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ading Experts in
Cosmetic surgery & Antiaging

in Korea



MEDIA in LaPrin

MBC 생방송 ‘오늘아침’

채널A ‘닥터지바고’

아리랑TV 등 다수 출연

LaPrin
Clinic
History 20 years of Experience 

Trust Built on several millions of Cases

웰니스센터 오픈2 0 1 9

줄기세포 항노화 연구센터 오픈2 0 1 9

지방흡입센터 확장2 0 1 7

라프린 피부과, 뷰티 센터 확장 오픈2 0 1 5

줄기세포 센터 확장2 0 1 4

라프린 청담점 개원 [(프리미엄 브랜드) 본원 확장 이전]2 0 1 3

라마르 울산점, 대구점 개원2 0 1 2

라마르 영등포점, 일산점 ,부산점 개원2 0 1 1

라마르 명동점 ,인천점,강남점, 수원점, 천안점, 이수점 개원2 0 1 0

라마르 건대점, 신촌점, 분당점, 평촌점, 목동점 개원2 0 0 9

라마르 청담점, 삼성점 개원2 0 0 6

라마르 서울대입구점 본원 개원1 9 9 9

무균수술실, 줄기세포연구소, 3D 검사실,
레이저실, VIP병실 등 성형부터 여성클리닉까지

전문적이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7F  스킨·체형 전문 관리실

6F  스킨클리닉 | 여성클리닉

1F  성형클리닉

B1F  라프린 수술센터 | 줄기세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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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프린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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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rin Aesthetic Medical

1999년 개원이래 라프린은 아름다운 미래를 실현하겠다는

고객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눈, 코 등 얼굴성형은 물론 가슴성형, 지방흡입, 줄기세포

재생성형분야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더 큰 만족을 제공하겠다는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혁신적인 미용 수술 기술을 도입·발전시켜

한국의 미용성형, 항노화 의료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선도하는

글로벌 뷰티 메디컬 그룹

No.1 기술력과 임상경험, 첨단시설로 최고의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라프린소개

시술안내

라프린의 핵심경쟁력

성형외과

체형성형 세이프리포 지방흡입, 전신·부위별지방흡입, 지방흡입재수술, 남성여유증, 종아리성형

가슴확대술, 가슴재수술, 가슴축소술, 처진가슴교정술, 유두성형술가슴성형

눈·코·입성형, 눈 및 코 재수술, V라인성형, 리프팅&동안성형얼굴성형

지방이식, 엔도타인 이마거상술, MACS리프팅, 실리프팅안티에이징

여성클리닉

공주케어 비수술 여성성형, 비수술 질타이트닝, 체외충격파

3D소음순조각술, 음핵노출술, 질축소술여성성형

요실금, 피임, 여성질환, 웨딩검진여성검진

스킨클리닉

브라이트닝 브라이트닝 토탈솔루션, 파워 브라이트닝, 타이트 브라이트닝, 스피드 브라이트닝

젠틀맥스프로, 스무스 아이

안티에이징 토탈솔루션, 리쥬란힐러, 포토나4D내추럴리프팅, 파워울쎄라리프팅, 쁘띠성형안티에이징

바디슬리밍 토탈솔루션, 타이트스컬프, 슬리머스, 청담공주다이어트주사

호르몬밸런스다이어트

바디슬리밍

줄기세포 항노화클리닉

줄기세포 재생성형 줄기세포 얼굴·가슴지방이식, 줄기세포 안면거상술, 줄기세포 힙업성형,

줄기세포 셀리프팅·흉터재생·쁘띠성형, 줄기세포 탈모치료,

줄기세포 여성회춘술·남성회춘술 

웰니스센터

줄기세포 재생성형 정밀검사, 전신 크라이오테라피, 고압 산소테라피, 전신 LED(PBM)테라피,

체외충격파테라피, 스템셀 혈관강화테라피, IV테라피

풍부한 수술경험

1년 평균 지방흡입 3,000건 이상

20년간 가슴성형 3,000건 이상

수술경험이 있는 전문의료진이 최상의 결과를 약속

안전 우선 시스템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빠른 대처가 가능한 종합병원

수준의 응급대처시스템을 운영 하고 있으며,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첨단장비와 마취전담간호인력이 실시간 상주

