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노소 세계인 누구든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추천해드립니다.

모두가 건강한 치아로 미소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닥터다니엘은 새로운 구강케어의

트렌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인류 삶의 질을 높여 헬스케어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호흡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닥터다니엘 이야기

모두를 위한

전세계적인

We are Specialists!

치과전문의가 추천하는 전문 구강케어 브랜드 닥터다니엘

여러분의 행복한 삶에 동반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치과 전문 제품

전동 칫솔

치과용 전문 치약

치과용 전문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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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메탈 소재로 더 단단하고 튼튼한 광중합기.
시간 조정 가능(10, 20, 30, 40초) 낮은 대기전력
소모와 일정한 경화가 가능. 3가지 파장의 출력모드

- 1 -

타이탄 큐어링 마스크

플라스틱 소재로 가볍고 적당한 각도의 이지그립으로
편안하고 손쉬운 핸들링. 3가지 파장의 출력모드.

네온 큐어링 라이트

자연에서 온 색감으로 눈이 덜 피로한 에코 플라스틱
바디의 광중합기. 4가지 시간 조정 가능. 3가지 파장의
출력모드.

네이처 큐어링 라이트

옥타본 리뉴얼! 더 우수해진 다공성, 핸들링, 골유착
력 Bovine Bone. 의료용 송아지에서 단 1kg만 
얻을 수 있는 순수 Cancellous만을 사용. 

다이아덤 M

조골세포의 부착과 증진을 촉진시켜 이상적인 조직
을 형성하는 멤브레인. 생체적합성 및 안정. 3~6
개월 정상 기능 유지.

닥터송콜라겐

프랩리스에 최적화된 고점도 액상 콜라겐. 손상된
조직에 생착하여 조직과 신생혈관을 형서, 우수한
재생효과. 최적의 핸들링. 골이식재 혼합사용을 추천.

치과 전문 제품

닥터다니엘 핸드피스 오일닥터다니엘 쿨 프랩

뭉치는 현상과 끈적임이 적은 닥터다니엘 고급
핸드피스 오일

520ml

카바이드의 우수한 절삭력과 다이아몬드의 견고함을
동시에 가진 쿨버. 뛰어난 냉각효과와 효과적인 잔여
물 제거. 뭉침 방지. 고속 절삭력. 매끄러운 표면마감
처리.

닥터다니엘 석션팁

소프트한 환자보호용 오랄팁. 독일산 코팅와이어 사용

1pack /100pcs

Titan-X

Virus-X

전기, 배터리 소모가 일절 필요없는 100% 친환경
다용도 항살균기. 살균에 가장 좋은 UV-C LED 채용
99.9% 항균 시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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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White

화이트닝 라이트 360̊ 음파 잇몸 마사저. U자 헤드
디자인. 분당 48.000회 진동. FDA 인증 소재 사용.
Bluelay LED Light 살균과 손상없는 미백. IPX7

마블 히어로즈 칫솔

미세모와 일반모가 결합된 이중미세모. 보관하기
편리한 자석거치대 포함. 캡틴아메리카 등 5가지
히어로 피규어.

치과의사가 권장하는 양치법을 그대로 재현. 잇몸
마사지. 친환경 칫솔모. IPX7 등급 방수. 미세모,
일반모, 이중모 3가지 리필 포함으로 맞춤 양치 가능.

전동 칫솔

닥터제니 주니어 치열기 칫솔

영구치가 모두 자랐을 때의 9~13세용. 이중 슬림모
저자극 브러쉬. 치태 제거. 100% 옥수수소재 친환경
칫솔.

03

애니픽 음파 칫솔

치주 질환. 교정 환자. 잇몸이 약한 분을 위해 
진동수를 맞추어 제작. 수중 방수, 타이머 기능 탑재

소프트한 브러쉬 헤드. 방수, 타이머 기능. 어린이를
위한 설계로 치아와 잇몸을 보호. 네덜란드 브랜드

아이요 음파 어린이 전동칫솔

아이요 음파 전동 칫솔

네덜란드 브랜드. 3D 인체공학적 설계. 높은 방수력
5가지 모드. 고주파 진동으로 치석 제거력이 7배
높은 스마트 칫솔. 화이트/블랙/핑크

원더프레쉬 4D 회전 전동 칫솔 콩순이 4D 회전 전동 칫솔

콩순이 캐릭터로 즐거운 양치 시간! 치과의사가 권장
하는 양치법 그대로. 잇몸 마사지, 친환경 칫솔모, 
IPX7 등급 방수.

닥터제니 어린이 치열기 칫솔

영구치가 나기 시작할 때의 5~8세용. 라운딩모
어린이 여린 치아. 잇몸 보호. 100% 옥수수 소재
친환경 칫솔

치과용 전문 칫솔

닥터다니엘 루젠 6줄모 와이드 칫솔

6줄이 식립된 와이드한 헤드에 미세모와 일반모가
결합된 이중모로 폭넓고 시원하게 닦아주는 프리미엄
칫솔. 5색상

닥터다니엘 옵티머스 칫솔

교정모, 반슬림모 등 5가지 다양한 칫솔모 선택 가능.
2cm의 컴팩트한 칫솔헤드로 접근이 쉽고 Dupont사
의 모로 부드럽고 효과적인 플라그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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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젠 차콜 치약

코코넛 숯가루로 미백, 흡수, 흡취성이 뛰어나며
항균력이 탁월. 검은색 제형이지만 자연 유래 원료
로 착색이 없음.

