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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시스는 2007년 설립된 피부·비만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다양한 제품의 의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고객에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 성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클래시스는 언제나 양질의 의료기술을 제공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클래시스 임직원 일동

“이 페이지는 클래시스 브랜딩 소개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Medical 
Aesthetic Systems

클래시스는 클래식(최고 수준의)+시스템의 합성어입니다.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이념으로 고객에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제공할 의무를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 성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LASSIC

SYSTEM

HIGH QUALITY 최고 수준의

제도, 체제 

“이 페이지는 클래시스 브랜딩 소개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

사업확장 통해 성장 가속화

끊임없는 연구개발

클래시스는 74여 개국에 병원용 의료기기 및 피부미용기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지속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 에스테틱, 코스메틱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각기 다른 유통망에 전문적인 브랜드를 런칭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4개국 14 년

글로벌 네트워크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

코스닥 상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성장 지속
클래시스는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며,
고객과 상생을 위한 노력으로 유·무형 가치를 모두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연구, 지속적 투자로 
고객으로부터 인정받은 Well-made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Classys Develops
Technology

for Better Life

“이 페이지는 클래시스 브랜딩 소개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 
자체개발 연구소

14년간의 경험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합니다. 차별화된 가치 
제공과 경쟁력 우위의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클래시스는 전체 임직원의 상당 인원을 
R&D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설비 생산공장 최첨단 설비,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토대로 안정적인 제품 생산, 합리적인 부품전
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역삼동 본사(연구소) + 문정동 제1공장 + 미사 제2공장

최고의 기술, 
끊임없는 R&D로 
고객의 가치를 창출합니다

자체개발 연구소

14년간의 경험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합니다.

최고의 품질보증 시스템 끊임없는 품질 관리와 품질 경영 운동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제공을 위해 클래시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는 물론 ISO, CE 등 국제품질 인증 규격또한 획득하였습니다. 

클래시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바탕으로 150여 건이 넘는 특허출원과 인증을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클래시스 브랜딩 소개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5

2015. 03
ULTRAFORMER lll 유럽CE 인증
ULTRAFORMER lll (슈링크) 출시

2015. 05
ISO 9001 획득
(Focused Ultrasound Therapeutic System,
Cooling Therapeutic Equipment)

2015. 06
CLATUU 유럽CE 인증

2015. 12
무역의 날 ‘500만불 수출탑’ 수상

2014

2014. 08
ULTRAFORMER lll 출시

2014. 11
이노비즈 인증

2014. 12
ULTRAFORMER 유럽CE 인증

2014. 12
무역의 날 ‘300만불 수출탑’ 수상

2013

2013. 07
CLATUU & CRYOLIPO ll 출시
CLATUU360 출시

2013. 08
ISO 13485 획득
(Focused Ultrasound Therapeutic System,
Cooling Therapeutic Equipment)

2011 - 2012

2007 - 2009

고객과 함께
만들어 가는 
클래시스의 미래

2007. 01
CLASSYS Inc 설립

2009. 03
KGMP 획득
(수술용장치, 의료용 자극발생 기계기구)
벤처기업 인증

2009. 04
EPILOGUE 출시

2011. 04
CRYOLIPO 출시

2012. 01 
ULTRAFORMER 출시

2017 2019

2016

2016. 02 
쿨포디 출시

2016. 04
사이저 출시

2016. 05
사이저 유럽CE 승인

2016. 12
무역의 날 ‘1000만불 수출탑’ 수상

2018 2020 2022

2021

2017. 03
리핏 출시

2017. 04
울핏 출시
울핏 유럽CE 승인

2017. 05
중국 Skederm Shanghai co., Itd. 설립

2017. 08
미국 Skederm, Inc. 인수

2017. 10
신사옥 이전(테헤란로 240)

2017. 12
무역의 날 '2000만불 수출탑' 수상
클래시스 코스닥 상장

2019. 01
알파 출시

2019.05
제54회 발명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2019. 06
클라투 알파 유럽CE 승인

2019.09 
미사 제2공장 준공

2021.04
글로벌 IP STAR기업 선정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2021.09 
아쿠아퓨어2 식약처 허가
슈링크(해외명 Ultraformer III) 식약처 
사용 목적(주름 개선) 추가