최신 수술 및 레이저 장비

셀뱅크시스템, 베살리우스, 스마트프렙2, 3D 벡트라, 셀카운팅,

포토나2 4D레이저, 울쎄라, 에어젯, 비비브, 코레지, 체외충격파,

크라이오, 전신 LED 등 대학병원급 수술장비와

고가의 첨단 레이저장비 다수 보유

최첨단 가상 진단시스템

3D 체형분석시스템 등을 통해 가슴성형, 지방흡입, 코성형 등

시술 전에 시술부위의 정확하고 입체적인 진단을 하며

정확한 분석과 전후 비교가능

무균 클린 시스템

수술에 최적화된 온도와 습도를 섬세하게 조절하여

수술 중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미세먼지 및 각종 세균의 유입을

완벽하게 차단

줄기세포 시스템

라프린은  줄기세포 집중병원으로 수술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줄기세포 배양, 추출, 장기 보관 시설 완비

차별화된 수술 후 관리

라프린만의 차별화된 사후관리 및 흉터케어 프로그램은

빠른 회복과 확실하고 우수한 수술결과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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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소개

박병춘 대표원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대한미용외과학회 정회원

대한줄기세포학회 정회원

대한비만학회 정회원

대한지방성형학회 정회원

대한의학레이저학회 정회원

MBC 생방송 오늘아침, 시사매거진 2580 자문의

2000년 라마르 네트워크 설립

전 라마르 압구정점, 서울대본원 대표원장

Dr. Park Byoung Choon

최영환 원장

2003 종아리 비수술적 근육퇴축술(NICR) 개발

2006 대한 우주인선발대회 의무의원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대한미용외과학회 정회원

대한비만성형학회 정회원

대한비만체형의학회 정회원

대한미용웰빙의학회 정회원

대한여성비만노화방지학회 정회원

대한요법카이로프랙틱협회 이사

대한보완대체의학 총연합회 이사

Dr. Choi Young Hwan�

이영종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대한두개안면성형학회 정회원

대한미세수술학회 정회원

전 예쁜얼굴 성형외과 원장

전 글로웰 성형외과 원장

Dr. Lee Yeong Jong�

이현우 원장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졸업

경희대학교병원 전공의 수료

경희대학교병원 전문의

대한미용외과학회 정회원

대한비만체형의학회 정회원

대한비만미용치료학회 정회원

Dr. Lee Hyun Woo�

조주연 원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수료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 전문의 

대한의학레이저학회 정회원

대한미용웰빙학회 정회원

대한임상영양학회 정회원

Hong Kong & Singapore
Pure Yoga Workshops & Training

전 차앤유 클리닉 원장

전 롯데 호텔(본점) 더클리닉 원장

전 미앤아이(압구정점) 클리닉 원장

전 닥터홈즈 클리닉 원장

Dr. Cho Joo Yeon�

김보영 원장

산부인과 전문의

충남대학교 의과대학교 졸업

충남대학교 병원 인턴 과정 수료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모병원 전공의 과정 수료

가톨릭대학교 산부인과 외래 교수

대한산부인과학회 정회원

대한주산기학회 정회원

대한폐경기학회 정회원

대한여성미용의학 연구회 정회원

대한여성회음성형학회 정회원

전 청화병원 산부인과 과장

전 라메르산부인과 원장

Dr. Kim Bo Young�

풍부한 수술경험이 있는 전문의료진이
지속적인 교육과 학술연구를 통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NE DAY

20년 동안의

지방흡입

경험과 노하우

한국 최고의

지방흡입

기술과 결과

1년 평균

3,000 case

이상의 수술

20년

지방흡입

경험과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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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Liposuction

LaPrin Liposuction for your body line
라프린 체형성형센터는 현존하는 거의 모든 지방흡입기술을 도입·시술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 클리닉으로서 국내 최고의 지방흡입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aPrin SAFE Lipo 장점
provides Exceptional Safety & Results!!

