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온 초음파 헤드
ION ULTRA HEAD 

세기버튼(L/H) 강/중/약
LOW / HIGH BUTTON 

모드버튼(MODE)
이온 / 초음파 선택버튼
MODE(ION / ULTRA) BUTTON

전원버튼( )
POWER 

손쪽 이온칩
HAND ION CHIP

스텝버튼(STEP)
STEP BUTTON

클렌징(C)단계, 마사지(M)단계, 영양공급(N)단계, 리프팅(L)단계, 
미백관리(W)단계, 주름관리(W)단계 표시램프
CLEANSING, MASSAGE, NUTRITION, LIFTING, 
WHITENING, WRINKLE CARE LAMP



버튼을 누르는 횟수에 따라 사용모드가 바뀝니다. 

FUNCTIONING LAMP



본체 사양
177(H)X49(W)X52(T)mm, 약194g
사용전압 DC 3.7V, 2200mA

충전기 사양
105(H)X81(W)X108(T)mm, 약133g
전원 AC 100~240V 50/60Hz



메르비는 물로 세척하지 마시고 꽉 짠 젖은 타월이나 알코올을 묻힌 
화장솜으로 잘 닦아 보관해 주시고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메르비의 전원버튼( )을 끈 상태에서 충전기에 올려놓고 
충전기에 빨간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십시오.
충전이 완료되면 녹색불로 바뀝니다. 
충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충전기에 빨간불이 깜빡거립니다.
완전 방전된 상태에서는 3시간 이상 충전해 주십시오.
완충전되면 약 3시간 30분 동안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충전 잔량을 확인할 때에는 전원버튼( )을 누른 후 스텝버튼(STEP)을
5초간 눌러 단계별(C M N L W W) LED 램프를 확인합니다.
LED 램프의 6단계가 전부 켜지면 ⇒ 만충전 표시
LED 램프의 C단계만 켜지면 ⇒ 충전량 부족이므로 충전해주십시오.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시에는 "삐릭삐릭" 부저음이 울립니다.
전원을 켠 후 2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집니다.
각 단계의 사용은 4분입니다. 4분이 지나면 "삐리리릭"하는 부저음과
함께 대기상태가 되고 대기상태에서 2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집니다.
충전 전압은 100V~240V 입니다.
충전이 완료된 후에는 충전기 코드를 빼 놓으십시오.
충전기 단자는 이물질이 닿지 않게 해 주시고 
먼지나 이물질이 묻지 않게 닦아 주십시오.

※ 사용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별도로 첨부된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기본체의 충전용 배터리는 소모품이므로 오작동이나 충전이 안될 경우 
    본사로 문의하십시오.





우리의 피부 조직은 제일 위층에 있는 표피층과
섬유질로 되어있는 진피층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피하조직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피부 조직은 28일을 주기로 지속적으로 
재생되고 있으며 표피층 중간에 있는 피부방어벽이 
외부의 환경과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피부 보호 측면에서 피부방어벽은
영양성분의 공급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휴대용 피부관리기 '메르비'는 갈바닉이온 기능과 
초음파 기능을 동시에 이용하여 피지나 각질 노폐물 
관리와 화장품의 수용성이나 지용성 물질을 표피 
뿐 아니라 진피까지 전달하며 초음파 기능은 1초에 
백만번의 미세한 진동으로 맑고 건강한 피부를 
가꿀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안전하게 정류된 전류로서 양극(+극)과 음극(-극)의 두극을 이용하여 
모공 속 피지와 각질 노폐물을 관리하고 화장품의 수용성이나 지용성
물질을 표피 뿐 아니라 진피까지 전달하여 탄력 있고 깨끗한 피부를
가꾸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피부접촉이 있어야 작동됩니다.)

갈바닉이온(Galvanic lon) 기능

초음파 기능은 매초 100만회의 마이크로 진동으로 피부를 건강하게 
가꿔주는데 도움을 주며 세정작용 온열작용 진동작용의 도움으로 
탄력있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초음파(Ultra) 기능

갈바닉이온 기능과 초음파 기능이 동시에 작동되는 복합 기능은
초음파 기능이 땀샘이나 피지샘(모공)을 자극하고 갈바닉이온 기능이 
피부의 피지 각질 노폐물을 더 잘 관리하고 화장품의 수용성이나 
지용성 물질을 더 많이 더 빠르게 침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새로운 피부관리법입니다.