2021.10 
슈링크유니버스 식약처 허가

2018. 01
아쿠아퓨어 출시

2018. 05
토너브 출시

2018. 10
아쿠아퓨어 유럽CE 승인

2018.11 
세계일류상품 선정

2020.01  
더마 슈링크 식약처 허가

2020.10 
2020 한국IR 대상 우수기업 선정

2020.12 
무역의 날 '3000만불 수출탑' 수상

2022.08 
볼뉴머 식약처 허가 및 출시



호주, 뉴질랜드

세계 74개국
속으로 도약하는
클래시스
클래시스의 제품들은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 74여 개국 아시아·중동·유럽·오세아니아·남미·아프리카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오랜 기간 연구개발에 투자한 전략적 상품을 내세워 해외시장에서 공격적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클래시스 브랜딩 소개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국,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폴란
드, 터키, 스페인, 핀란드, 포르투갈,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에
스토니아, 노르웨이, 스웨덴,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룩셈부
르크, 크로아티아 , 벨기에, 네덜란드, 라트비아

Europe
중국,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 홍콩,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파키스탄, 
몽골

Asia

사우디 아라비아, 레바논, UAE,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 이라크, 요르단, 리비아, 
시리아, 수단, 이집트, 이스라엘, 이란

호주, 뉴질랜드

Middle East

Oceania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
나, 투르크 메니스탄, 조지아, 아르메니아, 타
지키스탄, 몰도바

케냐, 튀니지

Russia & CIS

Africa

South America

North America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도미니카 공화국, 페루, 에콰도르, 파라과이

캐나다



PRODUCT
LINE-UP



MPT(Micro Pulsed Technology) 기술탑재
2가지 모드: MP&Normal(Dot)

카트리지 교환 없이 
MP&Normal(Dot) 사용 가능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으로 조직을 응고하여 눈썹 리프팅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입니다.

Itesm Description

Energy Type HIFU(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Catridge types

ULTRA F Type
LINUP Shurink 4.5 , CELUP Shurink 3.0 , 
DERMA Shruink 1.5 ,  I Shurink 2.0
ULTRA BOOSTER Type 
LINUP Booster 4.5 , CELUP Booster 3.0 , 
DERMA Booster 1.5

Power Normal (Dot) Mode  0.1 ~ 1.0 J
*각 카트리지 별로 최소값과 최대값을 표기

Length 5 - 25mm

Electrical Requirements 100-240 V~, 50/60 Hz

Dimensions 570(L) x 620(W) x 1330(H)mm

Weight 37kg

슈링크 유니버스 |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12021-ET1-22-0249 (유효기간 24.12.27)
이 제품은 ‘의료기기’ 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으로 조직을 응고하
여 눈썹 리프팅에 사용.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

슈링크 유니버스

카트리지 교환없이 2가지 모드 : MP&Normal(Dot)

양방향 조사방식으로 빨라진 시술 속도 

ULTRA F 전용 4개의 카트리지

ULTRA BOOSTER 전용 3개의 카트리지

사용자 중심의 인체공학적 디자인

슈링크 유니버스

더마 부스터
1.5 카트리지

더마 슈링크
1.5 카트리지

셀업 부스터
3.0 카트리지

아이 슈링크
2.0 카트리지

라인업 부스터
4.5 카트리지

셀업 슈링크
3.0 카트리지

라인업 슈링크
4.5 카트리지

ULTRA F 핸드피스 전용 카트리지
동일 카트리지에서 MP 모드 & 
Dot 모드 선택 가능

Normal 모드

Normal 모드

MP 모드

MP 모드

ULTRA BOOSTER 핸드피스 전용 카트리지
동일 카트리지에서 Circular MP 모드 & 
Circular Dot 모드 선택 가능



6가지 
컬러 카트리지

HIFU 에너지를 전달하여 피하조직에 작은 열응고구역을 유발하여 눈썹리프팅 및 얼굴(양볼), 복부, 허벅지의 피부와 
피하조직의 탄력을 개선하는 의료기기입니다.