100g

루젠 화이트닝 치약

캐릭터 U자형 칫솔

칫솔질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양치법을 노래해
주는 U자형 칫솔! 항균 실리콘 소재 칫솔모로 
쾌적한 사용감. 치주 혈액순환 촉진. 미세 음파진동
녹음기능. IPX7등급 방수

치과용 전문 치약

닥터제니 주니어 치약 (8~13세)

성장기 초등학생을 위한 치약. 有불소. 민트/라임향
유기농 인증 추출물 첨가. 합성첨가물 10無. 할랄
인증 농글리세린 함유. 60g

닥터제니 프로폴리 치약

잇몸을 위한 치약. 프로폴리스 5% 첨가. 치은,치주염 
예방. 에코서트 인증 유기농 추출물 첨가. 합성첨가물
10無. 100g

3D 음파 칫솔

휴대하기 편리한 가벼운 3D 음파 전동 칫솔!
미세모와 실리콘모로 잇몸 마사지 기능.

필립스 엘리트플러스 전동칫솔

일반 칫솔보다 2배 더 플라그 제거 가능. 타이머,
진동 세기 조절 가능. 잇몸 건강 개선

닥터제니 화이트닝 치약

밝고 하얀 치아를 위한 치약. 합성첨가물 10無.
에코서트 유기농 인증 추출물 첨가. 생치 친화성
무기질 성분 첨가. 100g  

저농도 미백 성분 함유로 자극없이 안심 사용 가능한
화이트닝 치약. 잇몸 보호 성분 함유.

100g

닥터제니 올소돈틱 교정치약

교정환자를 위한 치약. 합성첨가물 10無. 치주,잇몸
질환, 치은염과 치주염 예방. 생체친화성 무기질/인산
칼슘 첨가. 100g

닥터제니 시린이 치약 에스

시린이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치약. 합성첨가물 10無.
시린이 증상 예방/완화. 생체친화성 무기질 성분 첨가.

100g  

닥터제니 어린이 치약 (5~7세)닥터제니 키즈치약 (1~4세)

치약을 못 뱉는 영,유아용 무불소, ECOCERT 유기농
인증 추출물 첨가. 합성첨가물 10無. 60g 

치약을 뱉는 유아용 저불소. ECOCERT 유기농
인증 추출물 첨가. 합성첨가물 10無.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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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픽 솔로

자동 치실과 파워 물분사 결합 2in1 효과.
미국 특허 치실 기능. 호스 연결 사용으로 
위생적이고 휴대가 간편.

루젠 화이트닝 스틱

미백 치아 립스틱! 저농도 과산화수소수 함유로
이시림 현상을 최소화한 14Days 미백 스틱. 4g

구강세정기

애니픽 포터블 (휴대용)애니픽 구강세정기 (가정용)

분당 1,200회 맥동 수압으로 잇몸 마사지와 세정에
우수한 효과, 국내 최초 터치스크린 기능. 기억 저장
메모리 기능. 1000ml

워터젯 구강세정기 (가정용) 

셀프 치아 미백

화이트랩스 7.4C (커플용/2인) 

FDA 승인. 치과 미백 의료 장비와 동일한 원리.
치아 손상, 이시림 현상 0% 저자극 화이트닝

FDA 승인. 치과 미백 의료 장비와 동일한 원리.
치아 손상, 이시림 현상 0% 저자극 화이트닝

화이트랩스 7.4S (싱글용)

자연 가글 플러스

오직 수돗물로만 만드는 가글. 화학물질 0%
무방부제, 백금촉매분해방식으로 세정. 150ml 

150ml

자연 덴쳐 플러스

오직 수돗물로만 만드는 구강 보철물 세정기.
인체에 무해한 백금촉매분해방식으로 세정.
구강 보철물의 소재 변형, 변색으로부터 안전

조용하고 강력한 1,200회의 맥동 수압으로 쉽고
간편하게 치간 구석구석까지 세정. 휴대가 용이. 

150ml 

조용하고 강력한 1,200~2,000회의 맥동 수압으로
쉽고 간편한 치간 세정. 다이얼 형식 12단계로
미세 수압 조절이 가능. 700ml 

보나비츠 노블피치블라썸 치약

브라이트닝 케어 + 구취 제거. 매화와 복숭아향의
건강한 치약.

120g

보나비츠 벨벳로즈애플밤 치약

잇몸 케어 + 구취 제거. 장미와 애플향의 건강한
치약. 천연사과과즙 함유.