기존의 강제흡입 방식과 달리 지방을 물처럼 만들어 지방세포만 부드럽게 선택적으로 

흡입하기 때문에 울퉁불퉁함 없이 빠른 시간 내 매끈한 바디라인이 가능합니다.

LaPrin SAFE Lipo 
We can vouch for the unbelievable results!!

베이저2 하이데프

콜라겐 자극으로 지속적 리프팅효과에 매끈함까지!

마이크로 에어

2mm의 초미세관을 통한 미세진동 흡입으로 조직손상 최소화

프로바디 매트릭스

모든 근육과 지방 조직 두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 장치

BEFORE AFTER BEFORE AFTERAFTER

압도적인 속도!

1,000CC 지방흡입 5분이면 Ok!

확실한 사이즈 감소!!

원데이 전신 지방흡입

퍼펙트한 바디라인 완성!

탄력있고 매끄러운 바디라인

부작용 최소!

출혈, 통증, 울퉁불퉁함, 처짐 없음

철저한 사후관리!

2년 지방흡입 책임보장제, 흉터케어시스템

약 3시간수술시간

수면마취마취방법

당일퇴원입원여부

2 ~ 3회내원치료

빠른회복회복기간

원데이 전신 지방흡입
하루에 OK! 한번에 OK!



성형외과  Breast Augmentation

No.1 가슴성형
볼륨감+촉감+안전성 모두 가능한

Microthane®
마이크로탄

(부작용 최소화)

Subfacical
breast Augmentation

근막하 가슴성형
(타병원-근육하 가슴성형)

Active Subfacical
breast Augmentation

액티브 근막하 가슴성형

LaPrin Active Breast Augmentation
라프린 액티브 가슴성형

20년간 3,000 case 이상의 수술 경험 의료진

근막하가슴성형 국내 유일 최다 시술 1,000 case 이상

스페셜 가슴성형 전담팀 가슴성형 전문의료진과 마취과전문의, 애프터케어팀의 수술 시스템

줄기세포를 이용한 흉터케어

10년 구형구축 책임보증제 국내 1위

과학적이고 안전한 수술 3D벡트라 체형 분석, 초음파 등을 통한 분석과 흉터, 구형구축치료 시스템

BEFORE AFTER

No.1 가슴성형

Microthane®
마이크로탄

(부작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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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탄 보형물 우수 인증병원
마이크로탄 보형물 최다 수술병원

라프린은 일반 보형물보다 사용하기가 까다롭고

고난이도 수술 테크닉이 필요한

마이크로탄 가슴성형전문 클리닉입니다.

라프린 액티브 근막하 가슴성형 장점
안전하고 우수한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01. 가장 부드러운 촉감과 볼륨감을 주면서, 재수술 위험성은 최소화

02. 실제 가슴과 같은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촉감 

03. 빠른 회복과 편안함

04. 통증 최소화 및 일상생활 지장 적음

05. 처진가슴 교정 효과

06. 합병증 걱정 없음(보형물 파열, 구형구축)

BEFORE AFTER



입체적인

볼륨감

투명하고

맑은 피부

주름개선으로

동안 얼굴 완성

줄기세포 얼굴 지방이식의 장점

생착률

극대화

성형외과 Stem-Cell 성형외과 Stem-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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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항노화 연구센터
라프린 줄기세포 항노화 연구센터는 지방흡입 20년 수술 노화우와

줄기세포 첨단 시스템 및 전문 연구원을 기반으로

안티에이징의 다양한 치료방법을 연구 개발하여 기존 시술의 한계를 극복한

보다 안전하고 검증된 줄기세포 치료 서비스를 약속 드립니다. 

