.
서브시전 효과도 있어, 여드름 및 흉터 치료에도 효과적입니다.

페이스 리프팅프리미엄 리프팅 컨투어 메이크업 바디 리프팅 메디컬 스킨케어



바디 리프팅
BODY LIFTING

울핏

지방을 분해하고 피부탄력을 올려주어
울퉁불퉁해진 바디 라인을 개선해주는
바디 리프팅 및 타이트닝 시술.

바디 타이트닝 주사

원하는 부위의 지방층에 정확하게 주사하여 
사이즈 감소 및 타이트닝 효과가 있는
바디 타이트닝 시술.



바디 리프팅

기본적인 다이어트만으로는 처진 살과 셀룰라이트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리반 클리닉이 제안하는 다양한 바디 리프팅 솔루션을 통해 지방분해 및
셀룰라이트 개선을 실현하고 당신의 몸매를 빛나게 하세요.

프리미엄 리프팅 컨투어 메이크업 페이스 리프팅 메디컬 스킨케어

더블핏 다이어트

지방분해, 탄력 개선, 면역력 향상, 바디 라인
까지 잡아주는 ALL IN ONE 개인 맞춤형 건강
다이어트 솔루션.



COMBINATION

바디 타이트닝 주사

원하는 부위의 지방층에 정확하게 주사하여 
사이즈 감소 및 타이트닝 효과가 있는
바디 타이트닝 시술.

써마지 FLX

콜라겐 재생 및 주름 개선 효과를 촉진하며,
피부탄력과 타이트닝에 있어 가장 만족도가
높은 프리미엄 장비.

2단계의 초음파 에너지를 통해 지방을 분해하고
피부탄력을 올려주어 울퉁불퉁한 바디 라인을 개선해주는
바디 리프팅 및 타이트닝 시술입니다.

울핏
ULFIT



권장 대상 
및  시술 효과

적용부위

브라라인, 팔뚝, 허벅지,
러브핸들, 엉밑살,
그 외 피부가 처진 부위

시술시간

15분

회복기간

시술 직후 일상생활 가능

ㆍ다이어트 후 피부탄력이 저하된 경우
ㆍ바디의 탄력개선을 원하시는 분

바디 리프팅 및 타이트닝

ㆍ지방 부피 감소와 피부탄력 개선을 원하는 분
ㆍ울퉁불퉁한 바디 라인이 고민인 경우

지방 및 셀룰라이트 개선

ㆍ특정 부위의 지방을 감소시키고 싶은 경우
ㆍ복부, 허벅지 등의 고민부위 개선이 필요한 분

선택적 시술

바디 리프팅프리미엄 리프팅 컨투어 메이크업 페이스 리프팅 메디컬 스킨케어

Before (시술 전)

After (3개월 후)



COMBINATION

더블핏 다이어트

지방분해, 탄력 개선, 면역력 향상, 바디 라인
까지 잡아주는 ALL IN ONE 개인 맞춤형 건강
다이어트 솔루션.

리반 클리닉의 시그니처 시술인 바디 타이트닝 주사는
단순히 살을 빼는 효과가 아닌 지방의 크기를 작게 분해하고
잔류지방을 제거하여 피부의 세포를 건강하게 재배치합니다.
따라서 지방분해만이 아닌 타이트닝 효과까지 실현합니다.

바디 타이트닝 주사
BODY TIGHTENING INJECTION

울핏

지방을 분해하고 피부탄력을 올려주어
울퉁불퉁해진 바디 라인을 개선해주는
바디 리프팅 및 타이트닝 시술.