120g

보나비츠 베베/킨더 치약

베베: 치약을 삼키는 베이비용 치약 
(무불소,무연마제) 천연 라즈베리향 함유. 80g

킨더: 치약을 삼키지 않는 어린이용 치약 
(저불소, 저연마제) 천연 블루베리향 함유.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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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Q 오라큐

3S (0.25mm)/SS (0.23mm)/S (0.22mm)

구강 반창고

오라스카 구강창상패치

불꽃패치 구강 반창고

입 속 상처에 간편하게 붙여 통증 완화 및 2차 
감염을 예방하는 無스테로이드 반창고. 2ea/1box

애니패치 구강 반창고

입 속 상처에 간편하게 붙여 통증 완화 및 
2차 감염을 예방하는 無스테로이드 반창고.

3ea/1box

오라스카 구강창상패치

발치, 치주 치료 등 구강 상처에 붙여 통증 및 
2차 감염을 예방하는 구강 창상 패치

50ea/1box 

발치, 치주 치료 등 구강 상처에 붙여 통증 및
2차 감염을 예방하는 구강 창상 패치

20ea/1box 

발치, 치주 치료 등 구강 상처에 붙여 통증 및
2차 감염을 예방하는 구강 창상 패치

25x15mm/50x20mm, 20ea/1box 

치간칫솔·치실

나이톤 왁스치실

치아 사이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왁스가 함유된 치실.
휴대가 간편한 케이스. 200YD/1box

테프론 코팅된 고급 치실. 보풀 현상이 없음.
무향/상쾌한 민트향. 컴팩트 사이즈로 휴대가 간편.

850D/50M

닥터다니엘 치실

독일산 고강도 와이어로 뛰어난 내구성. S, SS, 3S
다양한 사이즈의 고급 I자형 치간칫솔.

5ea/1box

닥터다니엘 치간칫솔

화이트랩스 겔

화이트랩스에 사용하는 미백 겔. 실리콘 브러쉬
스틱으로 사용이 간편. 80g

화이트 클리너

화학 물질 없는 안전한 특수 스펀치로 치아를
문질러 간편하게 착색된 오염 물질 제거

5ea/1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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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향의 심플 타입 치실. 어린이부터 온 가족이
부담없이 사용 가능. 안전한 원터치 내장 커팅날.
얇고 튼튼한 섬유

청량감 가득한 민트향으로 마치 스케일링 한 듯한
느낌. 안전한 원터치 내장 커팅날. 얇고 튼튼한 섬유.

보나비츠 민트 플로스 치실

프로폴리스 추출물 함유. 화학 성분과 타르 성분
無첨가 천연 찌꺼기 가글. 입 속의 이물질 즉시
확인 가능. 800ml 대용량

키써블 가글

화학방부제와 색소 배제, 충치 예방, 치은염, 치주염
예방. 천연추출물을 첨가한 건강한 가글. 500ml

조이풀스마일 어린이 치실

양치가 힘든 어린이를 위해 돕는 손잡이가 있어
편리한 치실. 

20ea/1box 

루젠 프로폴리스 가글 3M IP워시 가글

충치, 감염 예방, 구강 내 유해 세균 살균. 세포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라벤더 오일 함유. 250ml

쿨센스 가글

구취와 항균에 도움을 주는 자바 강황과 
그린 프로폴리스 함유. 구강 항균 효과

300ml

쿨센스 농축 가글액

46배 농축 가글액. 희석해 1병 250회 가능.
無알콜, 無인공색소, 無합성착향료. 50ml x2

가글

구강 유산균  

바이오가이아 로젠지

건강한 여성의 모유에서 추출한 살아있는 프로덴티스.
천연 항생 물질인 Reuterin 생성. 내성이 없어 안전.
다수의 임상 결과. 

30ea/1box 

건강한 여성의 모유에서 추출한 살아있는 프로덴티스.
천연 항생 물질인 Reuterin 생성. 칫솔에 5방울 드랍
후 구강 마사지 가능.

10ml/1box

바이오가이아 프로덴티스 드롭

보나비츠 퓨어 플로스 치실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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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퓨저

휴대용 스프레이 타입. 불가리아 로즈향.
프로폴리스 추출물 함유. 컴팩트 바디로 휴대가 용이

17ml 

LOVU 착한 마녀 디퓨저

생화를 하바리움 공법 처리하여 시들지 않고 
오래 감상할 수 있는 글라스 디퓨저. 

10개향/250ml/우드스틱포함 

LOVU 고백 디퓨저

생화를 하바리움 공법 처리하여 시들지 않고 
오래 감상할 수 있는 스퀘어 디퓨저.

10개향/200ml/우드스틱포함 

LOVU 작은고백 디퓨저

생화를 하바리움 공법 처리하여 시들지 않고
오래 감상할 수 있는 미니 스퀘어 디퓨저.

50ml/우드스틱포함

 

LOVU 미니 플라워바스켓 디퓨저

상단 끈으로 차량, 방 어디든 걸어만 주면 
발향하는 미니 디퓨저.

10개향/12ml/우드스틱포함

LOVU 블랙체리 디퓨저

싱그러운 블랙체리향 디퓨저. 무색소. 
선물용으로 적합. 250ml/우드스틱포함

닥터다니엘 휴대용 손소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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