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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개요

Dr.Air(닥터에어, 이하 Dr.Air로 표기)는 실내공기질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주는 센

서모니터링 장치로 초미세먼지,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CO(일산화탄소)값을 피해 

한계치 이하에서 측정이 가능하다.

측정치는 제품전면의 LCD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별도의 LED표시등

으로 한눈에 실내공기질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센서별 측정치가 경고값을 

넘게되면 즉시 알람경보음을 발생하여 실내공기 오염도의 실시간 확인, 환기시점의 

즉각적인 파악이 가능한 제품이다.

2. 제품소개

2.1 제품종류 : Dr.Air-NOVA/NEO

측정분야 Dr.Air-NOVA Dr.Air-NEO 비고

초미세먼지 ○ ○ PM10 이하

VOCs측정 ○ ○ 수치표시

CO측정 ○ × 수치표시

온도/습도 ○ × 수치표시

알람경보 ○ ○ LED표시/경보음

통신기능 × ○ 블루투스/스마트폰연동



2.2 제품구조(NOVA/NEO 공통)

▶Switch & Display

▶Front & Back side



3. 제품스펙

3.1 측정센서종류

측정분야 측정범위 Accuracy&Sensitivity

초미세먼지
Diameter of dust: ＞ 1μm

(8000 pcs / 283mL，ug/m3)
0~71 : ±38ug/m3

VOCs

포름알데히드(HCHO) 0 ~ 22ppm 0.30 ≤ β ≤ 0.60

벤젠(C6H6)

0 ~ 5ppm 0.50 ≤ β ≤ 0.70

톨루엔(C6H5CH3)

CO

CO(CO&Smoke) 0 ~ 2000ppm 0.30 ≤ β ≤ 0.60

Butane(C4H10) 0 ~ 500ppm β ≤ 0.6

Alcohol(C2H5OH) 0 ~ 50ppm β ≤ 0.50

온도 -10 ~ 80℃ ±0.5℃

습도 0 ~ 100%RH ±5%RH

3.2 제품동작환경

Supply voltage DC 4.75 ~ 5.25V, 1A Micro USB 5pin

Working Condition 
-10℃ ~ 50℃

0 ~ 90%RH
non-condensing

Guarantee 3 year

3.3 수치표시 및 알람부

LCD 16 Characters * 2 Lines
White Color

-Backlight: Blue Color

LED 1608 Size 고휘도칩LED
Green * 2ea
Yellow * 2ea
Red * 2ea

BUZZER
Piezo BUZZER 

85dB@5Vdc, 2730Hz



4. 측정센서별 세부스펙

4.1 초미세먼지 센서측정 세부내역

▶초미세먼지 측정방식

IR LED 분산값을 이용하여 먼지농도를

측정.

내부 히터를통해 유입된 공기중 먼지

입자가 LED를 분산시킬 때 광 강도에 

비례하여 출력펄스를 측정하여 먼지값

을 산출하는 방식.

▶출력펄스 특성 

▶세부스펙

Measurement range 
Diameter of dust: ＞ 1μm

8000 pcs / 283mL，ug/m3

Accuracy
0 ~ 71: ±38ug/m3 ＞71: ±(18+30%reading)

0 ~ 2000: ±1100(PCS/283mL) ＞2000: ±(500+30% reading)

Power Supply DC 5V, 0.45w

Working current 90mA

Working Condition 0 ~ 50℃, 0 ~ 95%RH non-condensing

Storage temperature -20 ~ 60℃

Preheating Time 60sec



4.2 VOCs 센서측정 세부내역

▶세부스펙

Circuit

Voltage

Vc Sensor input Voltage : DC 5±0.1V

PH
Power consumption : Less than 370㎽

Inrush current : Less than 200mA

Guarantee 2years over

Operating

environment

Temp : -10 ~ 50℃, Humidity : 5 ~ 90%RH

Storage Temp : -20 ~70℃, Humidity : 0 ~ 90%RH

Reaction time(T90) Less then 180sec

*T90 : 90% of saturation point
 
▶가스 농도 별 출력

Formaldehyde Toluene

▶가스 농도 별 data sheet 및 농도별 출력 계산

*Formulation of Formaldehyde

Log(ppm) = (-8.188) + 10.093 * (Vout)

            + (–2.363) * (Vout)^2 

*Formulation of Toluene

Log(ppm) = (-2.610) + 1.774 * (Vout)

