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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말 칫솔에 미쳤습니다

메가스마일은 ‘디자인 +기능 +기술 ’을 담은 제품으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Brand Story
Roland Zettel(치의학 박사)에 의하여,
2007년 스위스 브랜드로 설립된 회사로 자연적으로 건강한 백치는 미용의
일부분이라는 콘셉트로 출발했습니다.
치약 또는 화학약품을 이용한 치아표백은 치아 법랑질에 마모를 생기게 하
여 해로우며, 잇몸에도 좋지 않다는 결론을 바탕으로 메가스마일은 시작되
었습니다.
메가스마일 칫솔은 수세기 동안 생체적합성을 가지고 있는 활성탄을 활용
하여 최적의 미백조합을 구현해 냈으며, 젊은 세대들의 세련되고 좋은 디자
인 제품의 선호도를 바탕으로 취리히 디자인 회사와 공동작업 되었습니다.

Design Award
[Good Design Award]와 [German Design Award]는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디자인 선정기관으로 [합목적성, 심미성, 독창성]이 시상의 기준
입니다. 이는 메가스마일의 제품설계 철학입니다.

ACP Technology_미백 기술 및 특허
[특허번호 : EU patent no. EP2711049]
활성탄소 알갱이를 활용한 미백 칫솔의 새로운 방향 점을 제시합니다. 치약,
화학약품 등을 이용한 자극적인 미백은 이제 과거일 뿐입니다.
자연에서 나온 무해한 원료는 여러분의 미소와 치아를 더욱 자연스럽게 만
들어 줄 것입니다.

Anti-Stress toothbrush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칫솔로(약 8 gram), 탁월한 그립감(미끄럼방지 포
함)과 유연한 칫솔의 움직임(양치압력조절)은 치아와 잇몸에 스트레스를 줄
여줍니다. 그럼에도 다이나믹한 세정작용(플라크 제거 등)은 또 다른 상쾌함
을 선사합니다.

Function

Cleaning_ 어떤 형태로 떨어뜨려도 칫솔모가 지저분한 바닥에 닿지 않도
록 인체공학적 설계를 기본으로 합니다.

Poishing_ 약 2,000 여 개의 칫솔모가 만들어내는 광택 기능은 치아를
24시간 매끄럽게 만들어 줍니다. (일반적 칫솔의 경우, 칫솔모 약 500여 개)

Soft_ 칫솔모는 독일에서 제작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
다. 어떠한 자극도 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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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라인업

01블랙화이트닝

02소프트 블랙화이트닝

칫솔모 강도: Medium / 칫솔 무게: 약8.5gram

칫솔모 강도 : Soft / 칫솔 무게 : 약8.3gram

Special Color Edition

Special Color Edition

_블랙화이트닝

_소프트 블랙화이트닝

01_1

01_2

02_ 2

메탈릭 레드 에디션

다이아몬드 블루 에디션

메탈릭 레드 에디션

다이아몬드 블루 에디션

칫솔모 강도 : Medium
칫솔 무게 : 약8.5gram

칫솔모 강도 : Medium
칫솔 무게 : 약8.5gram

칫솔모 강도 : Soft
칫솔 무게 : 약8.3gram

칫솔모 강도 : Soft
칫솔 무게 : 약8.3gram

01_3

01_4

02_ 3

02_ 4

브라이트 그린 에디션

시크 브라운 에디션

브라이트 그린 에디션

시크 브라운 에디션

칫솔모 강도 : Medium
칫솔 무게 : 약8.5gram

칫솔모 강도 : Medium
칫솔 무게 : 약8.5gram

칫솔모 강도 : Soft
칫솔 무게 : 약8.3gram

칫솔모 강도 : Soft
칫솔 무게 : 약8.3gram

※ 칼라에디션 칫솔은 한정품으로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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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1

※ 소프트 블랙화이트닝 칫솔은 시즌별로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매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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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라인업