복합 기능(갈비닉이온+초음파 동시 기능)





맑고 투명하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 (주)로츠는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거듭해온 결과 메르비를 
탄생시켰습니다. 메르비는 갈바닉이온 기능과 초음파 기능 그리고 갈바닉이온과 초음파를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 기능을 이용하여 피부관리를 할 수 있는 무선충전식 피부관리기입니다. 최첨단 
과학기술로 탄생한 피부관리기 메르비는 세계 여성들이 꿈꾸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계가 주목한 (주)로츠의 기술력

일본 히로시마 현립대학 생물자원학부, 메이세이대학 이공학부 화학과 연구실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 (주)로츠의 제품으로 피부관리를 했을 경우 타사 제품 또는 손 관리 대비 피지, 각질, 화장 
찌꺼기등 노폐물이 더 잘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타민C, 비타민A, 레티놀이 표피뿐 아니라 
진피까지 흡수되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임상테스트 실시

(주)로츠의 피부관리기는 미국 2003년 · 2005년 MOLECULAR STRUCTURE(SCI급 논문) 2건, 일본 6건, 
영국 1건 (총 9건) 피부전문학회지에 게재되었고, 2009년 독일 TOP브랜드와 100대 혁신상을 수상
했으며, 2010년 유럽피안 비즈니스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학회지에 소개된 피부관리기





자주 묻는 질문을 자세히 읽은 후 사용하십시오.
사용 전에 모든 귀금속은 제거하고 사용하십시오.
메르비는 피부접촉이 있어야 작동됩니다.
메르비로 A가 B에게 마사지 해 줄 때는 A가 오른손에 메르비를 들고 왼손은 B의 피부 
즉 얼굴이나 손 등 상대방의 피부와 접촉되어야 기능이 작동됩니다.
메르비로 피부관리를 할 때에는 복합 기능(갈바닉이온/초음파 동시 기능)을 선택하여 관리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눈 밑은 피부가 얇고 민감하므로 3초 정도 머무른 후 옆으로 옮겨가며 관리하십시오.
정상·건성피부는 피부 타입에 맞춰 주 3~4회 관리하십시오.
민감성피부는 피부 타입에 맞춰 주 2~3회 관리하십시오.
기미 잡티 주름이 있으신 분은 3단계(N)~6단계(W) 관리 시 
미백 기능성 제품이나 비타민C 제품, 주름 기능성 제품을 바르고 조금 더 관리하십시오.
복합성피부는 클렌징(C)단계 2회(8분)와 마사지(M)단계 1회 관리하고 
지성피부는 클렌징(C)단계 3회(12분) 관리한 후 젖은 타월로 닦아주거나 세안을 하신 후 수분마스크시트지나 
비타민C마스크시트지를 얼굴에 붙여 놓고 그 위로 영양공급(N)단계부터 주름관리(W)단계까지 각 단계를 
관리한 후 마스크시트지를 떼어내고 기초화장품을 손으로 바르고 마무리합니다.(주 2~3회)
관리 후 피부에 이상 반응이 없으면 매일 관리해도 됩니다.
바디관리를 하실 때는 초음파 기능만 선택하여 관리하십시오.
초음파 기능으로 관리하실 때는 휘욜라젤 또는 마사지젤을 이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피부관리는 취침 전에 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사용 중 나타나는 따끔거림은 정상적인 이온반응이며 피부 건강상태에 따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끔거림이 너무 심하시거나 싫으신 분은 세기버튼(L/H)을 눌러 약(LOW)으로 하거나 
화장품을 넉넉히 바르고 관리하십시오.
각 단계별 사용 시 뒷면의 LED램프 불이 깜빡거리는 것은 기능이 정상 작동 중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피부관리가 끝나면 메르비를 꽉 짠 젖은 타월이나 알코올을 화장솜에 묻혀 깨끗이 닦아 보관 하십시오.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피부염 환자는 사용하지 마시고, 알레르기 피부 등 특이 체질은 사용하실 때 주의를 하시고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중 얼굴이 붉어지거나 가려움 화농성 염증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우에는 관리를 중단하시고 
전문 상담원의 상담을 받으십시오.  
사용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별도로 첨부된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시거나 소비자 상담실로 연락하십시오.
(02-565-8787)

