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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부터 학생, 중장년에 이르기 까지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몸은 쉰다고 하지만 쇼파에 앉은 저녁시간과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 당신의 눈은

쉬지를 못합니다. 디스플레이는 나날이 8K, 고화질 AR, VR로 발전하지만 디스플레이를 보는

시간은 더 많아지고 눈은 점점 어린 나이에 안경을 쓰거나 노안 나이도 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눈이 혹사되는 사회 환경에 대한 대응으로 눈운동이나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APP을 출시하여 눈건강을 지키고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도 하고, APP과 연계된 가독성 및

노안보정 솔루션으로 눈이 건강해지는 기능성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1분을 보아도 더 선명하고 편안한 감성디스플레이 개발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픽셀로의 감성 디스플레이 솔루션은 전문적인 광학 기술과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세계최초의 Vision correction solution 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국내 양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독성 필름을 시작으로 디지털 케어 전문 업체로 도약할 것입니다.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기술을 실현합니다.

2017년 11월, (주)픽셀로는 삼성전자(주)에서 스핀오프하여 스타트업 

기업으로 새로이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보호하는 스마트폰 필름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등 디지털 케어 기능성 제품을 개발 및 판매합니다.

Site    HQ : 성남     지사 : 천안,대구     연구분소 : 서울     Sales : USA

픽셀로 연혁

22.01  흑룡강 한중 글로벌 스타트업 경진대회 장려상

21.01  2022년도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1.11  2021년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21.11  디지털 케어 솔류션 런칭

21.03  ETRI 나노패턴 임프린트 기술 이전

20.06  대구 지사 설립

20.09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19.12  IBK캐피탈 투자유치

19.06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진행 디딤돌

18.02  삼성벤처캐피탈 투자 

17.11  ㈜픽셀로 법인 설립

16.03  삼성전자 C-Lab 선정

CONTENT About Pixel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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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눈APP

#눈운동 #안구나이 #시력측정 #눈관리
어플리케이션

안구 나이 측정 알고리즘

거리에 따른 시표 변환 알고리즘

아이트레킹 기반 동공 추적 기술

·
·
·

높은 정확도의 거리 측정 기술

디스플레이 주시 시간 측정

화면 고정 인식 

·
·
·

■  적용 기술

■  기능

시력 측정 안구 나이 측정 황반 변성 빛번짐 눈운동

눈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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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feet APP

#위치기반 #아이케어스토어

눈 운동

          와         을 연결환자
고객

병원  
상점

상점 홍보 간편한 검색 등록

권익보장신규 고객 창출 온라인상점마련

■  서비스 효과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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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아이케어#시력보호필름 #핸드폰필름

비비드 필름세계최초

특허제품

빛번짐을 잡아주어 눈의 피로도 감소
글자가 잘 보이는 효과
가독성 향상으로 초기 노안(시력) 보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근시가 있는 분들에게도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도움이 됨
높은 투명도, 오염방지 코팅,
안전한 비산방지 코팅, UV차단 코팅
㈜픽셀로의 독자적인 특허 기술 적용

·
·
·

· 

· 

■  핵심 기술 소개

Galaxy 시리즈 / iPhone 시리즈· 
■  적용 제품

OEM/ODM· 
■  Biz. Model

디자인/제조국 : 한국
소재 : 강화유리/우레탄/패트
글라스타입 필름 두께 ≈ 0.5mm / 강도 9H
PET타입 필름 두께 ≈ 0.45mm / 강도 3H

·
·
·
·

■  제품 사양

■  옵션

베이직
블루라이트

·
·

항균·

비비드필름 구조

비비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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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아이케어#모니터/노트북 #시력보호

블루라이트차단필터

유해 블루라이트 99.9% 차단

동종업계 최고 차단율인 초단파 블루라이트 영역의
99%를 차단하여 모니터로 인해 눈의 피로를 쉽게
느끼는 모든 분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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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블루라이트 98.8%,
 자외선 99.0%를 차단하는 모니터필터

 모니터 본연의 색감을 저해하지 않는 선명한 화질

 외부 충격으로부터 모니터 보호

 거치식 구조로 간편한 설치

·
 
· 
· 

■  제품 특징

■  제품 사양

Inch Size ( W x D ) Inch Size ( W x D )

13’’ 305x200 mm 22’’ 505x320 mm

14’’ 330x210 mm 24’’ 560x360 mm

15’’ 355x230 mm 27’’ 635x415 mm

17’’ 400x250 mm 32’’ 730x440 mm

19W’’ 440x290 mm - -

Inch Size ( W x D )

23-24’’ 540x340 mm

26-27’’ 613x365 mm

Inch Size ( W x D ) Inch Size ( W x D )

