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LA + HA HYBRID FILLER



제품설명

4세대 스킨 부스터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제품명

이브아르 하이드로 필러 비텐 하이드로 플러스 필로르가 NCTF135HA VIVABELLA 50

특징 고농도 비가교 HA 크로스 링크된 HA
HA+항산화제

+미네랄+비타민
HA+항산화제

+미네랄+비타민

장점
미용 성형용 비가교 HA
보습, 윤광, 일시적

주름 개선

1세대 필러의
지속시간 증가

HA외에 추가 성분
미백, 탄력 효과 상승

자가세포재생
피부 톤+보습+탄력 등
전반적인 트러블 개선

단점 짧은 지속시간
1세대 물광보다
효과가 약함

여러 번 시술 필요 용해 시간 필요

탄력성 2 1 4 5

지속시간 1 2 3 5

인증 FDA 없음 CE CE

작용 기전

• 신체의 대식세포가 주입된 VIVA BELLA 50의 PLA를 분해하며 면역반응을 유도하고, 섬유아세포가
활성화시켜 콜라겐을 생성합니다.

• 생성된 콜라겐이 표피층과 진피층에서 지속적으로 물을 결합시켜 피부노화를 방지하고, 미백과 재생, 
보습효과를 만들어 냅니다.

• 또한, 생성된 콜라겐이 피부조직재생을 활성화시켜 모공축소 및 여드름과 피부상처로 만들어진 흉터를
치료합니다.

• VIVA BELLA 50의 효과는 일반 피부시술 제품보다 더 오랜 기간(약 6개월)동안 유지됩니다.

• VIVA BELLA 50의 주 성분인 PLA는 생분해성 고분자 바이오폴리머로, 신체내에서 분해되어 신진대사
작용으로 외부에 배출되므로 인체에 무해합니다.

제품상세정보

• 용량 : 50mg/vial (42.4mg PDLA + 7.5mg HA)

• PDLA 크기 :10~40 마이크로 미터

• 캐뉼라 사이즈 : 30~3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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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개

• VIVA BELLA 50은 안면에 주입하여 피부의 얇은 부분에 주입하여
잔주름 개선과 피부미용에 뛰어난 효과를 가진 콜라겐 스킨부스터입니다.

• VIVA BELLA 50은 제조사만의 고유 특허기술로 만들어진 미세입자
스프레이 공법을 이용해 아주 미세한 분자만 골라내어 다공성의 원형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이 기술을 통해 피부의 얇은 부위에도 주입이 가능하며, 콜라겐이 뭉쳐 발생
하는 결절의 부작용 또한 없습니다.

• 작은 입자로만 선별된 폴리락틱산(Poly D-Lactic Acid)과 히알루론산
(Hyaluronic Acid)이 주입부위에 콜라겐을 생성시켜 피부의 잔주름을 제거하고
잔상처를 없앨 뿐 아니라 모공축소, 보습과 탄력, 미백효과까지 갖춘 높은 퀄리티의
콜라겐 부스터입니다.

• VIVA BELLA 50은 CE 3등급, KFDA 4등급인증을 획득하여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의료기기입니다. 

주요 특징

• VIVA BELLA 50은 PLA의 L과 D폼을 모두 다 사용하며, 기존의 PLA 제품들보다 더 미세한 PLA만
선별하여 사용되므로, 기존 PLA 제품의 부작용인 결절(Node)이 없을 뿐 아니라, 얼굴 전 부위에 시술이
가능합니다. 

• VIVA BELLA 50의 PLA는 더 작은 다공성 구형 분자형태로 아주 작은 입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매우
부드럽고 고통이 적은 주입이 가능합니다.

• VIVA BELLA 50은 주입 후, 약 4주 간에는 HA의 물광효과를 이후에는 PLA가 콜라겐을 생성하여 약
6개월 간 피부개선효과를 만들어 냅니다.

• VIVA BELLA 50은 Vortex Mixer를 이용하여 시술 30분 전에 제품을 현탁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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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A BELLA 50 VIVA BELLA 200

분자크기 10~40 ㎛ 10~70 ㎛

효과
잔주름개선, 피부미용, 
모공축소, 상처치료

주름개선및볼륨효과

시술부위 눈가, 눈밑, 미간, 이마 팔자주름, 관자놀이, 볼

유사제품 레스틸렌비탈 / 리쥬란 스컬트라

유지기간 6개월 24개월

VIVABELLA 50과 VIVABELLA 200의 차이점

제품차별성

특허받은 원형의
다공형구조



시술 준비

• 시술 하루 전 :  
시술 24시간 전에 생리식염수 5ml에 혼합하여 재워 둔 이후
사용 전에 약 10분간 가볍게 흔들어서 섞은 후 사용
→ 더 부드러운 주입이 가능

• 시술 당일 : 
시술 30분 전에 생리식염수 5ml에 혼합하여
Vortex Mixer 사용 / 3,000 rpm 이상 / 15~20분 정도 섞은 후 사용
→ 즉각적인 사용이 가능

• 권장사용 캐뉼라 사이즈 : 30~31G

• 의사의 판단에 따라 마취제를 사용할 경우, 생리식염수를 1ml 줄이고, 리도케인을 1ml 넣어 사용 가능

시술 방법

• 1회 주입에 1바이알 사용으로 총 3번의 세션으로 나눠서 1달 간격으로 시술 (총 3달 / 총 3회 시술)

• 이 후 지속인 효과의 유지를 위해서 6 ~ 12개월의 간격으로 한번씩 시술

권장 부위

메조세라피 사용 시 :

• 얼굴 전반

주름개선용 사용시 :

• 눈가

• 이마

• 미간

• VIVA BELLA 50은 피부층이 얇은 안면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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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부위

• 진피층

2~3cc

1cc
1cc

4~6cc
2cc

2cc

2cc

시술방법

WELLFORT VIVABELLA 50



BEFORE AFTER

곰보치료

피부미백

모공축소

여드름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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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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