03루프 블랙화이트닝

칫솔모 강도 : Medium / 칫솔 무게 : 약12gram

Special Color Edition
_루프 블랙화이트닝

03_1

03_2

메탈릭 레드 에디션

다이아몬드 블루 에디션

칫솔모 강도 : Medium
칫솔 무게 : 약12gram

칫솔모 강도 : Medium
칫솔 무게 : 약12gram

03_3

03_4

브라이트 그린 에디션

시크 브라운 에디션

칫솔모 강도 : Medium
칫솔 무게 : 약12gram

칫솔모 강도 : Medium
칫솔 무게 : 약12gram

※ 루프 블랙화이트닝 칫솔은 시즌별로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매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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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모의 비밀

활성탄의 과학적 효능

메가스마일 칫솔모 개수는약 2,000여 개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칫솔의 칫솔모는 약 500여 개 내외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적인 모를 채용하고 있어(약0.1㎜) 잇몸과 치아에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메가스마일 블랙화이트닝 칫솔은 미세모 끝을 둥글게 제작함으로써, 잇몸에 상처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ACP Technology 01
과학적으로 검증된 수천 개의 활성탄 알갱이가 치아
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화이트닝을 구현
합니다.

메가스마일 블랙화이트닝 칫솔모 끝 현미경 확대촬영

미백
메가스마일의 활성탄기술 (ACP)은
어떠한 화학적인 첨가 없이 치아를 밝게 해 주며, 자연적인 방법으로 치아
의 고질적인 얼룩을 중화시킵니다.
블랙화이트닝 칫솔의 칫솔모는 단단히 고착되어 미백에 최적화된 크기의
숯입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양치질하는 동안 얼룩과 플라크를 지우는 역할
(또는 제거)을 합니다. 이러한 다공성의 구조로 인하여 활성탄은 흡착성이
강하며 스펀지와 같이 독성을 빼내 줍니다.
고착된 숯 입자들은 얼룩을 제거함과 동시에 커피, 적포도주 및 니코틴의
변색과 같은 것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을 흡수하며 치아를 눈에 띄게 밝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도록 도와줍니다.

메가스마일 칫솔모의

활성탄 입자

입 냄새 제거
흡착은 물에서 녹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고체로 사용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활성탄은 고체입니다. 활성탄은 특별하게 생산된 것으로써, 아주 큰 내부 표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500~1500㎡/g)
이러한 큰 내부 표면은 활성탄의 흡착성을 이상적으로 형성시켜 주며, 입 냄새를 제거해 줍니다.

(단, 칫솔질 습관, 횟수, 사용 기간 등에 따라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ACP Technology 02
본 기술에는 Polishing(광택)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자신의 치아가 매끄
럽게 변화된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광택(치석제거)

뽀득뽀득한 상쾌한 치아를 경험해 보세요!!

ACP Technology 03
칫솔모는 특히 독일에서 제작된 높은 수준의 기술력
이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된 특허받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특허번호: EU patent no. EP2711049]
미세모에도 혁신적인 기술은 필수입니다.
※ 통상적인 칫솔의 권장사용 기간은 약2~3개월입니다. (단,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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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미세모 칫솔모 현미경 확대촬영

이미 설명된 활성탄의 효과 외에도, 연마 효과는 돌출된 숯 입자로부터 제
공됩니다. 구조적으로 다소 거친 칫솔모 표면은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손가락으로도 칫솔모와 숯이 포함된 메가스마일 제품은 타제품의 칫
솔모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의 표면은 세정 및 연마의 기능을 더해 주며, 칫솔모에 물성을
부여하고, 치아 표면에 얼룩이나 침전물을 제거합니다. 그럼에도 치아의 법
랑질(Enamel) 손상은 없습니다.
메가스마일은 유럽 및 세계 특허 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 (EP2711049)
본 메가스마일 기술력에 의하면, 특별히 큰 크기의 활성탄이 칫솔모에 사용
되었습니다. 사용된 활성탄 입자의 평균 지름은 칫솔모 지름의 약 30%~70%입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독보적
인 것이며, 활성탄 입자가 칫솔모 표면상에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양치질을 하는 동안 광택 기능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 메가스마일 칫솔에 적용된 활성탄은 식품첨가물 규정을 만족한 제품으로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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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적 치아미백: 광택

What’s ACP ?