피부 관리 시 주의사항



화장을 하셨다면 평소와 같이 클렌징
제품을 이용하여 화장을 지우고 세안을  
합니다.
맨 얼굴에 휘욜라젤(클렌징 젤, 클렌징
로션 또는 클렌징 크림)을 얼굴에 골고루
바릅니다.
전원버튼( )을 누른 후 모드버튼(MODE)을 
눌러 이온(ION)과 초음파(ULTRA)에 둘 다 
불이 들어 오도록 선택합니다.
세기버튼(L/H)을 눌러 강,중,약 세기를
선택합니다.
스텝버튼(STEP)을 눌러 클렌징(C)을 선택한
후 본체 양 옆의 이온칩을 가볍게 잡고
자연스럽게 얼굴을 1회(4분) 관리한 후 젖은 
타월로 지압하듯 닦아 주거나 세안합니다.

1.

 
2.

3.

4.

5. 

1 .  클렌징(C)단계
휘욜라젤(마사지 젤, 마사지 로션 또는 
마사지 크림)을 얼굴 전체에 골고루 
바릅니다.
스텝버튼(STEP)을 눌러 마사지(M)를 
선택합니다.
본체 양 옆의 이온칩을 가볍게 잡고 
자연스럽게 얼굴을 1회(4분) 관리한 후 
젖은 타월로 지압하듯 닦아 주거나 세안 
합니다.

1.

2.

3.

2 .  마사지(M)단계
스킨, 기능성 에센스, 앰플, 영양크림, 
탄력 제품 등을 얼굴 전체에 골고루 
바릅니다. 
스텝버튼(STEP)을 눌러 영양공급(N)을 
선택합니다.
본체 양 옆의 이온칩을 가볍게 잡고 
얼굴 전체를 관리합니다.

1.

2.

3.

3 .  영양공급(N)단계

갈바닉이온(+)과 초음파의 복합 기능이 클렌징 제품의 
효과를 배가시켜 피부의 노폐물(피지, 각질, 화장찌꺼기 
등)을 제거하여 모공 수축과 깨끗한 피부로 가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갈바닉이온(+/-)과 초음파의 복합 기능이 마사지 제품의 
효과를 배가시켜 모공 수축 이완 작용과 수분공급 작용
으로 촉촉하고 탄력있는 피부를 가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영양공급(N)단계 효과마사지(M)단계 효과클렌징(C)단계 효과
갈바닉이온(-)과 초음파의 복합 기능이 기능성 에센스 
앰플 또는 영양크림의 유효성분을 잘 흡수 되도록
도와 맑고 촉촉한 피부를 가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영양공급(N)으로 관리한 후 얼굴을 닦지 
않고 스텝버튼(STEP)을 눌러 리프팅(L)을 
선택합니다.
본체 양 옆의 이온칩을 가볍게 잡고 
늘어진 턱선과 입가를 집중적으로 관리 
합니다.

1.

2.

4 .  리프팅(L)단계
미백 기능성 제품(비타민C, 미백 에센스 
또는 미백 앰플)을 얼굴에 바릅니다.
스텝버튼(STEP)을 눌러 미백관리(W)를 
선택합니다.
본체 양 옆의 이온칩을 가볍게 잡고
자연스럽게 관리합니다.

※기미나 잡티가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마사지 해주세요.

1.

2.

3.

5 .  미백관리(W)단계
눈가, 입가 등 주름이 있는 곳에 주름
기능성 제품(아이크림, 레티놀, 또는
링클 제품)을 바릅니다. 
스텝버튼(STEP)을 눌러 주름관리(W)를 
선택합니다.
본체 양 옆의 이온칩을 가볍게 잡고
주름의 반대 방향으로 관리해 준 후
마무리합니다.

1.

2.

3.