줄기세포 이지스템셀 시스템
라프린의 줄기세포 재생성형은 15분 내에 줄기세포 추출을 통해 생착률을 극대화하는 독보적인 핵심 기술력입니다.

무균 클린룸

무균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

셀카운팅/셀뱅크시스템

연구소와 대학병원급 극저온 냉동보관시스템

줄기세포 연구원 상주

손상 최소 및 줄기세포 추출의 단순화

18년의 줄기세포 치료 노하우

세포분리 및 지방흡입의 노하우로 치료효과 극대화

ONE-STOP시스템

채취~세포이식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원스톱 진행

최첨단 전문장비 보유

분석부터 분리, 추출 관련 다양한 장비 보유

Laprin Aesthetic Medical | 13

BEFORE AFTER BEFORE AFTER

줄기세포 얼굴 지방이식의 

줄기세포 얼굴 지방이식
본인의 복부나 허벅지 등에서 지방을 추출해

얼굴에 이식하는 자가 지방성형으로,

얼굴의 볼륨감과 탄력을 개선해 줍니다.

BEFORE & AFTER

단순히 지방만 이식하는 것이 아닌
SVF(지방유래세포)를 분리하여 이식하기 때문에

기존 지방이식보다는 더욱 뛰어난 효과를 보여주며,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 Stem-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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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확장 진동 주입 방식 이지스템셀 시스템 3STEP 세이프리포 지방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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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가슴 지방이식
라프린에서는 빠르고 안전하게 대용량 지방흡입 후 원스톱으로 SVF(지방유래세포)를 추출하며,

3~4배 많은 양의 지방을 균일하게 주입하므로 우수한 결과를 보장합니다.

줄기세포 탈모치료

                                                   자신의 모낭이나 SVF(지방유래세포)를 이용해
1~2회 시술만으로도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모발의 밀도를 높이고, 새로운 모낭의 성장을 도와 줍니다. 

모발이식, 약물치료 없이 탈모 해결!

LaPrin only
우수한 생착률, 합리적인 비용, 줄기세포를 이용한 고난이도 기술의 가슴지방이식은 라프린에서만 가능합니다.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자연스러운

볼륨감
오랜 유지기간 합리적인 비용 군살제거 효과

남성형,

여성형 탈모

모두 치료가능

1회 3개월이면

치료 효과

기존 모발 강화,

신생모발 생성

생착률 극대화

오랜 유지기간

치료 기간 및

비용 절감

왼쪽 140.7cc 증가!

오른쪽 100.4 증가!

수술 전(2019.01.09) 수술 후 (2019.04.02)

자가 모낭세포 주사 시술과정

자가 지방세포 주사 시술과정

모낭 세포 2mm 채취

귀 뒤 두피, 모근, 모낭 
두 가닥 정도를 펀치(2mm)로 채취

채취 샘플 세분화

모낭 세포 샘플을 
분리 시키는 과정

자가 모낭세포 주사

세분화시킨 모낭세포를
두피에 주사

자가지방세포 주사

세분화시킨 tSVF를
두피에 주사

정제 및 분리

tSVF를
정제 및 분리하는 과정

복부나 허벅지에서 지방채취

특수 2mm 캐뉼라로
통증없이 채취

6개월 동안 30%이상 지방이 더 재생될 수
있습니다.

※ 한쪽당 210cc 주입

3D 벡트라 분석결과
수술후 3개월



성형외과 Stem-Cell 성형외과 Stem-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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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여성 회춘술(러브샷)
수술이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SVF(지방유래세포)를 이용하여 부작용 없이
노화나 갱년기로 인하여 생긴 여성 성기능 저하를 개선해 줍니다.