권장 대상 
및  시술 효과

적용부위

팔, 겨드랑이, 옆구리,
복부, 허벅지, 종아리

시술시간

10 ~ 20분

회복기간

시술 직후 일상생활 가능

ㆍ허벅지, 엉덩이, 팔뚝에 셀룰라이트가 많은 분
ㆍ잘 빠지지 않는 부분 비만 때문에 고민인 분

지방 및 셀룰라이트 개선

ㆍ부분 체형 교정을 원하시는 경우
ㆍ바디 라인과 피부탄력을 개선하고 싶은 분

바디 타이트닝 및 매끈한 라인

ㆍ스테로이드가 없어 다회차 시술이 가능합니다
ㆍ부작용이 우려되시는 경우

No 스테로이드

바디 리프팅프리미엄 리프팅 컨투어 메이크업 페이스 리프팅 메디컬 스킨케어

Before (시술 전)

After (3개월 후)



COMBINATION

단순히 살만 빼는 다이어트가 아닌 타이트닝 시술과
면역력 주사를 더해 지방분해, 탄력 개선,
면역력 향상 및 바디 라인까지 잡아주는
ALL IN ONE 개인 맞춤형 건강 솔루션입니다.

더블핏 다이어트
DOUBLE-FIT DIET

울핏

지방을 분해하고 피부탄력을 올려주어
울퉁불퉁해진 바디 라인을 개선해주는
바디 리프팅 및 타이트닝 시술.

리주버네이션

다양한 앰플로 페이스ㆍ바디 시술 후에도
재생 및 보습을 유지해주어 피부 건강 유지
를 도와주는 시술 후 관리 프로그램.



권장 대상 
및  시술 효과

적용부위

바디 전체

시술시간

30분

다이어트 기간

개인에 따라 다름(맞춤형)

ㆍ체중 감소가 필요한 경우
ㆍ다이어트와 동시에 몸매를 가꾸고 싶은 분

지방 및 셀룰라이트 분해

ㆍ몸매 개선이 필요한 분
ㆍ바디 라인 및 피부탄력을 개선하고 싶은 분

바디 리프팅 및 타이트닝

ㆍ다이어트와 동시에 건강을 개선하고 싶은 분
ㆍ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

면역력 증가

바디 리프팅프리미엄 리프팅 컨투어 메이크업 페이스 리프팅 메디컬 스킨케어

Before (시술 전)

After (3개월 후)



메디컬 스킨케어
MEDICAL SKINCARE 

리주버네이션

다양한 앰플로 페이스ㆍ바디 시술 후에도
재생 및 보습을 유지해주어 피부 건강 유지
를 도와주는 시술 후 관리 프로그램.

기미

재발 가능성이 높은 질환인 기미에 대한
장기적인 꾸준한 관리로 기미 치료는 물론
피부결, 탄력까지 함께 개선해주는 관리.



메디컬 스킨케어

페이스ㆍ바디 시술 후에 일회성 처방으로 끝나는게 아닌, 다양한 피부 관리를
병행하여 피부의 콜라겐 재생을 돕고 시술 유지력을 향상시킵니다. 개개인의
피부 타입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시술로 시간을 되감으세요.

잡티

레이저로 한 차례씩 걷어내어 잡티를
제거하고 관리하여 잡티 치료의 효과와
회복 및 재생 속도를 더욱 높이는 관리.

미백

무너진 피부장벽을 복원하고 미백뿐만
아니라 보습과 영양까지 챙겨주어
피부의 건강 및 재생을 돕는 화이트닝.

프리미엄 리프팅 컨투어 메이크업 페이스 리프팅 바디 리프팅



리반클리닉이 보유한 다양한 앰플들로 페이스ㆍ바디 시술 후 피부의
콜라겐 재생 및  적절한 보습을 유지하여 시술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합니다.
기미, 잡티, 미백, 레이저관리 등 다양한 피부 관리 프로그램을 살펴보세요.

리주버네이션
REJUVENATION



COMBINATION

프리미엄 리프팅

국내외 미용외과학회에서 리프팅 시술의 트렌드 리더로 초청받는
정연호 대표원장은, 풍부한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신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디자인하는  All In One 프리미엄 리프팅을 선보입니다.

ㆍ파워브이 리프팅
ㆍ라핏 리프팅
ㆍ아이넥 리프팅

페이스 리프팅

리반 클리닉은 "풀  전인적  관리" 를 강조합니다. 이는 레이저 
리프팅 시술이 단순히 본원이 보유한 최신의 장비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관리 서비스로 완성되어짐을 뜻합니다.

바디 리프팅

기본 다이어트만으로는 처진 살과 셀룰라이트를 해결하기 어렵
습니다. 리반 클리닉이 제안하는 바디 리프팅 솔루션을 통해
지방 분해 및 셀룰라이트 개선하고 타이트한 몸매를 빛나게 하세요. 

