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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흡연자 폐암 발생원인

(2018년 OECD국가 중)

(2018년 미국환경보호국)

미세먼지 OECD평균

건강 위험요소

(2017년 OECD국가 중)

(대기오염 2017년 보건복지부)

2위

2배

1위

1위

당신은 무엇을
숨쉬고 있습니까?

공기 속
보이지 않는 유해물질,
아림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공기 모니터링 시스템

Arim Air System
미세먼지부터 VOC, 라돈까지,
아림에어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 속 유해물질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립니다.

Arim RA-100
미세먼지, 라돈, VOC,
이산화탄소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측정기

Arim RA-200

어디나 쉽게 설치할 수 있는
합리적 가격과 심플한
디자인의 실내용 측정기

Arim OA-100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황을 동시에 측정하는
실외용 측정기

제품소개

새로운 수준의 공기질 관리

Arim Air System
대기 속 유해물질을
단 한 대의 기기로

(초)미세먼지 Particulate Matter

각종 폐질환을 일으키고, 협심증,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

라돈 Radon

자연계의 물질 중에 함유된 우라늄이나 토륨의 붕괴과정에서
생기는 무색· 무취의 가스로 흡연 다음 순으로 위험도가 높은
폐암 원인으로 꼽히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 VOC

미세먼지, 라돈, VOC, 이산화탄소를
한번에 측정하는 실내용

Arim RA-100

세계 최초로 라돈, 미세먼지, VOC, 이산화탄소, 온 · 습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실내용 측정기로
개발된 제품으로 인테리어용 디지털 시계 역할을 겸하며, 스위스산 미세먼지 센서를 장착하여,
국내 최고 성능을 가진 상용 측정기입니다.

모델명

포름알데히드 등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의
유기화합물로 새집증후군과 아토피성 피부염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발암물질

특징

질산화물 및 황산화물 NOx, SOx

195 x 100 x 83mm (가로x세로x높이)

어댑터

마이크로 5핀

통식방식

WiFi

500g 이하
5V / 2A

정격전압
서비스

모바일로 보는
안전하고 깨끗한 공기

아림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기 중 유해물질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pm2.5, pm10, eCO2, tVOC, 라돈,
온도, 습도, 모니터링 LCD, 상태 LED

제품크기

제품 중량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의 매연 등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로 기관지염, 폐렴 등을 일으킴

RA 100

＊

라돈

미세먼지

특장점

전용 웹, 앱 서비스

전면 LCD로 현재 시간과 공기질 상태 확인

pm2.5 = 초미세먼지 , pm10 = 미세먼지

휘발성
화합물

이산화탄
소

온도

습도

시계

제품소개

어디나 쉽게 설치할 수 있는
합리적 가격과 심플한 디자인

미세먼지, 오존, NOx, SOx를
동시에 측정하는 실외용

Arim RA-200

국내 최고 성능을 가진 상용 측정기로, 디자인을 심플하게 하고
제품의 크기를 줄이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춰 활용도를 높인 제품입니다.
모델명
특징

유해물질인 NOx, SOx, 그리고 오존을 미세먼지와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실외용 측정기입니다.
RA-200

모델명

pm2.5, pm10, eCO2, tVOC, 라돈,
온도, 습도, 상태 LED

92 x 92 x 110mm (가로x세로x높이)

어댑터

USB C

특징

95~265V / 47~440Hz

서비스

전용 웹, 앱서비스

5V / 2A

통식방식

서비스

전용 웹, 앱 서비스

이산화탄
소

2개의 미세먼지 센서 / 상태 LED

휘발성
화합물

온도

습도

2,000g 이하
LTE / WIFI

특장점

＊

pm2.5 = 초미세먼지 , pm10 = 미세먼지

미세먼지

정격전압

정격전압

특장점

pm2.5, pm10, NO2, SO2, 온도, 습도, 오존

측정부 : 높이 220mm, 지름 200mm
전원 및 통신부 : 높이 200mm, 두께 100mm

제품 중량

WiFi

OA-100

제품크기

400g 이하

통식방식

라돈

실외에서는 측정 필요성이 없는 라돈, VOC 대신 자동차, 공장 등에서 나오는

제품크기

제품 중량

＊

Arim OA-100

오존

pm2.5 = 초미세먼지 , pm10 = 미세먼지

미세먼지

질산화물

황산화물

3개의 미세먼지 센서

온도

습도

APP & PLACE

Happy Life, Clean Air
행복한 삶, 깨끗한 공기에서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누구나 쉽게 현재 공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me