            + (-0.171) * (Vout)^2

*Formulation of Benzene

Log(ppm) = ((Vout) -0.972)/0.22923



4.3 CO 센서측정 세부내역

▶세부스펙

Circuit

Voltage

Vc Sensor input Voltage : DC 1 ~ 12V

PH
Power consumption : Less than 380㎽

Inrush current : Less than 200mA

Characteristics

of sensitivity (β)

(Rs,gas / Rs,air)

-CO(10PPM) 0.75≤ β ≤ 0.85, CO(100PPM) 0.30≤ β ≤ 0.60

-Tobacco(2,000ppm-ESSE, KOREA) β ≤ 0.6

-Ethyl alcohol vapor (50ppm) β ≤ 0.50

(Sample is gathered by using injector(10㎖) 10mm/sec speed)

Guarantee 2years over

Operating

environment

Temp : -10 ~ 50℃, Humidity : 5 ~ 90%RH

Storage Temp : -10 ~70℃, Humidity : 0 ~ 90%RH

Reaction time(T90)
-Reaction Time(T90) : Less then 10sec

-Recovering Time(T90) : Less then 30sec

▶가스 농도 별 출력

농도(ppm) Smoke(HC) Alcohol(C2H5OH) Hydrogen(H2) Butane(C4H10)

Concentration 2,000ppm 50ppm 200ppm 500ppm

Sensitivity 0.6 0.3 0.5 0.4

▶가스 농도 별 data sheet 및 농도별 출력 계산



4.4 온습도 센서측정 세부내역

▶세부스펙

Operating range 
humidity : 0 ~ 100%RH 

temperature : -40 ~ 80Celsius

Accuracy
humidity : ±2%RH(Max ±5%RH)

temperature : ±0.5Celsius

Resolution or sensitivity
humidity : 0.1%RH 

temperature : 0.1Celsius

Long-term Stability ±0.5%RH/year

Sensing period Average: 2s

Power supply 3.3-6V DC

Sensing element Polymer capacitor



5. 시스템 구성

5.1 시스템 내부 구성도

5.2 시스템 동작순서도

5.3 측정데이터 형식

데이터 구분 표시형식 단위

초미세먼지값 int type : 0.0 ~ 150 ug/m3

가스농도값(VOCs/CO) int type : 0.0 ~ 1500 ppm

온도값 float type : 0.0 ~ 80.0 ℃

습도값 int type : 20 ~ 90 %



6. Dimension

6.1 Dimension(NOVA/NEO공통)

  

6.2 Internal view



6.3 Internal configuration

6.4 PCB Layout



7. Dr.Air-NEO 블루투스 기능소개

▶기능구성

-블루투스 버전 : 2.0EDR

-동작모드 : Slave mode

-전송 프로토콜 : spp

-전송 데이터형태 : ASCII / String Char set

▶프로토콜정의

Header Separator
Dust 

data
Separator

VOCs 

data
Separator

CO

data
Separator EOT

0x / 0.0 / 0.0 / 0.0 / 1x

▶스마트폰 spp앱 데이터 수신

블루투스 장치등록 장치 페어링 데이터 수신(stream mode)

8. 지적재산권 현황

실용신안 20-2014-0003008 공기 측정 장치

특허 10-2014-0044546 공기 다중 모니터링 시스템 및 방법



Appendix 1. 제품사진자료 



Dr.Air Auto-Cleaner소개

Dr.Air Auto-Cleaner(이하 Auto-Cleaner로 표기)는 블루투스 기반으로 동작하는 건식

공기청정기로, Dr.Air-NEO와 연동하여 초미세먼지가 기준치 이상측정시 알람경보가 

발생할 때, 자동으로 공기청정기가 작동하는 지능형 방식으로 동작한다.

이와같은 지능형 동작으로 소비전력 최소화, 다양한 장소에서 측정기와 공기청정기

를 효율적으로 구동하여 보다 효과적인 공기청정 기능을 제공한다.

▶주요기능

공기청정기

동작구분

독립제어 동작 자체버튼 조작

Dr.Air-NEO연동 동작 초미세먼지 경고사황시 자동제어

스마트폰 연동 동작
스마트폰 앱에서 블루투스를 통한 

원격명령 제어

▶공기청정기 세부스펙

헤파필터 Filter Class H13 : Efficiency > 99.95% / Penetration < 0.05%

음이온 발생용량 60,000,000cc/ion(Max)

송풍팬 용량 2400rpm, 풍량(CFM) : 25.15 / 소음(dBA) : 23.62

시간당 공기청정 능력 120m^3(Max)



▶Dimen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