ㆍ써마지 FLX
ㆍ인모드
ㆍ슈링크
ㆍ쉬맥스

ㆍ울핏
ㆍ바디 타이트닝 주사
ㆍ더블핏 다이어트

컨투어 메이크업

리반 클리닉의 오랜 노하우가 집약된 윤곽 개선 프로그램으로서
간단하고 효과적인 시술들로 자연스러운 윤곽을 디자인합니다. 
프리미엄 리프팅과 함께 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ㆍ파워핏 주사
ㆍ실루엣 주사
ㆍ필러

메디컬 스킨케어프리미엄 리프팅 컨투어 메이크업 페이스 리프팅 바디 리프팅



권장 대상 
및  시술 효과

적용부위：얼굴
관리시간：1시간 ~ 1시간 30분
회복기간：시술 직후 일상생활 가능

상세 정보

ㆍ기미로 인해 피부톤이 어두워진 경우
ㆍ기미로 비롯한 색소 치료를 받고 싶은 분

기미 제거

ㆍ밝고 환한 피부톤을 원하사는 분
ㆍ균일한 피부톤을 원하는 경우

피부결 개선

ㆍ기미 및 주름으로 고민인 경우
ㆍ기미 및 노화로 인해 탄력이 떨어지신 분

탄력 개선

기미
FRECKLES

기미는 멜라닌 색소가 피부에 과도하게 축적되는 질환으로
주로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는 광대 주변에 대칭적으로 발생합니다.
재발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라 장기적인 꾸준한 관리로 
기미치료는 물론 피부결, 탄력까지 개선해줍니다.



권장 대상 
및  시술 효과

적용부위：얼굴
관리시간：1시간 ~ 1시간 30분
회복기간：시술 직후 일상생활 가능

상세 정보

ㆍ얼룩덜룩한 잡티로 고민인 경우
ㆍ커지고 진해진 잡티로 고민이신 분

잡티 제거

ㆍ자외선 노출이 잦아 피부톤이 어두워지신 분
ㆍ잡티없는 맑고 깨끗한 피부를 원하는 경우

화이트닝

ㆍ잡티를 비롯한 색소 치료를 받고 싶은 분
ㆍ피부 건강 개선이 필요한 경우

피부재생

잡티
BLEMISHES

잡티는 자외선에 의해 변성된 세포들이 모여있는 상태이며,
하나하나 다양한 크기와 안면부 전체에 산발적으로 발생합니다.

레이저로 한 차례씩 걷어내어 잡티를 제거하고 관리하여
치료의 효과와 회복 및 재생 속도를 더욱 높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프리미엄 리프팅 컨투어 메이크업 페이스 리프팅 바디 리프팅



권장 대상 
및  시술 효과

적용부위：얼굴
관리시간：1시간 ~ 1시간 30분
회복기간：시술 직후 일상생활 가능

상세 정보

ㆍ칙칙하고 어두운 피부가 신경이 쓰이는 분
ㆍ피부톤을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싶은 분

화이트닝

ㆍ밝고 촉촉한  피부톤을 원하는 경우
ㆍ피부 노화로 생기를 잃은 피부를 가지신 분

보습 및 영양 보충

ㆍ피부결 개선이 필요한 경우
ㆍ피부 건강 개선이 필요하신 분

피부재생

미백
WHITENING

피부 미백의 실현은 피부를 지켜주는 장벽의 완성도에 있습니다.
피부장벽이 무너지면 기미, 잡티, 여드름 등의 피부 질환이 발생하는데,
리반 클리닉의 미백 프로그램은 무너진 피부장벽을 복원하여 근본적인
피부 문제를 해결하고 피부톤 개선 효과를 더욱 뚜렷하게 만듭니다.



메디컬 스킨케어프리미엄 리프팅 컨투어 메이크업 페이스 리프팅 바디 리프팅



Fall in love, Lifting & Banhada





문의 및 예약           1833 - 8308

카  카  오  톡           @리반의원

주              소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20, 4층 (극동Galle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