13.3W-A’’ 294x166 mm 22’’ 474x297 mm

14W’’ 310x175 mm 23W-A’’ 510x287 mm

15W’’ 331x186 mm 23.6W’’ 522x294 mm

15.6W’’

17’’

19W’’

345x194 mm 24W-A’’ 519x325 mm

338x271 mm

409x256 mm

24W-B’’

27B’’

532x299 mm

598x337 mm

19’’ 377x302 mm 32W’’ 698.7x394.3 mm

21.5’’ 477x268 mm - -

행거타입

라이트 타입

필름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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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북 마그네틱 필름

디지털 아이케어#자석타입 #맥북

유해 블루라이트와 자외선을 차단 완벽한 각도 적용으로 탁월한 정보보호

블루라이트 차단 타입 프라이버시 보호 타입

·
·
·

눈부심 방지&지문 방지/고투명 광택

3H 경도의 코팅 적용 

마그네틱 부착 방법으로 부착 용이함

■  제품 특징

Inch Size ( W x D ) Inch Size ( W x D )

Mac Pro 13" Old 307x202 mm Mac Pro 15" touch bar 344x223 mm

Mac Pro 15" Old 352x230 mm Macbook 16" 354x229 mm

Mac air 13 /2020 new MacPro 13" 2020 299x195 mm

■  제품 사양

Inch Size ( W x D )

Mac air 13 /2020 new MacPro 13" 2020 299x195 mm

Mac Pro 15" touch bar 344.5x223.5 mm

Macbook 16’’ 352x228 mm

블루라이트 차단 타입

프라이버시 보호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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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보호 안경

디지털 아이케어#블루라이트 #근적외선 #항균

각종 기기에서 나오는 유해한 블루라이트 99.9% 차단

자외선보다 해로운 노화광선인 근적외선 차단

튼튼하면서 가벼운 유연한 베타 티타늄 소재

세균의 번식을 막아주는 항균 효과

·
· 
·
·  

■  제품 특징

제조국 : 대한민국

소    재 : 베타 티타늄, 스테인레스, 아세테이트
·
· 

■  제품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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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아이케어Test Reports

[PRI필터]AYN18-012304_4000_4920_AYAA18-05110 (프라이버시필터 SGS_ROHS 항목 검사)

[BLC필터]2018.03.09 AF42-BLC 2T 투과율(300nm-700nm)
영문(블루라이트 차단율.파장대별 투과율 검사)

Crystal  BLC f i l ter

블루라이트차단인증서

항균인증서 Crystal  pr ivac y f i l ter

[BLC필터]AYN18-012303_4000_4920_AYAA18-05109 (블루라이트필터 SGS_ROHS 항목 검사)

블루라이트 차단 / 항균력 테스트 검증 / 프라이버시 차단 / 시야각 테스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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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에어픽

디지털 힐링케어#냄새탈취 #공기청정 #항균/제균

탈취 테스트·

항균 성능·

Staphylococcus aureus

Pseudomonas aeruginosa

Escherichia coli

99.4%

99.1%

99.6%

B
acte

ria

Clearance

Formaldehyde

Ammonia

89.2%

92.3%

G
as

Clearance

■  제품 사양

Model No.

Input Voltage

Power Consumption

Color

Ion Generation

Ozone

Dimension(W x D x H)

Weight

Noise

Area

Certification

POP-XIW800

110V / 220V AC adaptor (12V DC out)

Max 18W

White

Ion > 2 million/cc

Ozone quantity < 20 [ppb]

143 X 180 X 360 [mm]

< 1.2 [kg]

30 ~ 50 dB

27 m2

KC, CE

공기 처리·

HOO- 

HOO- 

HH+

HOO-

O -
2

HEPA Filter Zeus (Ion Generator) POP-XIW800

● H  : 수소양이온
● H  : 활성수소

● O   : 산소이온
● HOO  :하이드로 페록시 라디칼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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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스이온모듈

디지털 힐링케어#상온 플라즈마 방식 #자사개발 이온 모듈

Zeus Ion Generator

35m
m

60m
m

23mm

16mm이온 발생기는 마이크로 플라즈마 방전을 사용하여
수소원자(H)와 산소이온(O2

-)을 발생시킵니다.

음극(-전극)
고전압 방전은 전자를 방출하고 수소 원자와 음전하를 띤 산소 이온을 형성합니다. 

양극(+전극)
마이크로 플라즈마 방전은 공기 중의 물 분자를 분해하여 양전하를 띤 수소 원자(H+)를 형성합니다.

