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VS Booster Serum

REVS EMS Mesogun



REVS Booster Serum

astringent 
for skin pores

모공 수렴

hydrated skin

수분 공급

Improve  
skin tone

피부톤 개선

Increased  
skin's elasticity 

탄력 증진

Neo-Pep  
Bright skin tone  화사한 피부톤

PN 
Increased skin's elasticity  탄력 증진

HA
hydrated skin 수분 충전

40여종 활성성분
40 active ingredients



REVS Booster Serum fills collagen in the skin.
Collagen begins to decrease in the early 20 and decreases to less than half by the age of 40, 
significantly reducing skin elasticity. Proliferating fibroblasts that make collagen in the skin  
and helping to activate collagen production is the most effective way of elasticity care.  
REVS Booster Serum works on the skin's epidermis with Mesogun, which helps fill collagen  
in the skin more effectively than normal cosmetics.

피부 속 콜라겐을 채우는 리브스 부스터 세럼.

콜라겐은 20대 초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고 40대가 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눈에 띄게 피부 탄력이 감소합니다. 

피부 안에서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아 세포의 제 기능을 회복시키고 콜라겐 생성 활성화를 돕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탄력케어 방법입니다.

리브스 부스터 세럼은 리브스 EMS Mesogun을 통해 시술하여 피부 표피에서 작용하며,  

일반적으로 바르는 방식의 화장품보다 효과적으로 피부 속 콜라겐을 채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Why REVS Booster Serum? 
왜 리브스 부스터 세럼인가?

Optimal combination of Neo-pep and HA 
네오펩과 HA의 최적의 조합

REANZEN develops 'REVS Booster Serum' and 'REVS Repairing Ampoule'  
by finding the optimal combination of hyaluronic acid and neopep that attract moisture  
with R & D know-how as a bio-convergence technology company.  
We have introduced a reasonably priced product that can be used more safely. 

(주)리엔젠은 바이오 융복합 테크놀로지 기업으로서의 R&D 노하우로 수분을 끌어당기는 [히알루론산]과 [네오펩]의  

최적의 조합을 찾아 ‘리브스 부스터 세럼 ’과 ‘리브스 리페어링 앰플 ’을 개발해, 환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꿈꾸는 고객들에게  

보다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REVS Booster Serum is a skin booster 
product exclusively for spa and aesthetic. 
optimal combination of neopep and 
hyaluronic acid helps brighten skin tone and 
elasticity. The greatest effect is treatment 
with REVS EMS Mesogun

리브스 부스터 세럼은 스파/스킨케어샵 전용  

스킨 부스터 제품입니다.  

네오펩과 히알루론산과의 최적의 조합으로  

화사한 피부톤 개선과 탄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리브스 EMS Mesogun으로 시술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REVS Booster Serum
리브스 부스터 세럼

Skin Rejuvenation Machine combines high 
frequency (RF) and lifting (EMS) effects. 
Micro needle and high frequency are used  
to deliver the active ingredient  
of REVS Booster Serum to the skin,  
which is effective for skin’s elasticity.

고주파(RF)와 리프팅(EMS)효과가 함께 작용하는  

스킨 리쥬버네이션 머신입니다.  

마이크로 나노핀과 고주파를 사용하여 피부속까지  

리브스 부스터 세럼의 유효성분을 전달하여  

탄력 증진에 효과적입니다. 

REVS EMS Mesogun
리브스 EMS Mesogun

size is about to hair's diamter

1/1000
Needle length

100UM

Needle Diamter 

49NM
Number of needles

36 needles

Nano needle chip



Skin regeneration cycle of 28 days 

with REVS Booster Serum, REVS EMS Mesogun,REVS Healing Mask

[1~5회 1주일 간격으로 사용] 

28일의 피부재생 주기를  REVS Booster Serum, REVS EMS Mesogun, REVS Healing Mask 과 함께

1 to 5 times, treatment every week
1~5회 1주일 간격으로 사용

1  ~ 5   REVS Booster Serum + REVS EMS Mesogun

7 DAY 7 DAY 7 DAY 7 DAY

3 42 51

28 DAY

Collagen production by activating fibroblasts
섬유아세포를 활성화시켜 콜라겐 생성 증가

Skin regeneration derived from raw 
anti-aging ingredients 
and homeostatic substances
생체내 항노화 성분에서 유래, 피부 재생 및 항상성 유지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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