다양해진 슈링크 카트리지로 각 피부층의 깊이와 
피부 상태에 따라 다양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Itesm Description

Energy Type HIFU(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Catridge types
L4-4.5, L7-3.0, DERMA SHURINK L7-1.5, 
I SHURINK MF2 , V SHURINK MF6, 
S SHURINK MF9

Power Max. 3J

Length 5 - 25mm

Electrical Requirements 100-240 V~, 50/60 Hz

Dimensions 500(W) x 515(D) x 1310(H)mm

Weight 32kg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12021-ET1-05-0057 (유효기간 24.09.02)
이 제품은 ‘의료기기’ 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로 조직을 응고하
여 눈썹리프팅(카트리지 모델: L4-4.5, L7-3.0, DERMA SHURINK 
L7-1.5, L2-3.0W, L7-3.0W, L7-1.5W, J SHURINK MF5, I SHURINK 
MF2)에 이용하며, 얼굴(양볼)(카트리지 모델: A SHURINK MF1, 
Y SHURINK MF3, K SHURINK MF4), 복부 및 허벅지(카트리지 
모델: A SHURINK MF1, Y SHURINK MF3, K SHURINK MF4, V 
SHURINK MF6, S SHURINK MF9)의 피부와 피하조직의 탄력개선
에 사용하는 기구.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

슈링크

2.0mm3.0 mm1.5mm

7MHz 5.5MHz

4.5 mm

4MHz

6.0mm 9.0mm

2MHz

HIFU(고강도 집속 초음파 에너지)를 비침습적 방식으로 피부 속 
특정 깊이에 전달하는 원리의 시술입니다. 개인마다 다른 피부 
두께와 상태를 고려하여 다양한 슈링크 카트리지를 적용합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한 듀얼 핸드피스

다양한 효과를 위한 6가지 카트리지 

적용부위에 따른 디자인

빠른 속도와 균일한 출력

임상효과로 입증되는 안정적인 기술력

슈링크

임상 연구를
통한 입증 된 효능
B.J.Kim et al. Efficacy and safety of non-invasive body 

tightening with high-intensity focused ultrasound (HIFU).  

[Skin Research and Technology 2017; 1-5]

2  |     KO et al.

coagulative necrosis for many decades.3 HIFU was recently intro-
duced as a new treatment modality for skin tightening and rejuvena-
tion. The mechanism of HIFU is transcutaneous heat delivery to the 
deep dermis, subdermal connective tissue, and fibromuscular layer 
in precise microcoagulation zones at consistent programmed depths 
without damage to the epidermis. This microcoagulation is thought to 
cause gradual tightening of the skin through collagen contraction and 
remodeling.4 HIFU first received approval for eyebrow lifting, but der-
matologists are using the technology for many off- label applications, 
such as facial rejuvenation, skin whitening, and lipolysis.

HIFU has been used safely and effectively to treat facial and neck 
skin in a variety of skin types, but some studies have examined its use 
for the body, including our pilot study.5–7 In this study, we sought to 
determine the clinical efficacy and safety of HIFU with novel transduc-
ers in both face and body regions.

2  | SUBJECTS AND METHODS

Korean patients with skin laxity on the face, abdomen, and thigh were 
recruited for study entry. The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Chung- Ang University Hospital.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all patients. Exclusion criteria were prior cosmetic 
or surgical treatments (eg, laser, RF, surgical lifting, filler injections), 
skin infection or inflammation, pregnancy, skin diseases that may alter 
wound healing, open wounds, and scarring over the treatment area.

For pre- treatment preparation, we applied topical anesthetic cream 
to all treated areas including both cheeks, the lower abdomen, and 
the posterior thigh. The sizes of the involved areas were 5.0 × 5.0 cm2 
on each cheek and 7.5 × 7.5 cm2 on each lower abdomen and thigh 
(Figure 1). We used a HIFU device (ULTRAFORMER III (SHURINK) 
CLASSYS INC., Seoul, Korea) with five different transducers: one 
basic transducer for facial skin tightening (MF1: 7- MHz, 1.5- mm focal 