성감 증대 질 건조증 완화 요실금 완화
여성 성기능

장애 교정

줄기세포 셀리프팅 시술 방법

tSVF주사

tSVF를
피부에 주사

정제 및 분리

tSVF를
정제 및 분리하는 과정

복부나 허벅지에서 지방채취

특수 2mm 캐뉼라로
통증없이 채취

줄기세포
여성 회춘술(러브샷)의 작용
SVF(지방유래세포)는 몇 주 안에
새로운 섬유아세포로 분화하여
질벽을 두껍게하고 근육의 톤을 회복시키며
혈류량을 증가시켜 질벽의 탄력 증가 시킴

줄기세포 셀리프팅
자가 지방에서 추출한 SVF(지방유래세포)를 진피층에 직접 주사하여 잦은 레이저나 시술에 지친 피부 세포를
재생시켜주며, 전반적인 피부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멀티 고주파 장비인 코레지와 병행시술시 세포를 더 많이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운동시키기때문에 더욱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 흉터재생
자가 지방에서 추출한 SVF(지방유래세포)를 피부에 이식하여 세포를 활성화 시켜줌으로서
피부재생 및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에 남은 흉터를 개선해 줍니다.

주름개선 피부 탄력 증가 노화 피부재생 색소질환 개선

줄기세포 남성 회춘술
혈관이 좁아지면서 생긴 강직도 저하나 발기부전을 수술이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SVF(지방유래세포)를
이용하여 부작용 없이 치료해 줍니다. DUOLITH SD1 ULTRA(체외 충격파 시스템)와 병행 치료시
더욱 빠르고 확실한 개선이 가능합니다.

발기력 증대 성감 증가 강직도 개선
발기시

성기 확대

BEFORE AFTER

줄기세포 흉터재생+흉터레이저
4회 시술 후

줄기세포
남성 회춘술의 작용
SVF(지방유래세포)치료를 통해
발기부전의 주된 원인이 되는 좁아지고
약해진 혈관을 재생하고 강화하며, 미세혈관을
신생하여 성기로 충분한 혈류를 유도해
남성기능 강화

※ 줄기세포 셀리프팅과 흉터재생은 레이저 시술과 병행시 시너지효과가 있습니다.



성형외과  ANTI-AGING

20년간의

시술 경험과 노하우

피부 노화 상태의

정확한 분석과 진단

최고 수준의

줄기세포 피부치료

프리미엄

첨단 레이저 장비

꼼꼼한 시술과

철저한 사후관리

ANTI-
AGING

나노 얼굴 지방이식
입자가 다른 두 종류의 즉, 마이크로 지방과 나노 지방을
피부의 각기 다른 층에 주입하여 생착률을 90%이상 높이고,
매끈하고 탄력있는 피부를 완성해 줍니다.   

포토나 4D리프팅 통증 없고 효과 빠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동안 리프팅

실리프팅 특수 실을 이용하여 빠르고 안전한 비수술 리프팅

라프린 실리프팅의 특별함

BEFORE AFTER

자연스럽고 볼륨감 있는 얼굴

피부탄력 및 주름 개선

높은 생착률과 긴 유지기간

불편함이나 부작용 없음

6만건 이상 실리프팅 시술 경험의 전문 의료진

최첨단 피부분석시스템을 이용한 탄력, 주름 맞춤 시술

절개와 출혈 최소화

안전성이 검증된 다양한 실 시술

줄기세포 피부치료줄기세포 피부치료

나노 얼굴 지방이식나노 얼굴 지방이식
입자가 다른 두 종류의 즉, 마이크로 지방과 나노 지방을입자가 다른 두 종류의 즉, 마이크로 지방과 나노 지방을
피부의 각기 다른 층에 주입하여 생착률을 90%이상 높이고,피부의 각기 다른 층에 주입하여 생착률을 90%이상 높이고,
매끈하고 탄력있는 피부를 완성해 줍니다.   매끈하고 탄력있는 피부를 완성해 줍니다.   