6 .  주름관리(W)단계

갈바닉이온(+/-)과 초음파의 복합 기능이 리프팅 제품의 
효과를 배가시켜 늘어진 피부를 탄력있고 탱탱한 피부로 
가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갈바닉이온(-)과 초음파의 복합 기능이 비타민C나 미백 
기능성 제품의 유효성분을 잘 흡수 되도록 도와 기미나 
잡티를 흐리게 하고 맑고 투명한 피부를 가꾸는데 도움
을 줍니다.

갈바닉이온(+/-)과 초음파의 복합 기능이 비타민A 레티놀 
주름 기능성 제품의 유효성분을 잘 흡수 되도록 도와 
주름관리에 도움을 주고 탱탱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가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 클렌징(C)단계와 마사지(M)단계를 관리한 후 젖은 타월로 닦거나 세안한 후 기초화장품(스킨, 에센스, 앰플, 영양크림, 아이크림 또는 
   미백 기능성 제품, 주름 기능성 제품 등)을 얼굴에 바르고 영양공급(N)단계~주름관리(W)단계까지 이어서 관리해도 됩니다.

※ 비타민C마스크시트지나 수분마스크시트지를 이용할 때에는 영양공급(N)단계~주름관리(W)단계까지 마스크시트지 위로 관리하고 시트지를  
    떼어낸 후 기초화장품(스킨, 에센스, 앰플, 영양크림 등)을 얼굴에 바른 후 마무리합니다.

주름관리(W)단계 효과미백관리(W)단계 효과리프팅(L)단계 효과



비타민C마스크시트지나 수분마스크시트지를 
얼굴에 덮어 씌웁니다.
스텝버튼(STEP)을 눌러 영양공급(N)을 
선택하여 마스크시트지 위로 자연스럽게 
1회(4분) 관리해 줍니다.
영양공급(N)단계가 끝나면 리프팅(L)~
주름관리(W)단계까지 각 단계 2회(8분) 
이어서 관리한 후 시트지를 떼어냅니다.
에센스, 앰플, 수분(영양)크림 등을 얼굴에 
바른 후 마무리 합니다.

1.

2.

3.

4.

3 .  영양공급(N)단계 ~
6 .  주름관리(W)단계

마사지(M)단계 효과클렌징(C)단계 효과 영양공급(N)단계~주름관리(W)단계 효과

화장을 하셨다면 평소와 같이 클렌징
제품을 이용하여 화장을 지우고 세안을  
합니다.
맨 얼굴에 휘욜라젤(클렌징 젤, 클렌징
로션 또는 클렌징 크림)을 얼굴에 골고루
바릅니다.
전원버튼( )을 누른 후 모드버튼(MODE)을 
눌러 이온(ION)과 초음파(ULTRA)에 둘 다 
불이 들어 오도록 선택합니다.
세기버튼(L/H)을 눌러 강,중,약 세기를
선택합니다.
스텝버튼(STEP)을 눌러 클렌징(C)을 선택한
후 본체 양 옆의 이온칩을 가볍게 잡고
자연스럽게 얼굴을 2회(8분) 관리한 후 젖은 
타월로 지압하듯 닦아 주거나 세안합니다.

1.

 
2.

3.

4.

5. 

1 .  클렌징(C)단계
휘욜라젤(마사지 젤, 마사지 로션 또는 
마사지 크림)을 얼굴 전체에 골고루 
바릅니다.
스텝버튼(STEP)을 눌러 마사지(M)를 
선택합니다.
본체 양 옆의 이온칩을 가볍게 잡고 
자연스럽게 얼굴을 1회(4분) 관리한 후 
젖은 타월로 지압하듯 닦아 주거나 세안 
합니다.

1.

2.

3.

2 .  마사지(M)단계

갈바닉이온(+)과 초음파의 복합 기능이 클렌징 제품의 
효과를 배가시켜 피부의 노폐물(피지, 각질, 화장찌꺼기 
등)을 제거하여 모공 수축과 깨끗한 피부로 가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갈바닉이온(+/-)과 초음파의 복합 기능이 마사지 제품의 
효과를 배가시켜 모공 수축 이완 작용과 수분공급 작용
으로 촉촉하고 탄력있는 피부를 가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갈바닉이온(-)과 초음파의 복합 기능이 마스크시트지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수분과 보습감을 높여주어 맑고 
촉촉한 피부를 가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마스크시트지나 수분마스크시트지를  
얼굴에 덮어 씌웁니다.
스텝버튼(STEP)을 눌러 영양공급(N)을 선택하여 
마스크시트지 위로 자연스럽게 1회(4분) 관리해 
줍니다.
영양공급(N)단계가 끝나면 리프팅(L)~주름관리
(W)단계까지 각 단계 2회(8분) 이어서 관리한 후 
시트지를 떼어냅니다.
에센스, 앰플, 수분(영양)크림 등을 얼굴에  
바른 후 마무리 합니다.

