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라클, 실내 공기오염 측정 벽시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평가 1 등급



오염된 실내공기가 실외공기보다 약 5배 더 높은 위험하며,

오염물질이 폐에 전달될 확률은 실외보다 약 1,000배 가량 높다. 

- WHO (세계보건기구) -



그래서우리는가장쉬운방법으로

공기를보여주기로했습니다.
“ ”

공기청정기에 의존하는 실내 공기는

가구, 벽지, 페인트, 카페트 등에 의해 오염될 수

있으며, 아토피, 새집증후군, 알러지, 천식, 집중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실내생활이길어지는요즘,

공기는깨끗할까?



1.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PM2.5, PM10)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 모니터링 (고성능 레이저 산란 방식)

2. 화학물질 (TVOC)
음식조리, 벽지, 마감재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휘발성유기화합물, 새집증후군, 아토피 유발) 

농도 모니터링

3. 이산화탄소 (CO2)
두통, 수면 방해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모니터링

7. 오라클글로우 (환기시점알림)
공기 오염 감지 시, 빨간색 글로우가 전후면에 점멸 (환기 시점 알림)

5. 온도
편안함과 쾌적함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실내 온도 모니터링

6. 현재시간
고성능 RTC을 이용하여 2/10,000,000 오차로 시간을 측정 (전원 차단 시 시간 연속 측정)

4. 습도
습도에 민감한 미세먼지, 곰팡이, 바이러스 조절을 위해 실내 습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시계를보듯, 공기를보다.



42정확도 배 향상

알고리즘 적용 전 편차 알고리즘 적용 후 편차

코발트 연구진이 개발한 오라클 AI 알고리즘은

상용 미세먼지 센서의 정확도를 약 42배 향상시킵니다.

방사능측정기술이적용된 AI 알고리즘

미세먼지간이측정기
성능평가 1 등급



코발트 연구진은 모두 카이스트 박사들로 구성되어,

계측기 관련 하드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알고리즘 개발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박사로구성된연구진



코로나와 같이 전염성이 높은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수술을 위해서는

음압 수술실이 사용됩니다.

오라클은 그 성능을 기반으로 현재 대형 병원의 음압 수술실에

적용되어 외부 음압으로 인한 외부 오염물질유입이나 환자로부터

발생하는 고병원성 세균 바이러스의 이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음압수술실대응장비로활약



• 가족이 생활하는 우리집

• 집중력이 필요한 사무공간, 스터디 카페

• 청결함이 요구되는 숙박시설

• 아이들의 건강이 먼저인 어린이집, 학교

• 손님 북적이는 카페, 음식점

• 공기에 민감한 환자가 많은 병원

오라클이필요한공간



• 실내공기오염물질및현재상태측정

미세먼지 (PM10) : 0 ~ 999 ug/m3

초미세먼지 (PM2.5) : 0 ~ 999 ug/m3

휘발성유기화합물(TVOC) : 0.00 ~ 9.99 ppt ( = 0 ~ 9990ppb)

이산화탄소(eCO2) : 0.40~ 9.99 ppb ( = 400 ~ 9990 ppm)

온도 : -9 ~ 99 ℃ (-9 ~ 99 ℉)

습도 : 0 ~ 99 %

시간 : 12H, 24H 표기 가능, 오차 2 PPM (2/1,000,000)

오라클주요기능및성능

오라클 1등급기준 2등급기준 3등급기준 4등급기준

상대정밀도 92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이하

자료획득률 100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이하

정확도 0.88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이하

결정계수 97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이하

• 미세먼지 성능 인증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원, 인증번호 2021-03)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평가 1 등급



• 국내/외 인증

대한민국 (KC) R-R-cb2-AC-101PS

미국 (FCC) Report number N2008R-0750

유럽 (EC) Report number N2008R-0751

• 지식 재산권 출원/등록

SiPM을 사용한 미세먼지 측정기

블럭체인을 이용한 스마트 방사선량 측정 관리 시스템

벽시계 형태의 공기오염 측정기

오라클 , 코발트 상표

국내외인증및특허



• 국제박람회출품
CES 2021, 국제 소비가전 박람회 (라스베가스, 미국)

• 국제디자인어워드출품
IF Design Award 2021 (독일)

제품명 오라클, Oracle 제품무게 850g

모델명 AC-101PS 소비전력 1~2W

사이즈 270mm(Pi) x 60mm(T) 제조국가 대한미국

재료 ABS, Acrilic 제조사 주식회사 코발트

색상 검정 홈페이지 www.icobalt.ai



• 유튜브

김한용의 모카 (구독자 : 522,000명)

마케팅 영상 제작 및 PPL

• 네이버블로그

KATE, 명랑라임, 13월의 블루

제품 리뷰 및 사진촬영

지속적인 제품 리뷰, 사진촬영 예정

• 국내유명카페

리뷰 및 제품 마케팅 중

오라클광고

KATE : 일방문자 7,000

제품 리뷰 및 사진촬영

명랑라임 : 일방문자 16,000

제품 리뷰 및 사진촬영

13월의 블루 : 일방문자 14,000

제품 리뷰 및 사진촬영

김한용의 모카 (구독자 : 522,000명)

마케팅 영상 제작 및 PPL



• 국내오프라인판매

롯데백화점(청량리점) 입점

갤러리아 명품관 VIP 라운지 입점 협의중

현대백화점 입점 예정

• 국내온라인판매

쿠팡, 네이버스토어, 11번가, 인터파크 등 입점

• 해외온라인판매점(일부협의중)

Shopee, Amazon, Lazada, Flipkart, 

Snapdeal

Costco, BestBuy, b8ta, Touch of 

modern

국내외오라클셀러

국내외셀러/제휴문의

전화 042-710-5675

이메일 oracle@icobalt.ai

홈페이지 www.icobalt.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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