depth), and four newly developed transducers for body skin tighten-
ing (MF3: 2- MHz, 3.0- mm focal depth, MF4: 2- MHz, 4.5- mm focal 
depth, MF6: 2- MHz, 6.0- mm focal depth and MF9: 2- MHz, 9.0- mm 
focal depth). Ultrasound gel was applied to the treated area and the 
transducer of HIFU was pressed perpendicularly, uniformly, and firmly 
to the skin surface (Figure 2). Treatment exposure was initiated with a 
line of individual ultrasound pulses. The pulse duration for each indi-
vidual exposure ranged from 25 to 40 milliseconds. The 25- mm- long 
exposure lines of ultrasound pulses were manually delivered adjacent 
and parallel to one another approximately 3–5 mm apart. We treated 
subjects with several types of transducers appropriate to the thick-
nesses of facial and body skin. Three transducers (MF1, 3, and 4) were 
applied to the face and all five transducers (MF1, 3, 4, 6, and 9) were 
applied to the body. The energy per ultrasound pulse ranged from 1.0 
to 1.5 J. When patients reported feeling pain, we reduced exposures 
to 0.1–0.3 J per time, and did not increase exposures up to 1.5 J. The 

F IGURE  1 Face and body treatment 
areas

F IGURE  2 The ULTRAFORMER III (SHURINK) HIFU device MF9 
(2 MHz, 9.0 mm) tip applied on the abdomen (obtained from Classys 
Inc., with permission)

     |  3KO et al.

treatment lines included a total of 120 shots for the cheek, distributing 
a total 537.6 J, and 450 shots for the abdomen and thigh, distributing 
a total 900 J. The time required for complete HIFU treatment of the 
face and body was over 40 minutes.

All patients were followed up at 4 and 12 weeks after treatment, 
at which times we obtained clinical photographs using consistent pa-
tient positioning, camera settings (Canon EOS 600D, high- resolution 
setting, 5760 × 3840 pixels, Canon Inc., Tokyo, Japan), and room 
lighting. Baseline and post- treatment photographs were randomly 
displayed, and independently evaluated by three dermatologists who 
were masked to the study protocol. Investigator Global Aesthetic 
Improvement Scale (IGAIS) scores were determined using side- by- 
side comparisons of 4-  and 12- week post- treatment photographs 
to baseline. The subjects also evaluated the tightening effects using 
the Subject Global Aesthetic Improvement Scale (SGAIS) at 4 and 
12 weeks post- treatment. We used the Cutometer (Courage+Khazaka 
Electronic GmbH, Cologne, Germany) to measure skin elasticity and 
objectively evaluate skin tightening. Among the cutometer- specific R 
values (R0–R9), the R7 value is the ratio of elastic recovery to the total 
deformation and represents biological elasticity. Adverse effects were 
assessed at each visit after treatment. A numeric rating scale (NRS) 
was used to score pain immediately, 7 days, 4 weeks, and 12 weeks 
after the application of HIFU.

2.1 | Statistical analyses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SPSS version 21.0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IL, USA) and R version 3.2.3 (2015- 12- 
10). We used Hochberg step- up methods to adjust values for multiple 
comparisons. Statistical comparisons before and after treatments were 
performed using paired t tests.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P values <.05 were conside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3  | RESULTS

3.1 | Efficacy

This study included 32 Korean patients (29 females and 3 males), aged 
21–59 (mean±SD: 44.47±9.73) with Fitzpatrick skin types III and IV. 
All patients completed the 3- month study.

The mean R7 value according to the Cutometer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t 4 and 12 weeks post- treatment compared to baseline in 

all treated areas (Figure 3). The change of the mean R7 value at the 
thigh was 0.054±0.032, which represented the greatest change among 
the treated areas. IGAIS scores also showed good results (Table 1). 
Of the three treated areas, the cheek demonstrated the greatest im-
provements after treatment. At 4 weeks post- treatment, the improve-
ment rates of subjects who were assessed as either improved (IGAIS 
score 1) or much improved (IGAIS score 2) were 96.9%, 84.4%, and 
78.1% on the cheek, abdomen, and thigh respectively. At 12 weeks 
post- treatment, the improvement rate of the cheek area was reduced 
to 90.6%, but the body areas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Most sub-
jects were satisfied with the results of treatment (Table 2). At 4 weeks 
post- treatment, all subjects rated SGAIS scores as greater than 1 on 
the cheek and thigh. The improvement rate assessed for the abdomen 
as greater than SGAIS 1 was 93.8%. At 12 weeks post- treatment, the 
improvement rates of cheek and thigh were reduced from 100% to 
96.9%. However, the improvement rate of the abdomen increased to 
96.8%.