자연스럽고 볼륨감 있는 얼굴

피부탄력 및 주름 개선

높은 생착률과 긴 유지기간

불편함이나 부작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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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업 오메가 리본 실루엣 소프트

상처, 통증, 회복 기간 없이
피부를 당겨 주름개선

콜라겐 생성을 통한
자연스러운 리프팅 효과

입 안쪽으로 레이저 조사하여
피부 표면에 상처 없음

비수술 안면거상

팔자주름 등 굵은주름 개선

이중턱, 처진 볼살 개선

강력한 리프팅 효과

파워 울쎄라리프팅

울쎄라와 클리어리프팅을 복합적으로 시술하여
기존 울쎄라의 효과를 증대시킨 리프팅 

연예인들의 뷰티 시크릿! 비수술적 주름 성형의 앞선 트렌드비수술적 주름 성형의 앞선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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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센터 웰니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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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센터 소개
정확한 검사 및 진단에 기초하여, 단순한 치료가 아닌 예방+치료+신체 밸런스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와 테라피를 제공합니다.

크라이오테라피
영하 약 100~130 ℃ 이하 극저온의 온도로 체온을
의도적으로 낮춤으로써 몸이 이에 반응하여 신진대사 활성화 및
신체 자가 치유 능력을 유도하는 치료요법

검사 프로그램
세포 건강도, 스트레스 지수, 호르몬 수치 등 검사 및 진단

크라이오테라피 효과
몸 전체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칼로리를 소모하여
체중감량 효과가 있으며, 만성 통증, 부기를 관리 및 감소
해주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 운동 후 관리에도 좋습니다.

MDS검사

BIA(세포기능)검사

NK(세포 활성도)검사

유기산검사

HRV(자율신경계)검사

모발 미네랄·중금속검사

여성·남성 호르몬 검사

환경 호르몬검사

의료용 고압 산소챔버

크라이오

LED광선치료기

SD1 울트라 체외충격파

스마트프렙

웰니스센터 장비소개

칼로리 소모 및

다이어트 효과

피로회복 및

수면장애 개선

수술 후 회복 및

부기관리

염증 및

면역기능 개선

WELLNESS CENTER

고압 산소테라피
대기압보다 기압이 높은 챔버에서 90~95%의
고농도의 산소를 흡입시켜 세포 에너지(ATP)를
증가시키는 비침습성 치료요법

고압 산소테라피 효과
세포에 산소 농도가 증가되면서 에너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생산하여 치유능력을 향상 시키기 때문에 회복 속도를
50~80%까지 증가시켜 줍니다.

혈액순환 개선
피로회복 및

수면장애 개선

수술 후 회복 및

부종감소

염증 및

면역기능 개선

WELLNESS CENTER

WELLNESS

사고/수술 후

빠른회복

항노화 만성피로/

컨디션회복/불면증

급성/만성통증

체력향상/운동전후



웰니스센터 웰니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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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셀 혈관강화테라피
세포들을 추출 및 농축하는 우수한 장비인 스마트프렙을
이용해 혈액에서 추출한 자가 줄기세포와 성장인자를
정맥주사를 통해 주입하는 치료법

스템셀 혈관강화테라피 효과
혈액에서 추출한 줄기세포와 성장인자는 혈관을 따라
우리 몸 전신을 돌며 혈관을 재생, 강화 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염증을 개선해 줍니다.

혈액순환 개선
염증 개선 및

면역력강화
재생 및 빠른 회복

만성피로증후군

개선

WELLNESS CENTER

IV테라피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과 다른 필수 미세 영양소를
직접 정맥에 주사해 혈류로 공급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경구 투여보다 높은 흡수율을 보이며,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는 효과적 방법

IV테라피 효과
30분 정도 주사 투여로 간단하면서도 빠르게
신체의 영양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며,
몸 상태에 따라 개인별 맞춤 주사 시술이 가능합니다.

맞춤형

영양소 공급

에너지충전 및

면역력강화

만성피로증후군

개선

항노화 등

다양한 효과

WELLNESS CENTER

전신 LED(PBM)테라피
붉고 낮은 파장의 적외선 광선(LED 빛 에너지)을
피부 아래 조직으로 깊숙이 침투시켜 우리 몸의
림프 순환계를 자극하고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치료요법

LED(PBM)테라피 효과
LED테라피는 혈관 확장에 기여하는 산화질소(NO)를 방출하고
세포 에너지(ATP)를 자극하여 에너지 대사와 조직 재생을 돕고,
세포 노화를 예방해 줍니다.