01

02

10

마모없는 화이트닝
치아광택!!
화학약품이 포함된 치약 또는 미백키트 없이도
메가스마일 칫솔은 화이트닝 및 광택기능을 구현합니다.
연마성 미백치약(또는 화학약품)은 이젠 과거의 것입니다.
메가스마일 칫솔은 자극이 강하지 않은 어떤 치약과도
잘 어울립니다.

블랙화이트닝 칫솔의 올바른 사용법
_올바른 양치질
메가스마일 블랙화이트닝 칫솔의 올바른 사용법은 곧 올바른 양치질입니다.

양치질 횟수
333 법칙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양치질은 보통 하루 3번, 음식 섭취 후 3분 이내, 3분 이상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다만, 간식이나 음료수 등을 섭취한 후에도, 자기 전에도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으니, 533/633 법칙이라고 해도 좋
겠군요.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너무 강하게 양치질을 하면, 치아가 불필요하게 마모될 수 있으니
꼭 올바른 방법을 익히셔야 합니다.

양치질 요령

ACP기술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닦거나 (아랫니 : 쓸어올리듯 / 윗니 : 쓸어내리듯), 치아 뒷면을 닦을 경우, 어금니는 잇몸에
서 전후로 움직인 후 치아 방향으로, 앞니는 칫솔모가 앞니를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닦으시면 됩니다.

자연의 방식 그대로 화학첨가제 없이,
얼룩진 치아를 밝게 합니다.
심지어 일반적인 어떤 치약의 사용과 관계없이
자연스럽고 빛나는 미소를 즐길 수 있습니다.
몇 번의 사용만으로도 치아를 밝고 부드럽게 해 줍니다.

잇몸마사지
치아를 붙잡고 있는 잇몸의 경우, 양치질할 때마다 마사지를 해 줌이 좋다고 하는데요, 칫솔 헤드를 이용하여 잇몸
을 가볍게 눌러주거나, 손으로 잇몸을 가볍게 마사지해 주는 것도 잇몸병 예방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우리 잇몸에 고인 좋지 않은 미세한 고름을 틈틈이 짜 주어야 한다고 하니까요.

03

ACP가 하는 일은?

04

작은 틈새까지 효과적으로

05

가치있고 만족스런 결과

치아와 잇몸이 상해 치과에 내원하시는 많은 분들의 주요원인 중 하나는
바로 강하게 닦는 양치질 습관입니다.
강하게 닦으면 세정효과가 빠르다고 생각하시거나, 개운한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강한 양치질은 치아를 마모시키고
잇몸을 상하게 하며, 치주염으로 발전하여 입냄새의 주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가벼운 양치질로도 얼마든지 세정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올바른 양치질을 늘 상기하시고, 구석구석 양치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메가스마일 블랙화이트닝 칫솔의 그립설계는 가벼운 양치질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에
여러분들께 추천할 수 있습니다.

더 밝고 부드럽고 세련된 느낌을 가져보세요!!

본문감수 : 서울 마포구 F 치과 윤 원장

인간수명은 30년 증가했는데, 치아 수명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낙서를 지울 수 있는 지우개를 상상해 보세요!

ACP 는 치아의 얼룩 또는 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흡착하며, 제거해 갑니다.

