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가 늘어지고
점점 쳐지는게
고민이신 분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제허 14-1422호   광고심의 필: 심의번호 2017-ET1-21-0103

사용목적: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로 조직을 응고하여 눈썹리프팅(카트리지 모델: L4-4.5, L7-3.0, L7-1.5, 
L2-3.0W, L7-3.0W, L7-1.5W, MF5, MF2)에 이용하며, 얼굴(양볼)(카트리지 모델: MF1, MF3, MF4), 복부 및 
허벅지(카트리지 모델: MF1, MF3, MF4,MF6, MF9) 피부와 피하조직의 탄력 개선에 사용하는 기구

본원은 슈링크 정품 공식시술 병원입니다.

이런 분에게 권합니다

피부가 나이가 들면..

늘어진 피부, 쳐진 피부… 거울을 볼때마다 탄력이 고민이라면?

피부를 당기자! 슈링크로 피부 당김 효과

피부가 나이 들면 표피의 두께가 얇아지며, 

진피의 뚜께는 약 20% 정도 감소합니다.

탄력섬유 성분이 변성이 되므로 외관상 처지거나 

굵게 주름진 피부로 보이게 합니다.

2
피부당김효과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

3

복부 및 허벅지의
탄력개선을
원하시는 분

4
얼굴(양볼)에  
처진 피부때문에
고민이신 분

5

떨어지는
탄력이

걱정이신 분

1 슈링크 리프팅
늘어진 피부의 속부터 표면 탄력까지



3.0 mm 4.5 mm1.5 mm

의 검증된 기술력

슈링크 시술은 어떤 사람에게 좋은가요?

슈링크는 페이스 리프팅, 피부 처짐에 효과적입니다.

일상생활엔 지장이 없나요?

네. 슈링크 리프팅 시술은 시술 후 직장생활 및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시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시술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슈링크의 입증받은 
기술력으로 빠른 시간 안에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 결과는 언제 확인이 가능한가요?

슈링크는 시술 후 빠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술 후 4주~12주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슈링크 페이스 타이트닝은 무엇인가요?

HIFU(고강도 집속 초음파)를 이용하여 피부 처짐에 
의한 피부 탄력개선에 효과적인 시술입니다.

슈링크 페이스 타이트닝은 어떤 효과가있나요?

슈링크 페이스 타이트닝은 피부층의 탄력을 잃고 
처진 피부에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슈링크 페이스 시술은 어느 부위에 받을 수 있나요?

슈링크 페이스 타이트닝은 탄력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슈링크 페이스 타이트닝 시술 시 통증이 많나요?

슈링크 페이스 타이트닝 시술 시 통증은 거의 없고 
정확한 에너지가 전달되어 효과는 증가합니다.

슈링크
Face Leafting Tighting

식약처 허가를 취득함을 물론 유럽 의료기기인증 CE MDD를 획득하였고, 국내뿐 아니라 

브라질 ANVISA인증 획득하며, JEADV에 임상을 게재하였습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도 

허가 받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입니다.

JEADV에 임상 기재 유럽 CE MDD 획득 식약처 탄력개선 허가브라질 ANVISA 획득

CE
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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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zil 식약처

탄력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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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 페이스 리프팅 원리

기존의 진피층 슈링크의 초음파 
에너지 전달

점진적인 열 손상의 
기울기를 만들어 다양한 
콜라겐 섬유변성을 유발

손상 구역이 재생/회복되는 
과정에서 점진적인 피부
당김효과로 탄력을 개선

늘어진 피부의 속부터 표면까지 탄력있게

슈링크 페이스 리프팅!

슈링크 리프팅 시술은 피부 손상을 줄여 피부 속 1.5~4.5mm 

깊이에 정확하고 강력한 초음파에너지를 집속하여 리프팅 하는 

시술입니다. 노화로 인해 고탄력이 떨어지고 처진 얼굴의 피부층과 

SMAS(피부 근막)층을 강화시켜 리프팅 효과와 더불어 탄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얼굴 시술

식약처가 허가한 
효과와 안정성

식약처가 허가한 
효과와 안전성

비침습 방식의 
안전한 시술

탄력
개선

짧은 
시술 시간

시술 후
일상생활 가능

HIFU 기술 
적용

SHURINK`s
POINT

3단계로 당겨주는 리프팅효과

표피

진피 하부층

섬유 근막층
(SM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