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에이르랩   

EIRLAB INC. PROFILE  

  



20년 전통의  프리미엄  스파 

스파 에이르 

EIR(에이르)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치유의 여신’

을 의미하며 ‘신비한 치유의 비밀’을 상징합니다. 

 

저희 스파에이르는 고객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힐링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탄생하였습니다. 



회사 소개  

3. 대한민국 1위 

         - 대한민국 프리미엄 스파 브랜드 중 매출1위 

           (2014년 인천국제공항 유명 브랜드와 입찰 당시 확인) 

2. 순천향 대학교 자회사 

          - 순천향 대학교에서  20% 출자 받음  

            전문가용 기능성 화장품  R&D 연구개발 

1. 20년의 운영 경험 

        - 20년간 전문적인 프리미엄 에스테틱 & 스파 운영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유, 화장품 생산의 경험과 노하우 

4. 이태리 에스테틱 NO.1 DIBI 화장품 국내 독점 계약  

        -  40년 역사의  DIBI화장품을 독점 판매 하고,  

           이탈리아 DIBI SPA  컨셉샵 을  직영 운영 중 

5.   프리미엄 SPA 매장 

         - 롯데 백화점內  6개의 직영 및 가맹점 스파 운영. 

         - 인천 국제공항 면세구역內  2개점 및 김포국제공항 직영 스파  운영.  

         - 롯데호텔(5성급) 직영스파 및 롯데월드몰 운영. 

About Company 



회사 연혁 History of Company 

2001년   1호점 오픈 (삼성점) 

2008년   “美연구실”R&D 센터 운영 

2009년   “스킨스토리” 브랜드 개발 및 프랜차이즈 사업 

                 이대본점, 부천역점, 일산점 오픈 

2010년   “스킨스토리”광화문본점, 압구정직영점 등, 12개 매장 오픈 

2011년   “더말로지카SPA” 프리미엄 브랜드 개발 

                   롯데백화점 (영등포) 직영점 오픈 

2012년   일산 롯데 직영점, 안양 롯데 직영점, 대구 롯데점 오픈 

                  프리미엄 온라인몰 “엘-롯데 입점”, “롯데 면세점 입점” 

2013년   리버사이드  호텔 “메디컬SPA” 직영점 오픈 

2014년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內 공개입찰 성공 

                  공항 내 3개 직영점(동편점, 서편점, 탑승동점) 오픈 

                 국내 프리미엄  브랜드 스파업계 매출1위 달성 

2015년    차병원 차의과학대학 계약학과 운영 

                 웅진그룹과 더말로지카스파 프랜차이즈 사업 공동 전개 

2017년    스파 에이르(EIR)로 통합 브랜드 변경 

                 7월 강남롯데백화점 출점,  8월 구리롯데점 출점, 

                 12월 김포공항점 입점 

2018년    3월 이태리 에스테틱 NO.1 브랜드  DIBI 화장품 독점 판매 실시 

                 6월 창원 롯데백화점 직영 스파 오픈   

                 7월 울산롯데호텔 직영 스파 오픈 

                 11월 1일 잠실롯데월드몰  직영 스파 오픈  

2019년    3월 기능성 화장품 4종 출시 

=  Professional with Experiences 



꽃쥐손이 추출물을 포함하는  

피부미백용 화장품 조성물 등 3건 특허 보유 

* 연구소기업 등록 및 벤처기업 인증 완료 

보유 기술  Holding Technology 



프리미엄 스파 에이르 

(롯데호텔, 롯데월드몰) 

울산 롯데호텔점 

잠실 롯데월드몰점 

제주 롯데호텔점 
(2020년 3월 예정) 



롯데백화점 강남점 롯데백화 영등포점 롯데백화점 안양점 

롯데백화점 창원점 롯데백화점 일산점 롯데백화점 구리점 

프리미엄 스파 에이르 

(롯데백화점) 



) 

스파 에이르 

(공항 內 면세구역) 

인천국제공항 T1 동편점 / 서편점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점 

동편 서편 



「이태리 전문가용  코스메틱  No1.  DIBI(디비) 화장품  공식수입원 」 

DIBI MILANO는 에스테틱의 본고장에서 탄생되어 40년간 이어온 

글로벌 페이스 &바디 최고의 에스테틱 브랜드입니다.  

최첨단 기술력과 엄선된 원료들로 과학적인 화장품 DIBI는 

세계 최고의 피부 병리, 약리학의 명문 이태리 대학과 산학 협력하여 

제품개발 및 임상실험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과 안정성, 

그리고 놀라운 효능으로 세계에서 인증된 제품들 입니다. 

 

이태리 NO.1 에스테틱 DIBI는 뷰티 살롱, 호텔, 스파를 중심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 그리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피부 분석-진단-처방을 합니다. 

DIBI(디비) EIR Partnership 



「이태리 전문가용  코스메틱  No1.  DIBI(디비) 화장품  국내 독점  유통계약」 

DIBI(디비) EIR Partnership 



매거진 수록  Magazine 

에스테틱 전문 매거진 
“signature”, “bi” 수록 



to  SPA EIR 셀 럽 



120평 규모의 럭셔리한 인테리어와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스파 연출 

스파에이르 지점 롯데호텔 울산점 



스파에이르 지점 롯데백화점 강남점 

기존의 어두운 스파 분위기를 탈피해서 북유럽 감성의 밝고 아늑한 분위기 연출 



감사합니다. 

www.spaeir.co.kr 

대표전화  1855-3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