F IGURE  3 Mean pre-  and post- 
treatment R7 values of skin elasticity 
measured using Cuto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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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vestigator Global Aesthetic Improvement Scale 
(IGAIS)

IGAIS

0 1 2 3

Cheek

Post- treatment 
(4W)

n 1 29 2 0

% 3.1 90.6 6.3 0

Post- treatment 
(12W)

n 3 29 0 0

% 9.4 90.6 0 0

Abdomen

Post- treatment 
(4W)

n 5 27 0 0

% 15.6 84.4 0 0

Post- treatment 
(12W)

n 5 26 1 0

% 15.6 81.3 3.1 0

Thigh

Post- treatment 
(4W)

n 7 25 0 0

% 21.9 78.1 0 0

Post- treatment 
(12W)

n 7 25 0 0

% 21.9 78.1 0 0

0=No change, 1=Mild improvement, 2=Moderate improvement, 
3=Significant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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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acy and safety of non- invasive body tightening with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HI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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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Noninvasive skin- tightening devices have become increasingly popular 
in response to increasing demand for improvements in skin laxity and tightening with 
minimal risk and recovery time.
Objective: We evaluated the efficacy and safety of HIFU for skin tightening in the face 
and body.
Methods: A total of 32 Korean subjects enrolled in this prospective clinical trial. The 
subjects were treated with HIFU to both cheeks, lower abdomen, and thigh. Skin elas-
ticity was measured before and after treatment using a Cutometer (CT575, Courage 
and Khazaka®, Cologne, Germany). Three blinded, experienced dermatologists evalu-
ated paired pre-  and post- treatment (week 4 and 12) photographs according to the 
Global Aesthetic Improvement Scale (GAIS). Participants also completed self- 
assessments using GAIS. Subjects rated their pain on a numeric rating scale (NRS) im-
mediately, 7 days, 4 weeks, and 12 weeks after treatment.
Results: Skin elasticity measured via a Cutometer was significantly improved 12 weeks 
after treatment at all treated sites (P<.05). Both IGAIS and SGAIS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s 12 weeks after treatment. Immediately after treatment the mean NRS 
score was 3.00±1.586, but no pain was reported at 4 and 12 weeks post- treatment. 
No serious adverse effects were observed during the follow- up period.
Conclusion: HIFU safely and effectively improves skin elasticity and clinical contour-
ing of the face and body.

K E Y W O R D S

body tightening, high-intensity focused ultrasound

1  | INTRODUCTION

The most common features of aging skin are laxity and loss of elas-
ticity. As the skin ages, elastic fiber, collagen, and connective tissue 
in the dermis are reduced. Skin moisture and subcutaneous fat also 
decrease. There are many procedures to improve skin laxity, such as 
laser therapy, radiofrequency, botulinum toxin, fat autografts, and sur-
gical lifting. Of these procedures, botulinum toxin and fat autografts 
are used for facial rejuvenation but are difficult to apply for improving 

body laxity. Radiofrequency and infrared laser devices which expose 
the dermis to controlled heat and stimulate neocollagenesis in der-
mis have inferior efficacy so that surgery still remains the treatment 
of choice in moderate to severe tissue laxity.1 Although surgical face 
lifting is the most effective treatment to improve skin laxity, it is also 
a procedure that involves risks such as scarring, infection, nerve dam-
age, inherent risks of anesthesia, swelling, and bruising.2

HIFU technology was originally used as a non- invasive modality 
for selectively destroying tumor cells of internal organs by thermal 

슈링크 |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



시술 부위에 맞춰 사용 가능한 4가지 크기의 팁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출력하는 틸팅 및 쿠션 팁 디자인

통증을 경감하는 6가지 쿨링 레벨 및 5가지 진동 레벨

안전한 에너지 표출을 위한 자동 임피던스 감지

사용자 편의를 위한 듀얼 핸드피스

볼뉴머

광고심의필 : 심의확인번호 조합-2022-33-015 (유효기간 2025-09-0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여 조직의 응고에 사용하는 기구.

볼뉴머

6.78Mhz 모노폴라 RF
볼뉴머 4가지 컬러 팁

범용전기수술기로 조직을 응고하는 의료기기입니다.

