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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2012년 11월 일 PRNewswire=연합뉴스) 세계 굴지의 미용기기 제조업체인 Syneron 

Medical Ltd. (NASDAQ: ELOS) (http://www.syneron.com)가 국제 매체를 대상으로, 자사의 

새로운 활동은 물론, 국제 미용의료기기 시장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부문 중 하나인 

비침입성 바디 셰이핑 시장 개발을 향한 국제적 전념 향상에 대해 발표했다. 이 기자 회견은 

2012년 11월 3-4일 런던에서 열린 바디 회의 및 전시회(BODY Conference and 

Exhibition)(http://www.bodyconference.co.uk) 개장 직전에 런던 Academy of Medical 

Sciences에서 열렸다. Syneron은 바디 회의와 전시회 주요 후원업체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는 웹사이트 http://www.multivu.com/mnr/58631-body-shaping-by-

syneron에서 볼 수 있다. 

 

기자 회견에서 Syneron의 설립자이자 이사회 회장인 Shimon Eckhouse, Ph.D.와 Syneron 

CEO인 Louis Scafuri가 바디 셰이핑 시장의 규모와 경향에 관한 자료는 물론, 바디 셰이핑 

시장을 공략하는 Syneron의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개관을 제시했다. 이들이 소개한 기술에는 

Syneron의 시장 주도적인 UltraShape(R)와 VelaShape(R) 제품 라인도 포함됐다. 

UltraShape는 최초의 최소 침입성 지방 파괴 시스템으로서 독자적인 집속 초음파 기술을 

이용한다. 전 세계적으로 7천 개가 넘는 시스템으로 구성된 설치 기반을 보유한 VelaShape는 

최초의 비침입성 바디 셰이핑 장치로서 Syneron의 독자적인 elōs 기술을 이용한다. 상호보완적인 

이 제품 라인들은 세계 시장 1위라는 Syneron의 입지와 더불어 비침입성 바디 셰이핑 치료와 

관련된 Syneron의 최첨단 노하우를 마련한 토대다.  
 

피하 지방과 셀룰라이트 치료 부문에서 지난 10년 넘게 선두로 활약해온 Syneron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고객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엄청난 양의 임상 정보를 축적했다. Syneron은 

기자 회견에서 바디 셰이핑 기술에 초점을 맞춘 자사의 지속적인 다센터 임상 실험과 연구 활동을 

검토했다. 이와 같은 투자는 Syneron이 자사 모든 제품의 토대가 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과학-결과-신뢰”에 얼마나 전념하는지 보여준다. 
 

기자 회견에서는 런던 브리지 성형외과 및 미용 클리닉 의료 과장이자 소유주인 Christopher 

Inglefield, M.D.의 발표도 있었다. Inglefield 박사는 다양한 바디 셰이핑 기술을 사용해본 

자신의 경험을 개관적으로 소개했다. 그의 사례 연구 덕분에 청중들은 Syneron의 침입성 기술로 낼 

수 있는 결과 유형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었다.  
 

Syneron Medical의 설립자이자 이사회 회장인 Shimon Eckhouse, Ph.D.는 “자사는 집속 초음파 

및 독자적인 elōs 기술을 포함한 독특하고 보완적인 바디 셰이핑 기술들 덕분에, 정지 시간을 

요하지 않는 바디 셰이핑과 피부 탄력 절차에 대한 국제적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면서 “의사들과 환자들에게 자사의 세계적인 UltraShape와 

VelaShape 제품의 우수한 안전성, 효능 및 편안한 혜택과 기능을 제공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Syneron Medical의 CEO인 Louis Scafuri는 “자사는 의료 행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고성장 

미용 부문을 위한 혁신적인 과학 기반 기술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바디 

셰이핑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수요가 많은 절차 중 하나다. 자사는 이처럼 중요한 부문에서 자사의 

1위 입지를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연구와 개발 자원을 전폭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최근에는 

캐나다에서 직접 UltraShape 시스템 판매를 시작했으며, 2013년에는 미국에서 마케팅 허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Syneron Medical Ltd.에 대해 

Syneron Medical Ltd.(NASDAQ: ELOS)는 포괄적인 제품 포트폴리오와 국제적인 유통망을 갖춘 

세계 굴지의 미용기기 제조업체이다. 의사들은 몸매 교정, 제모, 주름 감소, 표면 양성 혈관 및 

색소 병소 치료를 통한 피부 개선 및 여드름, 다리 실핏줄 및 셀룰라이트 치료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의료-미용 목적에 Syneron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좋은 경과를 제시하고 있다. Syneron 

Medical Ltd.는 Syneron과 Candela라는 두 가지 브랜드 하에 자사 제품을 판매한다. 2001년에 

설립된 Syneron Medical Ltd.의 회사 건물, R&D 및 제조 본사는 이스라엘에 위치한다. 

Syneron은 또한 미국에서 R&D와 제조 시설을 두고 있다. Syneron은 86개 국가에서 자사 제품을 

판매, 서비스 및 지원하고 있다. Syneron은 북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호주, 중국, 일본 및 홍콩에 지사를 두고 있고, 전 세계 곳곳에 대리점을 두고 있다.  
 

미래 예측성 진술에 대한 면책 조항 

본 문서에서 미래 기대, 믿음, 목표, 계획 또는 전망과 관련된 모든 진술은 1995년 

사적증권소송개혁법의 규정에 따라 전향적 진술에 해당한다. 또한 역사적 사실이 아닌 모든 

진술(“믿는다”, “확신한다”, “예상한다”, “계획한다”, “기대한다”, “~일지도 모른다”, “~일 

것이다”, “~일 수도 있다”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의 진술을 포함)도 전향적 진술로 간주한다. 전향적 

진술에서 암시한 것과 구체적으로 다른 실제 결과나 사건이 발생하도록 하는 인자는 예상보다 제품 

출시 기간이 길어질 경우 발생하는 위험, Syneron Medical Ltd.의 최신 연례 보고서 20-F 

양식에 언급된 위험 및 Syneron Medical Ltd.가 때대로 SEC에 제출하는 자료에 언급된 기타 

인자들을 포함한다. 이들 인자 중 하나 이상이 실현되거나 기본적인 가정이 틀린 것으로 증명될 

경우, Syneron Medical Ltd.의 실제 결과, 수행 또는 성과는 전향적 진술에서 명시적 혹은 

암시적으로 언급된 미래 결과, 수행 및 성과와 구체적으로 다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문서에 나와 있는 진술들은 본 문서 작성 날짜 당시 Syneron Medical Ltd.의 

기대와 믿음을 반영한다. Syneron Medical Ltd.는 차후 발생하는 사건과 전개로 인해 자사의 

기대와 믿음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yneron Medical Ltd.가 미래에 전향적 

진술을 공개적으로 갱신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전향적 진술 갱신에 대한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Syneron Medical Ltd.의 전향적 진술은 실행될 수도 있는 미래의 처분이나 전략적 

거래의 잠재적 영향을 반영하지 않는다. 본 문서 작성 날짜 이후 전향적 진술을 Syneron Medical 

Ltd.의 의견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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