“

치아의 건강!! 이젠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치과의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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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압력_조절

인체공학적 그립설계를 통한
발란스 유지
올바른 양치질을 자연스럽게 유도
150°

Swiss dental aesthetics
130°

스위스의 시골 아펜젤에서 시작되어 국제적인 디자인 월드를 정복!!
현대 사회의 트랜드에 맞는 아름답고 독보적인 기능성 디자인에 역점을 두고
스위스 유명 젊은 디자이너들과의 깊은 연구와 개발을 통해
현재의 독보적인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160°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칫솔

QUESTION

칫솔로는 세계최초로 세계적인 디자인 상을 수상하였는데...
칫솔에 디자인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요?

칫솔이 가벼워야 하는 이유
01. 손목의 힘이 칫솔 그립에서 분산되어, 약한 양치압력을 조절시켜 줍니다.
02. 가벼운 움직임으로 입안 구석구석 깨끗한 세정을 도와줍니다.
03. 양치시 손목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권위의 GOOD DESIGN / REDDOT DESIGN / GERMAN DESIGN은
단순 디자인만으로 상을 주지 않습니다. 인체공학적 요소, 실제 사용 목적성이 제품에 부여되어야 가능하죠.
실례로 세계적인 자동차 페라리가 동일한 상(REDDOT DESIGN)을 수상할 때,
페라리의 디자인만으로 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디자인과 완벽하게 매치된 기능적 요소도 선정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메가스마일 칫솔에도 인체공학적 요소, 즉 양치압력을 위한 각도설계, 활성탄 알갱이를 통한 미백,
칫솔을 떨어뜨려도 칫솔모가 땅에 닿지 않는 사용 합목적성이 적용 되어 있죠.

ANSWER

메가스마일 블랙화이트닝 칫솔은 국내 여러 치과에서도 판매중입니다.
VOGUE “Best of Beauty”
NZZ “단 2주 후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제품이다.”
Glamore “칫솔모가 작은 오염까지도 깊게 제거해 주며, 치아가 즉각적으로 부드러워짐을 느낀다.”
Playboy “ACP는 혁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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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back from
Customers

선물용으로
제격인 칫솔!
이제 칫솔도 선물하고
사랑도 전해주세요!

https://www.instagram.com/megasmile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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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마일 칫솔모는

시험대상품목 : Blackwhitening Toothbrush

최고수준의 독일산 칫솔모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 본 시험결과들은 국내 인증기관인 KCL(한국생활건강연구원)로부터 KS규격 시험평가후 받은 공식결과입니다.

01 칫솔 안정성 인증 시험성적표
□ Physical inspection (물리적 겉모양) : 이상없음
□ Fatigue resistance (피로 저항력) : 이상없음

MADE IN GERMANY

□ Chemical challenge (화학적 노출시험) : 이상없음

메가스마일 칫솔은 칫솔 본연의 기능에 아주 충실한 제품입니다.
극세모처럼 그저 부드럽기만 하거나, 사용빈도에 따라 수명이 짧은 제품이 아닙니다.

□ Handle impact strength (칫솔손잡이 충격시험) : 비파괴 합격
□ Tuft-retention test (강모다발유지) : 26.1 / KS규격 합격
□ Resistance to deflection (굴곡저항성) : 2.82 / KS규격 합격

메가스마일 [칫솔모]는 탱탱한 탄력을 유지하면서도 부드러움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치석제거·입안 찌꺼기 제거 등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칫솔모]의 끝을 둥글게 제작하여
칫솔모가 가늘면서도 잇몸을 찌르지 않는 부드러움은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02 칫솔모 흡착력 인증 시험성적표

독일 직/수/입
□ Iodine Adsorption Capacity (요오드 흡착력)
: 1033 / KS규격 합격

03 칫솔 위생성, 가소성 인증 시험성적표
메가스마일 모든 제품은 메가스마일 스위스 본사의 warehouse가 있는
독일 stutensee(슈투텐제)에서 직수입하고 있습니다.