볼뉴머는 치료 부위에 알맞게 사용할 수 있는
4가지 크기의 팁을 제공합니다.

볼뉴머 | 모노폴라 고주파

Performance SPECIFICATION

RF Frequency 6.78Mhz

Treatment Range Max, 16cm2

Display 10.1 Inch LCD touch screen

Voltage, Frequency 220~240V, 50/60Hz

Power Consumption 
a Maximum Output 1,200VA

브이 팁 ㅣ V Tip

에스 팁 ㅣ S Tip

아이 팁 ㅣ I Tip

에프 팁 ㅣ F Tip

4.0 cm2

16.0 cm2

0.25 cm2

3.0 cm2

볼뉴머는 6가지 쿨링레벨 및 5가지 진동레벨, 자동 임피던스 감지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환자 맞춤형 시술이 가능합니다.



HIFU 비침습적 방식

복부 및 허벅지 탄력개선

B2-6.0, B2-9.0 카트리지

사용자 편의를 위한 듀얼 핸드피스

복부 및 허벅지를 위한 울핏 카트리지

울핏

집속형 초음파(HIFU) 시스템

2MHz를 기반으로 하는 강한 초음파 에너지를 피부 속 
6mm, 9mm 깊이에 빠르게 주입하여 시술이 가능합니다.

울핏은 강한 초음파 에너지를 진피~피하지방층 경계층, 지방층의 섬유조직, SMAS층, 근막 
등의 심부 피부층에 작은 열응고 구역을 다수 유발시키고, 이 손상 구역이 재생/회복되는 
과정에서 점진적인 피부 당김 효과를 이용하여 복부, 허벅지의 피부와 피하조직의 탄력 개선

9.0 mm6.0mm

HIFU 에너지를 전달하여 복부 및 허벅지의 피부와 피하조직의 탄력개선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울핏 | 집속형 초음파 자극 시스템

Itesm Description

Energy Types HIFU(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Catridge Types B2-6.0, B2-9.0

Power Max. 3J

Length 67mm

Electrical Requirements 100-240 V~, 50/60 Hz

Dimensions 500(W) x 450(D) x 270(H)mm

Weight 8.24kg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12021-ET1-05-0056 (유효기간 24.08.26)
이 제품은 ‘의료기기’ 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
고 사용하십시오.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으로 조직을 응고하여 눈
썹리프팅(카트리지 모델: F7-1.5, F7-3.0, F4-4.5)에 이용하며, 얼굴(양
볼)(카트리지 모델: LMF1, LMF3, LMF4), 복부 및 허벅지(카트리지 모
델: B2-3.0, B2-4.5, B2-6.0, B2-9.0)의 피부와 피하조직의 탄력개선에 
사용.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 *시술 전 식약처 허가를 득한 초음파
진단기(제허11-1051호, 제허14-515호, 제허14-268호 등)로 시술 부
위를 꼭 확인 후 시술해야 하는 기기이다.

울핏

울핏 핸드피스
튜랜스듀서 기술력
선택된 깊이에서 트랜스듀서가 원형을 그리며 일정간격으로 움직이면서
다수의 응고구역을 만들어 냄으로 하여 넓은 부위에 사용 가능합니다.

넓은 부위
빠른 시술 가능

일정간격으로
다수의 응고구역 가능

P
mode

G
mode

Cartridge 13.0 mm1.5 mmCartridge 3.0 mm 4.5 mm

All In One Solution
by Cluederm. 

Expose Your Potential.  
               

P
mode

G
mode

Cartridge 13.0 mm1.5 mmCartridge 3.0 mm 4.5 mm

All In One Solution
by Cluederm. 

Expose Your Potential.  
               

6mm
9mm
13mm



식약처 허가받은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

평균 2cm 내외의 감소

쿨링 시스템 추가

사용자 편의를 위한 듀얼 핸드피스 동시 시술 가능

사이저

독립된 2개의 핸드피스
동시 사용 가능

BMI 지수 30kg/m2 이하이고, 복부지방 두께가 2.5cm 이상인 사람의 경우 복부 둘레 평균 2cm 내외의 감소에 도움을 
주는 집속형 초음파 자극 시스템 의료기기입니다.