1.

2.

3.

4.

3 .  영양공급(N)단계 ~
6 .  주름관리(W)단계

갈바닉이온(+)과 초음파의 복합 기능이 클렌징 제품의 효과를 
배가시켜 피부의 노폐물(피지, 각질, 화장찌꺼기 등)을 제거
하여 모공 수축과 깨끗한 피부로 가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클렌징(C)단계 효과 영양공급(N)단계~주름관리(W)단계 효과
갈바닉이온(-)과 초음파의 복합 기능이 마스크시트지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수분과 보습감을 높여주어 맑고 
촉촉한 피부를 가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화장을 하셨다면 평소와 같이 클렌징 제품을  
이용하여 화장을 지우고 세안을 합니다.
맨 얼굴에 휘욜라젤(클렌징 젤, 클렌징 로션  
또는 클렌징 크림)을 얼굴에 골고루 바릅니다.
전원버튼( )을 누른 후 모드버튼(MODE)을 눌러 
이온(ION)과 초음파(ULTRA)에둘 다 불이 들어 
오도록 선택합니다.
세기버튼(L/H)을 눌러 강,중,약 세기를 선택
합니다.
스텝버튼(STEP)을 눌러 클렌징(C)을 선택한 후 
본체 양 옆의 이온칩을 가볍게 잡고 자연스럽게 
얼굴을 3회(12분) 관리한 후 젖은 타월로 지압
하듯 닦아 주거나 세안합니다.

1.

2.

3.

4.

5. 

1 .  클렌징(C)단계



관리하고자 하는 부위에 목크림, 영양크림, 탄력 제품  또는 미백이나 주름 제품을

목에 바릅니다.

메르비 전원버튼( )을 누른 후 모드버튼(MODE)을 눌러 이온(ION)과 초음파

(ULTRA)에 불이 둘 다 들어오게 한 후 세기버튼(L/H)을 눌러 강, 중, 약 세기를

선택합니다.

스텝버튼(STEP)을 눌러 영양공급(N)을 선택하고 본체 양 옆의 이온칩을 가볍게

잡고 아래에서 위로(  )(  ) 관리한 후 영양공급(N)단계가 끝나면 리프팅(L)~

주름관리(W)단계까지 이어서 관리합니다.

[ 목 관리 ]

손등에 휘욜라젤을 넉넉히 바릅니다.

메르비 전원버튼( )을 누른 후 모드버튼(MODE)을 눌러 이온(ION)과 초음파(ULTRA)

에 불이 둘 다 들어오게 한 후 세기버튼(L/H)을 눌러 강, 중, 약 세기를 선택합니다.

스텝버튼(STEP)을 눌러 클렌징(C)~마사지(M)단계까지(총 8분) 선택하고 본체 

양 옆의 이온칩을 가볍게 잡고 관리한 후 젖은 타월로 지압하듯이 닦아 냅니다.

핸드크림이나 영양크림, 앰플, 주름 기능성 제품 등을 바르고 스텝버튼(STEP)을 

눌러 영양공급(N)을 선택한 후 본체 양 옆의 이온칩을 가볍게 잡고 관리하며

영양공급(N)단계가 끝나면 리프팅(L)~주름관리(W)단계까지 이어서 관리하고 

마무리합니다.

[ 손등 관리 ]



휘욜라젤 또는 수분젤을 관리하고자 하는 부위(팔, 다리, 배)에 바릅니다.

메르비의 전원버튼( )을 누른 후 모드버튼(MODE)을 눌러 초음파(ULTRA)를 선택

하고 세기버튼(L/H)를 눌러 강, 중, 약 세기를 선택합니다.

