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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 w a n d i n n o vat i v e t r eat m e n t o f l i p o l y s i s

A new injectable esbella
bursts fat cells
◀ SONIC PROBE

에스벨라 FAQs

◀ BELLAVITA INJECTOR

Mechanism of action

DURING LIPOLYSIS

AFTER LIPOLYSIS

에스벨라는 해조류에서 추출한
Focus Vesiculosus 추출물, 호두
에서 추출한 Juglans Regia Seed
추출물, Tyrosine 성분, Soy Isoflavone Ferment을 주성분으로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분해, 용해,
연소시키는 작용을 하며 시술직후
붓기가 거의 없습니다.

Indication
본 물질을 이용한 치료법은 지
방흡입술이나 이중턱 제거수술
등의 대체요법으로 볼살, 턱살,
복부, 팔, 엉덩이, 허벅지등의
지방(fat pocket)을 분해하는
데 사용된다.
턱살

허벅지

복부

엉덩이

에스벨라는 어떤 치료이며 어떻게
작용하나요?

에스벨라는 피부가 전문의 Dr. Shin 연구소에서
오랜 임상경험을 통하여 얼굴과 바디의 윤곽을 갸
름하게 만들기 위하여 체지방 분해에 효과가 있는
천연에서 추출한 성분들로 만들어진 특별한 용액
입니다.

에스벨라는 몇번이나 맞게 되며
효과는 어떤가요?

환자마다 틀리나 시술시간 약 10~15분간 10일 간격
으로 3~4회 주입합니다.
효과는 주입 후 3일 후부터 살이 빠지며, 80%는 개
선을 확인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에스벨라의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지방분해주사로 널리 알려진 PPC는 기대하는 효과
를 얻기 위해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통증을 동반한 가려움증이나 붓기,
멍, 붉어짐 등의 반응으로 얼굴에 사용하기가 어려우
나 에스벨라는 약 10~15분 간의 시술로 시술시간이
짧고 붓기와 멍이 거의 없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
얼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스벨라는 지방용해 외에
다른 효과도 있나요?

Dr. Shin 의 조사에 의하면 피부를 팽팽하게 해주
는 효과도 발견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시술시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주입부위에 염증(infection)이 있는 경우 사용하
지 않아야 합니다.

에스벨라 1회 시술 시 주입량은
얼마나 되나요?

얼굴 윤곽, 턱라인, 이중턱을 시술하는 경우, 환자
에 따라 틀리나 보통 한쪽 면에 1-4cc를 사용하
며 1회 주입 시 0.5~1cm 간격으로 0.1~0.2의 양
을 매 10일마다 3~4회에 걸쳐 주입합니다. 주입
후 3일부터 효과가 나타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