사이저의 카트리지는 46mm x 46mm의 넓은 부위에
에너지를 빠르게 주입할 수 있는 시술이 가능합니다.

HIFU 테크놀러지를 이용하여 정확하고 제어된 강한 집속 초음파를 피하 지방층에 
비침습적으로 안전하게 주입하여 지방층을 가열하고 지방조직을 파괴하여 지방 조직이 감소합니다.

Itesm Description

Energy Types HIFU(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Catridge Types 13mm

Treatment Area Max, 46 x 46mm (24 lines)

Electrical Requirements 220-240V~, 50/60Hz

Dimensions 601(W) x 463(D) x 1,207(H)mm

Weight 50kg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12021-ET1-06-0075 (유효기간 24.09.01)
이 제품은 ‘의료기기’ 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본 기기는 BMI 지수 30kg/m2 이하이고, 복부
지방 두께가 2.5cm 이상인 사람의 경우 복부둘레 평균 2cm 내외의 
감소에 도움을 주는 기기임.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

사이저 | 비침습적 피하지방 감소

사이저

사이저 원리

13mm

STEP 1

STEP 2



760 & 1064 롱펄스 듀얼 파장

가스 쿨링 시스템 적용

스캐너 방식 핸드피스 탑재

GUI 스팟 사이즈 조절 편리

장비 사이즈가 작고 이동이 편리

토너브

스캐닝 기술이 적용된
레이저 시스템

두가지 파장을 이용한 반도체레이저수술기 입니다 스캐너 타입의 조사방식으로 균일한하게 빠른 조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표피 자극 감소화 쿨링 시스템으로 표피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레이저 에너지를 전달하는 의료기기입니다.

두 가지 파장을 이용하여 표피와 진피층에
에너지를 집중시켜 효과적입니다.

토너브 | 760nm & 1064nm760nm & 1064nm 롱펄스 레이저

1064nm Spot Size760nm Spot Size

SCANNER Hand-piece

ZOOM Hand-piece

균일한 시술 가능GUI 스팟 사이즈 조절 편리

일정한 간격으로 균일한 시술이 가능하여
빠른 시술이 가능합니다.

GUI화면상에서
스팟 사이즈 조절이 가능합니다.

Itesm Description

Wavelength 760nm, 1064nm 

Energy Types Diode Laser

Scanner Hand Piece 760nm, 1064nm
10 x 10mm - 40x40mm Scan Size

Zoom Hand Piece

760nm
Motorized : 1.5, 3, 5, 7, 9mm Spot Size
1064nm 
Motorized : 1.5, 3, 5, 7, 10mm Spot Size

Dimensions 410(W) x 800(D) x 1730(H)mm

Weight 52kg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12021-ET1-06-0079 (유효기간 24.09.01) 
이 제품은 ‘의료기기’ 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반도체레이저수술기:조직의 절개, 파괴, 
제거를 목적으로 매질로서 반도체를 이용하는 레이저 수술기, 레
이저방어용안경:레이저 진료 시 물체에 반사되어 눈에 들어오는 
레이저 빔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술자가 사용
하는 안경.

토너브

1회 
4x4cm(64샷) 
실제사이즈



어플리케이터 부착의 편리함

이동이 편리한 바디 & 유니크한 디자인

알맞은 깊이와 곡률로 계산된 어플리케이터

듀얼 핸드피스 가능

알파

적용부위에 따른
다양한 어플리케이터

알파퀸 알파윙알파브이

과다하게 축적된 피하지방에 저온의 에너지와 음압을 적용하여 서서히 피하 지방층 감소 등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시술 부위에 알맞게 밀착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적용 부위의 모양에 따라 컵이 선택됩니다.