혈액순환 개선 만성염증 개선
수술 후 회복 및

부종감소

피로회복 및

수면장애 개선

WELLNESS CENTER

체외충격파테라피
음속보다 빠르게 몸 속으로 전달되는 압력 파동을
병변 부위에 적용하여 세포 재생 및 활성화를
도와주는 비침습적 치료요법

체외충격파 효과
체외충격파는 안티에이징, 성기능 개선 등 몸 전체의
세포 기능 손상 치료와 회춘을 위한
가장 진보적이고 자연적인 치료법입니다. 

통증 완화 혈액순환 개선 성기능 개선
피부 미용 및

비만 개선

WELLNESS CENTER



성형외과  EYES/NOSE SURGERY 프리미엄 스킨클리닉

LaPrin EYES/NOSE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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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경력의 전문 의료진의 풍부한 시술경험과 노하우

스페셜 전담팀 분야별 전문의료진과 마취과전문의,
애프터케어팀의 수술 시스템

최첨단 안전 수술실 대형 병원급 무균 에어샤워시스템과
초대형 무균수술실

확실한 수술효과

자연스럽지만 또렷한 눈매, 오똑한 코

1:1 맞춤 수술!

개개인의 얼굴을 고려한 균형 있고 조화로운 수술 

독자적인 수술방법!

비절개, 최소침습 등 다양한 수술법 개발

출혈 최소화!

베살리우스 수술기 이용

부작용 최소화!

부기, 멍 등이 없고 회복이 빠름

라프린 눈/코성형의 장점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 AFTER

30여종 프리미엄 첨단

레이저 장비

정확한 진단,

과학적인 피부 분석 시스템

합리적인 비용의

최신 시술 및 스킨케어

개개인의 피부 상태에 맞는

1:1 맞춤 의료서비스

꼼꼼한 시술과 

철저한 사후관리

Premium
Skin Clinic

라프린 토탈 솔루션
색소, 주름, 탄력 저하 등 피부의 다양한 문제를
최신 첨단 피부측정기인 비지아, 3D안테라시스템을
이용해 정밀한 분석과 진단을 통한
맞춤 치료 프로그램

브라이트닝 젠틀맥스 프로 잡티, 주근깨 등 색소 감소, 탄력 증가, 주름개선

색소 및 모공 감소, 필링, 리프팅 효과포토나 QX-MAX

다크서클, 눈가탄력, 눈밑주름, 눈밑지방 개선스무스아이(포토나 4D)

리프팅&
안티에이징

포토나 4D 리프팅 눈가, 입가, 팔자주름, 모공 및 피부결 개선

콜라겐 재생, 리프팅 효과파워울쎄라리프팅

필러, 보톡스, 스컬트라로 눈밑꺼짐, 볼륨개선 등쁘띠성형

BEFORE AFTER BEFORE AFTER



여성클리닉 CUSTOMER SERVICE 보유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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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술 질타이트닝
절개나 흉터 없이 안전하고 완벽하게 여성을 재탄생 시켜주는 시크릿 시술

3D소음순조각술
메스가 아닌 베살리우스 수술기를 이용해 출혈 최소화하고, 미적 문제+기능적 문제 동시 해결하는 소음순 성형

체외충격파 성기능 개선
체외충격파가 근본적으로 조직을 재생시켜 성감 감소, 성교통, 질건조증, 불감증, 요실금을 확실하게 개선

1회 30분 시술로 80%이상 질탄력 개선

남녀 모두 만족하는 확실한 성감 개선 효과

무통증, 빠른 회복 및 요실금 개선

비비브

질벽 타이트닝으로 드라마틱한 성감 향상 

외음부 미백 개선 효과

질염, 요실금 등 치료

포토나2

소음순 좌우 대칭

및 색상의

확실한 개선

소음순 비대

에 의한

잦은 질염 예방

성관계 및

일생 생활 시

불편함 해소

라프린의 보유장비
각 분야별 최신 첨단장비를 도입하여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줄기세포 첨단장비

