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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제품 간략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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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Oracle
New Concept A.I. LED 

Mask



1. Dr. Oracle LED Mask 란?

제품 소개

650nm

Dr. Oracle LED Mask는 

치료 효과에 중점을 둔 미용기기입니다.



2. Dr. Oracle LED Mask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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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3 노벨생리의학상

카본 아크 램프(Carbon Arc Lamp)를 피부 결핵 치료

원리

역사

LED는 Light Emitting Diode로

전류가 흐르면 파란색, 녹색, 노랑색, 붉은색 빛을 냅니다.

특정 파장의 빛을 피부에 쪼이면 세포 내 생화학적 반응으로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 피부 재생과 미백, 항 여드름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빛을 쪼이면 미토콘드리아 내에 있는 CCO라는 효소가 

빛을 흡수해 세포 안의 생체 에너지 대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된다.  ATP의 생성이 활성화되며 이와 함께 산화질소 (Nitric 

Oxide, NO)와 활성산소가 발생된다. 이때 생성된 산화질소는 

핏줄을 확장시켜 빛이 쪼여진 부분의 혈액 순환을 증가시키며 

또한 산화 질소와 활성산소는 이를 신호로 세포의 성장 및 분화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광선요법은 빛에 의해 세포의 전반적인 대사 활동이 증가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치료법이다. 
*Photobiomodulation(PBM)은 미국 국립보건원  의학 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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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Dr. Oracle LED Mask 원리

PBM (Photo Bio-Modulation)

치료 효과

•Anti-inflammation (소염)

•Wound healing (상처치유)

•Antibiosis (항균)

•Local blood circulation improvement (혈류증가) 

•Pain reduction (통증완화)

•Anti-edema (부종) 

•Immunity (면역)



2. Dr. Oracle LED Mask 원리

논문

적용된 광이 충분한 조도를 갖지 않거나 조사 시간이 너무 짧으면 효과 없음

조도가 너무 높거나 조사 시간이 너무 길면 재생이 오히려 억제 됨

Arndt-Schulz Law

휴고 슐츠 (Hugo Schulz)는 저용량의 다양한 독이 

저용량으로 투여될 때,  효모 대사에 자극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논문을 

발표하였고, 약한 자극이 활동을 약간 가속화하고 더 

강한 자극은 오히려 활동을 억제하는 원리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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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시간 4-20분

기타 시술 중 통화, 음악감상, 어플로 제어, 데이터관리

Weight 본체 800g, 헤드 250g

제품 사양

2. Dr. Oracle LED Mask 원리



3. 장점

1) 3,000개 이상의 LED사용

FDA가  승인한  5가지  유효 파장을  적용

촘촘한  LED 배치로  피부 내  재생 촉진

고밀도 집광 및  조사 면적 부분의  동일한  광 출력 유지를  위한  옵티컬 렌즈 

사용



3. 장점

2) 5가지 파장으로 조합 치료 가능
2) 부위별 파장대 상이함



3. 장점

 

4) 다양한 기능 

탑재

유효 거리 2cm를 두고 출력 측정 시, 

특정 파장대 최대 출력이 30mW/cm2 으로 

타 제품 대비 출력이 매우 우수함

음악재생 & 통화 전용 어플 
사용

리모컨 제어



5) 닥터오라클 LED 마스크 파장별 

효과 

3. 장점

6)  최종 치료 파장 조합

•415 (여드름 모공) - 

파랑 

•590 (색소 홍조 주름) - 

노랑

•633 (색소 주름) - 빨강

파장별 효과 (논문에 인용된 내용 분석에 

의함)  •여드름 모공 : 415

•주름 : 830 633 590 

•색소 :  633 590 

증세별 효과 순위 (논문에 인용된  회수를 기준)

•홍조 : 590

•항염 : 633 830

•탈모 : 650

•650 (탈모)  - 빨강 

•830 (주름 항염) - 

무색

Mode 1: 415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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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점

LED 적용 파장별 주요 

논문 

여드름 415  I  모공 415  I  주름 830  I  색소 633  I  홍조 590 I  항염 633  I  탈모 

650
여드름: 415
Goldberg, D. J., & Russell, B. A. (2006). Combination blue (415 nm) and 
red (633 nm) LED phototherapy in the treatment of mild to severe acne 
vulgaris. Journal of Cosmetic and Laser Therapy, 8(2), 71-75.
Tremblay, J. F., Sire, D. J., Lowe, N. J., & Moy, R. L. (2006). 
Light‐emitting diode 415 nm in the treatment of inflammatory acne: An 
open‐label, multicentric, pilot investigation. Journal of Cosmetic and Laser 
Therapy, 8(1), 31-33.
Lee, S. Y., You, C. E., & Park, M. Y. (2007). Blue and red light 
combination LED phototherapy for acne vulgaris in patients with skin 
phototype IV. Lasers in Surgery and Medicine: The Official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Laser Medicine and Surgery, 39(2), 180-188.