Front Back

Outer Inner

One Hand-pieces

Dual Hand-pieces

살이 많고
굴곡진 국소 부위

살이 많고 한꺼번에
넓은 부위, 복부에 적합

엉덩이 아래
허벅지에 적합

Itesm Description

Energy Types Cooling System

Cup Type Alpha Wing V, Alpha Queen, Alpha Wing

Power Consumption 1600VA

Electrical Requirements 220-240V~, 50/60Hz

Dimensions 558(W) x 483(D) x 1505(H)mm

Weight 90kg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12021-ET1-06-0087 (유효기간 24.09.03) 
이 제품은 ‘의료기기’ 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환부를 낮은 온도로 유지하여 통증의 완화, 부
종의 경감, 비침습적 피하 지방층 감소 등에 사용되는 기구이다. 
의료용저온기

알파

쉽고 빠른 
어플리케이터 교체

알파 | 비침습적 피하지방 감소

*해당 의료기기는 패드를 부착하고 사용하는 의료용저온기



사용친화적 GUI

핸드피스 자동활성화

4가지 다양한 핸드피스

여러가지 기능으로 필요에 맞게 사용가능

진공펌프를 통하여 생성되는 흡인압력을 이용

아쿠아퓨어

4가지 핸드피스로 여드름 흡인, 근육통 완화, 통증의 완화에 사용하는 조합의료기기입니다. 

아쿠아퓨어 | 4가지 핸드피스 

Itesm Description

Hand-piece Types
Aquapeel, Electro , Cooling & Heating,
Micro-current Rolling Y

Vacuum Max.650mmHg

Water flow rate Max.60ml/min

Output Frequency Electroporation(0.33Hz), 
Microcurrent - Y(1.03 kHz)

Electrical Requirements 100-240 V~, 50/60 Hz

Dimensions 523(W) x 365(D) x 455(H)mm

Weight 14kg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12021-ET1-06-0080 (유효기간 24.09.10) 
이 제품은 ‘의료기기’ 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혈액, 체액 및 여드름 등을 흡인하는 전동식의
료용흡인기와, 근육통 완화 등의 목적으로 전극을 통하여 인체에 
저주파 전류를 가하는 저주파자극기와, 환부를 낮은 온도로 유지
하여 통증의 완화, 부종의 경감에 사용하는 의료용저온기가 조합
된 기기

아쿠아퓨어

4가지 핸드피스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
아쿠아퓨어는 전동식의료용흡인기, 저주파자극기, 의료용저온기가 조합된 
조합의료기기입니다. 

의료용저온기

저주파자극기전동식 의료용 흡인기
근육의 수축, 이완을 발생시켜 경직된
근육통을 완화 

시술부의 혈액, 체액 및 
여드름 등을 함께 흡인

환부를 설정된 온도로 유지하여 통증의 
완화, 부종의 경감 등에 사용

Aquapeel

Electro

M
icrocurrent - Y

Cooling & H
eating 



3종류 핸드피스

4 Type 다양한 펄스

GUI로 간편하게 조작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취득

리핏

M
edium

Small

Large
고주파와 음압을 사용하여 조직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혈류량을 증가시켜 환부의 통증을 완화하는 의료기기입니다.

리핏 | 고주파 에너지

Itesm Description

Hand-piece Types Large, Medium, Small

Vacuum Max.282mmHg

Radio Frequency 780kHz

Power Consumption 160VA

Electrical Requirements 100-240 V~, 50/60 Hz

Dimensions 377.92(W) x 404.96(D) x 155.50(H)mm

Weight 6.71kg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12021-ET1-22-0250 (유효기간 24.12.28)
이 제품은 ‘의료기기’ 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780kHz의 고주파 에너지를 가하여 인체에 심
부열을 발생시켜 통증완화에 사용하는 기구

리핏

3종류 핸드피스로
다양한 시술부위

비침습적인 방식
RF 에너지

3종류의 핸드피스를 사용하여 인체의 좁은 부위, 
중간 부위, 넓은 부위에 섬세한 시술이 가능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미리 저장해놓고 자동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술 중 장비를 조작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여줍니다. 

 *본 카트는 의료기기 아님



365일 
고객을 생각하는
클래시스 마케팅

클래시스 마케팅 지원
고객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제품을 구입하신 이후에는 전용 몰인 클래시스 몰에서 소모품 구입을 
비롯하여 제품들과 관련된 각종 자료 "팜플렛, SNS 이미지, 프로모션 영상 등" '의료기기 광고심의'를 통과한 자료들을 
주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다운로드하셔서 적극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Classysmall
접속, 로그인

홈페이지 상단
마케팅자료 클릭

원하는 자료
다운로드 "클릭"

STEP 01 STEP 02 STEP 03

“이 페이지는 클래시스 브랜딩 소개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