□ Pb (납) : 불검출

□ As (비소) : 불검출

□ Cb (카드뮴) : 불검출

□ Ba (바륨) : 불검출

□ Cr (크롬) : 불검출

□ Se (셀레늄) : 불검출

□ Sb (안티몬) : 불검출

□ Hg (수은) : 불검출

□ Di-(2-ethylhexyl)phthalate (DEHP) : 불검출
□ Dibutylphthalate (DBP) : 불검출
□ Butylbenzylphthalate (BBP) : 불검출
□ Di-n-octylphthalate (DNOP) :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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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by megasmile

Bristles from German

- 스 위 스 디자인 -

- 독일산 칫솔모 -

□ Di-(iso-nonyl)phthalate (DINP) : 불검출
□ Diisodecylphthalate (DIDP) : 불검출
□ Diisobutyl Phthalate (DIBP) :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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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egasmile.co.kr

자주묻는 질문

FAQ
Q
A

한국에 그 많은 칫솔을 놔두고
본 칫솔이 한국에 꼭 필요한 이유라도 있나요?

Q

메가스마일 칫솔엔
어떤 치약을 사용해야 하나요?

Q
A

활성탄 알갱이가 칫솔에 묻어 있다는데...
정확히 어떤 기능인가요?

Q
A

본 칫솔을 써 보니, 치아가 밝아지는 것 같은데...
아직 드라마틱하게 하얗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Q
A

시중에 나와있는 미세모와 그 부드러움의 차이가 다른데요.
왜 같은 미세모라도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Q
A
Q
A
18

잇몸을 보호하면서, 미백 및 여러 기능적 요소를 가진 칫솔을 한국에서 찾기 어려웠습니다.
스위스에서 온 외산제품이긴 하나, 칫솔 하나도 철학을 담아 만드는 그들의 전문성을 배울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A

자극적이지 않은
모든 종류의 치약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활성탄은 보통 정수기의 물을 깨끗하게 해 주는 천연물질로, 과거부터 실생활에서 널리 사용되
어 왔습니다. 이에 착안하여, 로랜드 제텔 치의학 박사가 칫솔모에 활성탄 알갱이를 묻혀 만든 특허제품으로, 활성
탄은 과학적으로 입냄새제거, 미백, 광택효과를 위한 흡착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치아표면의 코팅층, 즉 법랑질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요.
미백치약 및 키트 등에 들어가 있는 화학물질, 즉 과산화수소와 같은 표백제가 없기에, 잇몸을 보호하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양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화학적 물질이 아닌 천연물질이기에, 드라마틱하게 바로 하얗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면, 치아전체를 고르고 하얗게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줍니다.

미세모 끝을 둥글게 만드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잇몸을 찌르지 않습니다. 참고로 칫솔모는 최고 레벨의 독일산
이기도 합니다.
강한 양치압력을 잇몸에 다 전달되지 않도록 칫솔그립의 탄성을 부여하여 설계했고요, 무엇보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칫솔로(8그램), 강한 양치습관을 자연스럽게 제어해 줍니다.
특히 미세모에 흡착기능이 있어 치석(플라크)도 잘 끼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칫솔모 강도의 선택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메가스마일 칫솔의 칫솔모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MEDIUM(중간) / SOFT(부드러움)
다만, 두 종류 모두 기본적으로 부드럽습니다.
치과치료를 받으셨거나, 잇몸이 약하신 분들에겐 SOFT, 그렇지 않은 분들에겐 MEDIUM을 추천드립니다.

메가스마일 칫솔의 유효사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별 사용횟수, 습관 등에 따라 다르긴 하나, 통상 2~3개월입니다.
유효기간 이상 사용하시는 경우, 칫솔의 효과 및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megasmile Korea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청라에메랄드로 78
딜라이드타워1, 1001호
Tel: 032-567-6166
info@megasmile.co.kr
www.megasmile.co.kr
https://www.instagram.com/megasmile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