모공: 415 (405~420nm+850~900nm)
Lask, G., Fournier, N., Trelles, M., Elman, M., Scheflan, M., Slatkine, M., 
... & Harth, Y. (2005). The utilization of nonthermal blue (405–425 nm) and 
near infrared (850–890 nm) light in aesthetic dermatology and surgery—a 
multicenter study. Journal of Cosmetic and Laser Therapy, 7(3-4), 
163-170.

주름: 830
Wunsch, A., & Matuschka, K. (2014). A controlled trial to determine the 
efficacy of red and near-infrared light treatment in patient satisfaction, 
reduction of fine lines, wrinkles, skin roughness, and intradermal collagen 
density increase. Photomedicine and laser surgery, 32(2), 93-100.
Lee, S. Y., Park, K. H., Choi, J. W., Kwon, J. K., Lee, D. R., Shin, M. S., 
... & Park, M. Y. (2007). A prospective,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double-blinded, and split-face clinical study on LED phototherapy for skin 
rejuvenation: clinical, profilometric, histologic, ultrastructural, and 
biochemical evaluations and comparison of three different treatment 
settings. Journal of Photochemistry and Photobiology B: Biology, 88(1), 
51-67.

색소: 633
Mpofana, N., & Ramhurry, C. (2014). An Investigation into the 
effectiveness of light emitting diodes on treating melasma on skin type VI. 
American Journal of Dermatology and Venereology.

홍조: 590 (두 논문 모두 레이저로 인한 홍조) 
Wanitphakdeedecha, R., Iamphonrat, T., Phothong, W., Eimpunth, S., & 
Manuskiatti, W. (2019). Local and systemic effects of low-level light 
therapy with light-emitting diodes to improve erythema after fractional 
ablative skin resurfacing: A controlled study. Lasers in medical science, 
34(2), 343-351.
Weiss, R. A., McDaniel, D. H., Ge

항염: 633
Hamblin, M. R. (2017). Mechanisms and applications of the 
anti-inflammatory effects of photobiomodulation. AIMS biophysics, 4(3), 
337.
Goldberg, D. J., & Russell, B. A. (2006). Combination blue (415 nm) and 
red (633 nm) LED phototherapy in the treatment of mild to severe acne 
vulgaris. Journal of Cosmetic and Laser Therapy, 8(2), 71-75.

탈모: 650
Kim, H., Choi, J. W., Kim, J. Y., Shin, J. W., Lee, S. J., & Huh, C. H. 
(2013). Low‐level light therapy for androgenetic alopecia: A 24‐week, 
randomized, double‐blind, sham device–controlled multicenter trial. 
Dermatologic Surgery, 39(8), 1177-1183.
Gupta, A. K., & Daigle, D. (2014). The use of low-level light therapy in the 
treatment of androgenetic alopecia and female pattern hair loss. Journal of 
dermatological treatment, 25(2), 162-163.



3. 장점

7) 64가지 피부타입을 분류하는 DOS-PAW 프로그램 사용

 1분만에 피부타입을 알 수 있는 DOS-PAW 프로그램 결과 확인 후 파장대 별 시술 

선택 적용D(Dry)는 수분 지표로 내 피부 속에 수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O(Oily)는 유분 지표로 피부에 유분기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S(Sensitive)는 민감 지표로 내 피부가 외부 자극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측정하는 지표

P(Pigment)는 색소 지표로 피부 색소 침착 관련 측정 지표

A(Acne)는 여드름 지표로 피부 트러블 관련 측정 지표

W(Wrinkle)는 주름 지표로 내 피부에 주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3. 장점

8) 인체 공학적 디자인

* 헤드셋 디자인의  편안한 착용감

* 다이얼 조작 가능한 밴드 구조로 얼굴 사이즈에 관계없이 편하게 

착용가능

* LED 조사부와 얼굴의 간격 (약 2cm)을 유지하여 답답함 해소 

(컴포트갭)

* 앰플 동시 사용으로 시너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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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타제품 비교

제품 스펙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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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텐텍㈜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11 현경빌딩 3층
T. 070-4827-1564 / F. 02-3448-4999  

www.tenlaser.com  
tentech@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