침실, 아이방, 거실, 부엌

미세먼지,폭염,한파,코로나19등으로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환기를 하지 않으면 미세먼지, VOC, 라돈 등 발암물질의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언제 창문을 열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아림에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Care Center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복지센터

모바일 APP
이용방법

1. 모바일 앱 설치하기

‘Google Play 스토어’ 또는
‘Apple App 스토어’에서 ‘아림에어’
혹은 ‘ArimAir’를 검색하여 앱 설치

01
02
03

2. 회원 가입하기

아림사이언스의 홈페이지나
‘아림에어’ 앱에서 이메일을
활용해서 간편한 회원가입

3. 제품 등록하기

제품의 전원을 켠 상태에서
‘아림에어’ 앱 실행한 후
화면의 제품 등록하기 버튼(+)을
선택하세요.

4. 공기질 보기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한
장소의 공기질을 실시간
모니터링, 간편한 공기질 관리

24시간 모바일로 확인하는 지금 이 곳의 공기
아림에어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스마트폰과 PC로 공기 중
유해물질 실시간 확인

원하는 곳, 필요한 사람에 따른 맞춤형 솔루션
내가 원하는 공간의 공기질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단 한 대의 기기로 확인하는 다양한 유해물질
미세먼지, 라돈, VOC, NOx, SOx, 오존 등 다양한 유해물질을
아림에어의 측정기로 한 번에 모니터링

영유아와 어른신들의 호흡기는 유해물질에 취약하고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취약계층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에서는 항상 공기 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School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원, 독서실

좋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냉난방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입니다. 공기청정기로 해결이 되지 않는 이산화탄소와 VOC는 학생들에게
졸음과 두통을 일으키며 학습 능률을 떨어뜨리고,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아림에어로 정확한 환기 시간을 찾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정밀하게 관리
하십시오.

Outdoor
공원, 놀이터, 운동장

야외 공간은 미세먼지 뿐 아니라 NOx, SOx와 같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공해물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야외 공간의
공기 상태가 어떠한 지 아림에어를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ARIM AIR MONITORING SYSTEM

ABOUT ARIM AIR

아림에어는 자사가 직접 개발한 실내외 공기 측정기와
직접 대기질 측정 모니터링 경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앱서비스, 웹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역 단위, 커뮤니티 단위로 직접 대기질 측정

심각한 대기오염,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솔루션

우리 아파트 놀이터, 우리 동네 학교 운동장, 우리 지역 주민센터에 직접 측정기를 설치해서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공기의 상태가 어떤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아림에어 시스템을 통해 지방정부나 학교, 병원, 공장 등의 기관에서는 매우 정밀하게 대기질을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시민, 학생, 근로자에게 필요한 대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솔루
션입니다.

아림 실내외 통합대기질 측정시스템

Happy Life, Clean Air
행복한 삶,깨끗한 공기에서 시작합니다.
성인 한 명이 하루에 마시는 공기는 약 12,000리터, 커피 약 34,000잔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상 생활 속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다양한 유해물질들을 마시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 라돈, 이산화황 등..

아림은 이처럼 공기 속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유해물질들을 정확하게 파악
하고 누구에게나 쉽게 보여드려서, 우리의 삶을 보다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회사입니다.

COMPANY HISTORY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아림이 보여드리겠습니다.
2017. 07 _

아림사이언스 설립

2018. 10 _

벤처기업 등록

2017. 12 _
2018. 11 _
2019. 03 _
2019. 08 _
2019. 12 _
2020. 06 _

한국원자력연구소 패밀리기업 지정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실내 공기측정기 개발 완료 (RA -100)

대기질 모니터링 시범 사업 시작 (한남대학교)
실외 공기측정기 개발 완료 (OA-100)

아림에어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서비스 출시

See the Unseen.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46, 이노비즈파크 506호(한남대대덕밸리캠퍼스)
Tel _ +82-42-389-0059 Email _arimsc@arims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