스텝버튼(STEP)을 눌러 C를 선택하고 본체 양 옆의 이온칩을 가볍게 잡고 관리

하고자 하는 부위를 관리한 후 샤워를 하거나 젖은 타월로 닦아준 다음 바디로션을 

바릅니다.

초음파 기능만 선택하여 관리할 때는 스텝버튼(STEP)의 C~W 모두 초음파 기능만

작동됩니다.

초음파 기능 바디 관리 방법 (팔, 다리, 배)

메르비는 피부 접촉이 있어야 작동됩니다.

메르비로 A가 B에게 마사지 해 줄 때는 A가 오른손에 메르비를 들고 

왼손은 B의 피부 즉 얼굴이나 손 등 상대방의 피부와 접촉되어야 기능이 작동됩니다.

팔, 다리, 배는 초음파 기능만 선택하여 관리해 주십시오.

동일 부위에 20분 이상 관리하지 마십시오.

관리 후 동일 부위에 재사용 하려면 반드시 5시간 이상 지난 후 사용하십시오.

바디관리 할 때는 휘욜라젤 또는 마사지젤을 충분히 바른 후 관리해 주십시오. 

상처 부위에는 절대 사용을 금합니다.

초음파는 한 곳에 멈추지 말고 부드럽게 관리하여 주십시오.

임산부는 초음파 모드로 관리하실 때 배 부위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로츠는 다릅니다!

피부건강과 생명력을 위해 탄생한 메르비는 첨단 피부과학을 이용하여

가장 자연스럽게 아름다워지는 피부를 추구합니다.

최첨단 기술의 전문 피부관리기 메르비는 이미 세계의 권위있는

학회지에 게재되어 그 뛰어난 과학성을 입증받았으며 국내·외 각종

품질, 인증마크를 획득하여 믿을 수 있는 제품임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허등록증 제 10-0479622호
특허등록증 제 10-0500100호
특허등록증 제 10-0500911호
특허등록증 제 10-0507453호
특허등록증 제 10-1169675호
중국등록증 등록 ZL 2003 8 0110348.6
중국등록증 등록 ZL 2003 8 0110349.0
일본특허증 등록 4359593호
일본특허증 등록 4431536호
미국특허증 등록 US 7,922,675 B2
미국특허증 등록 US 8,591,437 B2
미국특허증 등록 US 8,585,619 B2
유럽특허증 등록 2471453호

일본 히로시마현립대학 주관 이온도입 이온도출 초음파
도입 이온과 초음파 동시 작동 효과 임상시험 완료
일본 메이세이대학 주관 이온도입 이온도출 초음파도입 
이온과 초음파 동시 작동 효과 임상시험 완료
2008년 10월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임상시험 완료(이올라)
2008년 11월 한양대 구리병원 임상시험 완료(이올라)
한국 세명대학교 임상 테스트 완료
ISO 9001:2008 획득
한국 건자재 시험 연구원(적외선 테스트 완료)
중소기업 중앙회 PL보험 1억 배상보험
우수산업디자인 상품 선정

2002년 일본 FRAGRANCE JOURNAL 게재(2건)
2003년 일본 FRAGRANCE JOURNAL 게재
2003년 일본 피부 보호와 바이오 기술 게재
2003년 영국 ICAVS-2 학회지 게재
2003년 미국 MOLECULAR STRUCTURE JOURNAL 게재
2004년 일본 '젊어지기의 실제' 미용저널 게재
2005년 미국 MOLECULAR STRUCTURE JOURNAL 게재
2005년 일본 피부전문 학회지 게재
2009년 독일 TOP브랜드 수상(메르비)
2009년 독일 100대 혁신상 수상(메르비)  
2010년 유럽피안 비지니스 어워드 수상(메르비)
2013년 대한민국 대표 우수기업 인증(매경닷컴)

UL마크 획득 CE마크 획득 RoHS마크 획득 FCC마크 획득 전기안전마크 획득위생안전품질마크 획득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96길 6 엘지트윈텔 1차 10층 1005호
전화 : 02-565-7500(代)   팩스: 02-561-1472   소비자상담실: 02-565-8787

공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8로 69
www.lotts.co.kr     E-mail:lotts@lott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