수소 원자(H)와 산소 이온(O2-)이 결합하여 히드로퍼옥실 라디칼(HOO-)을 형성합니다.

e- + H+ → H                        O2 + e- → O2
-

4H2O → 2H2O + O2 + 4H+

H+ : Positively charged hydrogen ion           H : Active hydrogen           O2
- : Oxygen (-) ion             HOO-  : Hydroperoxyl radical     

제우스는 어떻게 작동할까?

·
·

■  탁월한 제균 기술

알레르겐 제거, 인체에 안전, 탈취 성능, 공기 정화

공기 정화 분야의 모든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저비용, 조절 가능한 모듈형 제품을 제공합니다.

(거주 공간, 전자제품, 개인, 공공 장소, 교통 등)

■  특징 및 적용 분야

■  제품 사양
Input Voltage

Current

Output Voltage

Ion Generation

Ozone

Dimension

Weight

 11.5 ± 0.5 [V]

80 mA  ± 5 mA

(+) Output : 3.0 [kV] ± 10% , (-) Output : - 3.0 [kV] ± 8%

Ion > 2 million/cc

Ozone quantity < 20 [ppb]

35(W) X 60[D] X 23[H] mm

< 40 [g]

* It is more effective at over 40% humidity.

Substance

Antibacterial 

Deodorization

Virus

Safety

Pollutant

Escherichia coli

Pseudomonas aeruginosa

Staphylococcus aureus

Ammonia

Formaldehyde

H1N1 virus A

SARS virus

Inhalation toxicity

Ozone

Clearance

99.6%(6 Hr.)

99.1%(6 Hr.)

99.4%(6 Hr.)

92.3%(240min.)

89.2%(280min.)

In progress

In progress

Nontoxic

Less than 20 p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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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퓨어C

디지털 힐링케어#냄새탈취 #공기청정 #항균/제균 #차량용

NANO Air Purifier

AQI란 무엇인가요?
A.Q.I는 Air Quality Indicator의 약자로  공기오염 정도를 표시합니다.

초록

아주좋음 좋음 나쁨

파랑 빨강

* 모니터 사양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
·

자동차, 미니버스, 버스, 트럭 운전석

도서실,호텔 로비,유치원 활동실,교실

침실,거실,사무실,응접실,회의실

·
·
·

공기 센서를 사용한 대기질 표시 ( A.Q.I )

나노 이온화 메커니즘에 의한 완벽한 제균/항균 기능

나노 이온에 의한 탁월한 보습/탈취 기능

■  특징■  용도

■  제품 사양

Model No.

Input Voltage

Power Consumption

Ozone

Ion Generation

Dimension(W x D x H)

Weight

Noise

Area

Accessory

Certification

POP-XUB300

5V DC /1A (USB Type-C)

Max 2W

Ozone quantity ≤ 20 [ppb] 

Ion > 2 million/cc

Φ68 X 157 [mm]

300 [g]

25 ~ 50 dB

5 m2

USB Cable(USBA To Type-C ,1m)

KC,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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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퓨어W

디지털 힐링케어#냄새탈취 #공기청정 #항균/제균 #가습

SPRAY Air Purifier

* 모니터 사양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미니버스, 버스, 트럭 운전석

도서실,호텔 로비,유치원 활동실,교실

침실,거실,사무실,응접실,회의실

에어필터 적용 공기청정기능

가습 + 공기살균 복합 기능

완벽한 제균/항균 기능

■  특징

■  용도

·
·
·

·
·
·

Accessory

Certification

USB Cable(USBA To Type-C ,1m)

KC,CE

Model No.

■  제품 사양

Input Voltage

Power Consumption

Water tank capacity

The amount of spray

Ozone

Ion Generation

Dimension(W x D x H)

Weight

Noise

Area

POP-BTB300

5V DC /1A (USB Type-C)

Max 2W

230ml

25 ~ 45ml/h

Ozone quantity ≤ 20 [ppb]

Ion > 2 million/cc

Φ75 X 178 [mm]

300 [g]

20 ~ 30 dB

5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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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대량구매 문의(해외)
M  l  +82-10-8312-6321

E   l  Mohammad_sh@pixelro.com

B2B/대량구매 문의(국내)
M  l  +82-10-5940-9290

E   l  help@pixelro.com

APP 문의
E   l  help@pixelro.com

Online
Company  l         www.pixelro.com

                               www.pixelro.com/en

                               www.tectev.com   

NaverBlog  l  www.blog.naver.com/pixelroblog

Facebook  l  www.facebook.com/pixelrofb

Instagram  l  www.instagram.com/pixelro

Copyright © 2022 pixelrRo Corp. All Rights Reserved.

www.pixelr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