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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FILLUS

FINE / FINE PLUS
FILLUS

DEEP / DEEP PLUS
FILLUS

SUB-Q / SUB-Q PLUS

성분 HA 20mg/ml HA 20mg/ml HA 20mg/ml

사용부위 얕은주름, 눈가주름, 미간주름, 목주름
중간/깊은 주름, 팔자주름, 얼굴,

입술, 턱, 이마 보형
깊은 주름, 코 성형

주사부위 Upper dermis Lower dermis, Upper sub-Q Lower sub-Q

시린지용량 1.0ml 1.0ml 1.0ml

바늘크기 30G 27G 27G(25G)

간격 8~12 months 12~18 months 12~18 months

보관온도 2~25˚C 2~25˚C 2~25˚C

유통기한 36 개월 36 개월 36 개월

포장
1 개 주사기 / 1 x 30G,

1 x 27G needles
 1 개 주사기 / 2 x 27G needles  1 개 주사기 / 2 x 27G needles 

CE 인증
(ORIGINAL)

리도카인 모델
(PLUS MODEL)

임상자료 | 팔자주름

제품군

주식회사 웰포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63길 11, 3층 343호(삼성동, 명화빌딩)

Tel. 02-2088-4991   Fax. 02-2088-4993     www.wellfort.co.kr

시술 전 시술 후

아름다움 UP 자신감 UP

FILLUS



안전
낮은 DVS, Endotoxin 잔류량 / 고순도 HA원료 사용 /

CE , KFDA 승인

효과
뛰어난 점성 및 유지기간

MGC공정기술(Multi Group Chain Process)과 DVS가교제의

촘촘한 HA 가교입자 구성

편의
균일한 가교를 통해 부드러운 주입감과 동일한 사용감

사용자의 편의에 맞춘 다양한 제품군

FILLUS FINE  진피 상단층

FILLUS DEEP  진피층

FILLUS SUB-Q  깊은 진피층 또는 피하 지방층

FILLUS DEEP / DEEP PLUS
 » 깊은주름/확대/윤곽보정

 » 팔자주름

 » 미간 깊은주름

 » 이마 깊은주름

 » 입가주름

 » 광대, 턱, 이마 확대/윤곽보정

 » 입술 보형/윤곽

 » 콧대성형

FILLUS FINE / FINE PLUS
 » 얕은주름

 » 눈가주름

 » 미간주름

 » 이마주름

 » 귓볼

 » 입가 잔주름

FILLUS SUB-Q / SUB-Q PLUS
 » 아주 깊은주름/확대/윤곽보정

 » 팔자주름

 » 입술 보형

 » 광대, 턱, 이마 확대/윤곽보정

 » 콧대성형

 » 가슴보형

FILLUS DEEP

FILLUS FINE

FILLUS SUB-Q

진피층

피하지방층

제품별 특성

제품별 사용부위

FILLUS series
● ‘FILLUS’ 는 다중집합사슬공법을 이용하여 인체에 무해하고 볼륨효과가 뛰어난  HA필러입니다.

● 입자의 크기에 따라, FINE / DEEP / SUB-Q의 모델로 구분됩니다.

● 부드러운 주입감으로 사용자의 만족감을 증대시키고 환자의 통증을 줄여줍니다.

특별한 제조기술

MGC공법을 통한 강한 점성과 지지력 

높은 가교율

DVS(divinyl sulfone)를 매개로 한 정밀 가교, 순도성 및 품질의 균일화

뛰어난 효과

조밀하게 구성된 HA입자가 주입감 및 효과 유지기간 증가

다양한 라인업

시술 부위 및 사용자 편의성에 따라 제품 세분화

FILLUS
FINE

FILLUS
DEEP

FILLUS
SUB-Q

DVS BDDE 비교

입자크기 118.15 202.25 ½ amount

가교 5 14 1/3 length

입자구조

다중집합 사슬 공법

(MGC-Multi Group Chain Method)
기존 그물형 구조를 개선한 미세 구슬화 구조를 통해 필러의 체내 유지 시간을 극대화합니다.

1. HA + DVS 2. HA 가교 3. 가교 HA 그룹화 4. 그룹 HA 가교 FILLUS

FILLUS의 가교제인 DVS (Divinyl sulfone)는 BDDE 방식

보다 HA입자를 더 촘촘하게 가교하여, 점도와 응집성을 

향상시키고 필러주입효과를 더 오래 유지시킵니다.

FILLUS

안전 효과

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