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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Oracle
New Concept A.I. LED Mask





닐스 라이베르그 핀센
(Niels Ryberg Finsen, 1860~1904)

1903 노벨생리의학상

카본 아크 램프(Carbon Arc Lamp)를 피부 결핵 치료



우리몸에빛을쪼이면미토콘드리아내에있는CCO라는효소가빛을흡수

해세포안의생체에너지대사가매우활발하게진행된다.  ATP의생성이활

성화되며이와함께산화질소 (Nitric Oxide, NO)와활성산소가발생된다. 

이때생성된산화질소는핏줄을확장시켜빛이쪼여진부분의혈액순환을

증가시키며또한산화질소와활성산소는이를신호로세포의성장및분화

에도움을주는중요한역할을하게된다. 

광선요법은빛에의해세포의전반적인대사활동이증가시키는원리를이용

한치료법이다. 

*Photobiomodulation(PBM)은 미국 국립보건원 의학 학술정보

분류체계 MeSH (Medical Subject Heading)에 미래 치료 수단의 주요 키워드로 2016년부터 등장

•Anti-inflammation (소염)

•Wound healing (상처치유)

•Antibiosis (항균)

•Local blood circulation improvement (혈류증가)

•Pain reduction (통증완화)

•Anti-edema (부종)

•Immunity (면역)



적용된광이충분한조도를갖지않거나조사시간이너무짧으면효과없음

조도가너무높거나조사시간이너무길면재생이오히려억제됨

Arndt-Schulz Law
휴고슐츠 (Hugo Schulz)는저용량의다양한독이저용량으로

투여될때, 효모대사에자극효과가있음을보여주는논문을

발표하였고, 약한자극이활동을약간가속화하고더강한자극은

오히려활동을억제하는원리를발견했다.

H. Schulz: Zur Lehre von der Arzneiwirkung.
[Virchows] Archiv für pathologische Anatomie und Physiologie und für klinische Medizin, Berlin, 1887; 108: 
423-445. Arndt-Schulz law.



Technical Specification  

LED 수량

얼굴
(스탠다드)

3,994개

머리 (옵션)
480개

(LED 633nm, 830nm 각216개, 
LD 650nm 48개) 

파장

총 5파장

얼굴 415, 590, 633, 830nm 

머리 633, 650, 830nm

출력 3.4 – 30mW/𝒄𝒎𝟐

치료시간 4-20분

기타 시술 중 통화, 음악감상, 어플로 제어, 데이터관리

Weight 본체 800g, 헤드 250g



FDA가 승인한 5가지 유효파장을 적용

촘촘한 LED 배치로 피부내 재생촉진

고밀도집광및 조사면적부분의 동일한 광출력유지를 위한 옵티컬렌즈사용







•415 (여드름모공) -파랑

•590 (색소홍조주름) -노랑

•633 (색소주름) -빨강

•여드름모공 : 415

•주름 :830 633 590

•색소 : 633 590

•홍조 :590

•항염 :633 830

•탈모 :650

•650 (탈모) -빨강

•830 (주름항염) -무색

Mode 1: 415 + 633  (4분) –보라색

Mode 2: 590 + 830 (20분)  --노란색

Mode 3: 633 + 830 (10분) –빨간색

Mode 4: 830 + 590 + 633 (6분) –주황색

Head: 633+650+830  (10분) --빨간색





D(Dry)는 수분지표로내피부속에수분이어느정도있는지를측정하는지표

O(Oily)는 유분지표로피부에유분기가어느정도있는지를측정하는지표

S(Sensitive)는 민감지표로내피부가외부자극에얼마나민감한지를측정하는지표

P(Pigment)는 색소지표로피부색소침착관련측정지표

A(Acne)는여드름지표로피부트러블관련측정지표

W(Wrinkle)는 주름지표로내피부에주름이어느정도있는지를측정하는지표





제품명 Dr. Oracle C 제품 P 제품

LED 수량 3,994개(얼굴) / 480개(머리) 1026개 160개

파장

5파장
Face: 415, 590, 633, 830nm

Head: 633, 650, 830nm
3파장(blue/red/적외선) 2파장(red/적외선)

제어방법

핸드폰 어플 제어
리모컨 제어
본체 제어

마스크 터치

핸드폰 어플 제어
컨트롤러

사용 부위 얼굴/목/두피
얼굴 / 목

(눈/입/코 주위 LED 없음)

얼굴

(눈/입/코 주위 LED 없음)

사용 시간
모드 별 기본 4분~20분 사용

동시파장모드(4모드)

기본 20분,

패스트모드 9분
기본 9분 사용

통화 기능 시술 중 통화 가능 없음 없음

음악재생 시술 중 음악 감상 없음 없음

핸드폰 어플
있음

제어, 데이터 관리, 음악재생,Etc

있음

(제어 및 데이터 관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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