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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메디컬그룹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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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제품 간략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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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기는 피부미용기기로서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제품기능과 관련하여 미용적인 내용 이외에 어떠한 의학적 효능, 효과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피부 특성이나 함께 사용하는 화장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표피에서진피까지
전반적으로 40~45°C

표피에서부터 SMAS까지
원하는피부층에

60~65°C 

고주파(RF) 초음파(HIFU)



 피부 겉과 속으로 고주파 열에너지를

덩어리형태로 전달

 피부 겉과 속으로 고주파 열에너지

를 프락셔널 하게 전달

➢ 고주파 전류를 흘려 보내면, 조직(콜라겐)의 고유한 임피던스에 의해 열이 발생되고, 이 열이 순간적으로 세포조직(콜라겐)
을 가열하고 응고 작용을 발생시킵니다. 콜라겐 응고는 피부조직을 응축시켜 주름 등의 피부 고민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집중된 고주파 에너지를 진피 층 깊이
효과적으로 전달

열 고주파 시스템으로 침습없이 균일한
열에너지를 진피 층까지 전달

문제성 피부 열 성형

표피 손상 최소화하여 고주파 열에너지 전달 표피 손상 없이 열에너지 침투

피부 재생, 콜라겐 리모델링 피부 타이트닝, 콜라겐 증식

색소침착 등 부작용 최소화 다운타임없이 일상으로 복귀

색소, 모공, 흉터, 잔주름, 피부 톤에 도움 잔주름, 피부 결, 피부장벽 강화에 도움

* 본 기기는 피부미용기기로서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Face 전용 RF 장비의경우는,

비침습적으로피부에고주파열에너지를전달하여

거칠하고칙칙한피부에도움을주며

넓은모공을조이는데에도움을줍니다.

이마
(잔주름/색소)

눈가/눈밑
(잔주름/탄력)

볼
(색소/탄력/흉터)

목
(잔주름/탄력)

코
(모공/색소)

턱
(색소/탄력)

* 본 기기는 피부미용기기로서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TEN HI

기존RF



21 pin 77 pin 117 pin

Image

Tip size 9.5mm x 9.5mm 22.5mm x 22.5mm 22.5mm x 22.5mm

Dot size 0.30 mm 0.30 mm 0.30 mm

Feature 눈가,코(국소부위) 이마,목(주름부위) 볼,턱(넓은부위)

Indication 피부 요철, 칙칙한 톤, 넓은 모공, 패인 흉터, 잔주름



Small Tip Normal Tip

Image

size 9.5mm x 9.5mm 22.5mm x 22.5mm

Features 국소 부위 넓은 부위

Use 눈가,코,입 주변 이마,볼,코,턱,목



피부 결 개선 / Skin Texture 

피부 상담 클렌징 스크러버 각질정리 1차 팩 토너 정리 고주파 크림 도포 Thermal 

tip (Full face 900shot) 진정젤 도포(알로에)  수분앰플+이온토 관리 모델링(거즈사용) 

LED care (Green or IR 근적외선)  수분크림 썬케어(마무리)

피부 안색정화 / Skin Tone UP 

피부 상담 클렌징 스크러버 각질정리 1차팩 토너정리 Fractional Tip (Full face 

250shot) + (고주파 크림 도포) Thermal tip (Part 300shot) 크라이오 미백재생 앰플+

이온토 관리 모델링(거즈 사용)       LED care (Yellow) 미백크림 썬케어(마무리)



미세주름 개선 / Fine Line 

피부상담 클렌징 스크러버각질정리 1차팩 토너정리 Fractional tip (Part Forehead 

50shot, eye 30shot, Lip line 30shot) + (고주파크림도포)   Thermal Tip (Full face 900shot)

모델링(거즈사용) LED care (Red) 재생크림 썬케어(마무리)

여드름 (흉터) / Scar

피부상담 클렌징 스크러버각질관리 초음파진정관리 토너정리 Fractional Tip (Full face 

250shot) + (고주파크림도포)  Thermal Tip (Part 500shot) 진정젤도포(여드름)  여드름전용

앰플 (진정,항염) 도포 모델링(거즈사용)  LED care (Blue) 여드름전용크림 썬케어(마무리)



모공축소 / Pore size

피부상담 클렌징 딥클렌징 or 아쿠아필 초음파진정관리 1차팩 토너정리 Fractional 

Tip (Part 70shot) + (고주파크림도포) Thermal tip (Full face 900shot) 크라이오

재생앰플+이온토관리 모델링(거즈사용)  LED care (Blue+Red) 재생크림 썬케어(마무리)

코 집중 관리 / Black head

피부상담 클렌징 딥클렌징 아쿠아필 초음파진정관리 토너정리 Fractional 22pin 

(Part 50shot) + (고주파크림도포) Thermal tip (Part 100shot) 진정젤도포(피지조절)  

피지조절전용앰플도포 코전용팩 LED care (Blue+Red)  피지조절전용크림 썬케어(마무리)



개인마다차이가있지만, 사용직후에도즉각적인결과를기대할수있고

2주~ 4주후부터나아진결과를보입니다.

2주간격으로5회의관리를권장합니다.

피부가붉어진경우2-3일후사라집니다. 미세한딱지가생긴경우에는3-7일이내대부분자연탈락됩니다. 

딱지는떼어내지말고저절로탈락하는것이좋습니다.  외출시자외선차단제를발라주어야합니다. 

또한3-5일정도사우나, 음주, 흡연은자제하는것을권장합니다

개인차가있겠지만따끔거림정도의통증입니다. 통증에예민하신분의경우

에너지레벨을낮추어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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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텐텍㈜
서울시강남구선릉로611 현경빌딩3층

T. 070-4827-1564 / F. 02-3448-4999  
www.tenlaser.com  

tentech@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