셀뱅크시스템
셀카운팅
휴리셀(줄기세포 자동분리기)
스마트프렙
멀티스테이션

지방흡입 첨단장비

베이저2 하이데프
마이크로 에어
프로바디 매트릭스

가슴성형 첨단장비

3D 벡트라(3D 체형분석시스템)
유방초음파
스톨츠 내시경

레이저장비

포토나2 4D
울쎄라
젠틀맥스

수술장비
베살리우스(수술용 절개, 지혈장비)

특수장비
DUOLITH SD1 ULTRA
(체외 충격파 시스템)
의료용 고압 산소 치료기

※ 그 외 매우 다양한 전문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급

첨단 레이저 장비

다수 보유

1:1 맞춤 시술과

철저한 사후관리

풍부한 임상경험의

산부인과 전문의 여의사 진료

독자적인 여성성형 개발 완벽한 비밀 보장 시스템

LaPrin
Woman
Clinic



서울
우리들병원

신한은행

하나은행

커피빈

청담동성당

우리은행

경기고등학교방면강남구청방면

청담사거리
방면

7호선
청담역

P

EXIT

8

상담 및 문의

1899-7812 http://laprinps.com

라프린의원 라프린

진료시간

월·화·수 AM 10:00 ~ PM 07:00

토요일 AM 10:00 ~ PM 04:00

목·금 야간진료AM 10:00 ~ PM 09:00

공휴일 / 일요일 휴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709 명보빌딩 B1, 1, 6F
(지번번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47-2)

지하철 7호선 청담역 8번 출구 10m 신한은행 건물

지하철 이용 시 오시는 길

인천국제공항에서 오실 때
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역에서 승차 후 ▶ 홍대입구역 2호선 환승 ▶ 건대입구역 7호선 환승

 ▶ 청담역에서 하차 후 8번 출구 바로 앞 신한은행 건물 1F, 6F

김포공항에서 오실 때
9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승차 후 ▶ 고속터미널역 7호선 환승 ▶ 청담역에서 하차 후 8번 출구 바로 앞 신한은행 건물 1F, 6F

서울역에서 오실 때
4호선 서울역에서 승차후 ▶ 총신대입구(이수)역 7호선 환승 ▶ 청담역에서 하차 후 8번 출구 바로 앞 신한은행 건물 1F, 6F

고속터미널에서 오실 때
고속터미널역 7호선 환승 후 ▶ 청담역에서 하차 후 8번 출구 바로 앞 신한은행 건물 1F, 6F

동서울 종합터미널에서 오실 때
2호선 강변역에서 승차 후 ▶ 고속터미널역 7호선 환승 ▶ 청담역에서 하차 후 8번 출구 바로 앞 신한은행 건물 1F, 6F

공항버스 이용 시 오시는 길

인천공항 : 4A, B에서 공항 리무진 6006번 버스 이용
프리마호텔 정류장하차 ▶ 청담사거리 방향 직진 후 좌회전 도보 870m ▶ 명보빌딩 1F, 6F(신한은행 건물)

김포공항 : 국내선 or 국제선 정류장에서 공항 리무진 6000번 버스 이용
반포역 정류장 하차 ▶ 3414번 승차 후 강남구청, 강남세무서 하차 ▶ 라프린의원까지 약 290m 걷기 ▶ 명보빌딩 1F, 6F(신한은행 건물)

버스 이용 시 오시는 길

지선 3219, 4419, 3011, 3414, 2415, 4212, 4318, 2413, 3217

직행 9607, 6407, 9507

간선 301, 401, 143, 362, 240, N61, 146

마을 강남08

순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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