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흡기 건강만큼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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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2017 . 07 삼성전자 사내벤처 C-Lab 프로그램 선발

2018 . 01 프로토타입 Gobreath 전시(미국 라스베가스 CES 2018)

2018 . 10 삼성전자로부터 분사(Spin-off)

2018 . 11 브레싱스 주식회사 법인 설립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지원사업 선정

2019 . 03 벤처기업 확인 완료

2019 . 05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2019 . 07 2019년 보건의료빅데이터를 이용한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2위) 수상

2019 . 08 2019년 도전! K-Start Up 혁신창업리그 강원지역 대상(1위) 수상

2019 . 09 임산부용 호흡 운동 솔루션 Bliby 전시(독일 베를린 IFA 2019)
신용보증기금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 Start-Up NEST 6기 선정

2019 . 10 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 선정

2019 . 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R&D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수료

2019 . 12 신용보증기금 퍼스트펭귄형 기업 선정

2020 . 01 IBK 기업은행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창공 마포 4기 선정

2020 . 04 BULO - Kickstarter(미국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120,000 펀딩 성공

2020 . 05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선정

2020 . 07 롯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선정

2020 . 09 GMP 인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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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老 : 늙지 않다
Blow : (입으로) 불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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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O-H01
BULO-H01은 개인 건강 관리를 위한 비의료기기 제품입니다.

높은 정확도

미세한 호흡의 측정을 위해 1/1000(L/M)
수준의 정밀도를 가지는 센서 탑재

미국흉부학회(ATS) 및 유럽호흡기학회(ERS)의
가이드 준수

오차율 3% 미만의 높은 정확도

 가벼운 무게
BULO-H01은 66g의 가벼운 무게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함

제품사양

제품무게 66g

제품출력 3.7V, 40mA

정격입력 DC 5V, 2A

모델명 BULO-H01

제품 크기 (W x H x D) 140 x 45 x 37(mm) 

소재

통신

배터리

충전방식

측정가능 범위

사용 권장 온도

PC/ABS, PP

Bluetooth 5

Internal Battery(300mAh)

USB C-Type

10L/M ~ 840L/M

5℃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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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가는 배터리

초저전력 설계 적용으로
1번 완충시 3주 이상 지속되는 배터리

간편한 위생관리

자석으로 쉽게 분리/결합되는 구조

물 세척 가능한 마우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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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꼭 맞는
호흡 운동 가이드

측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생성되는  
나만의 호흡 운동 가이드

쉽고 간편한 
폐상태 측정

폐활량(흡기/호기), 폐 지구력(흡기/호기), 
폐 근력 측정으로 폐 상태 확인

측정기록 및 운동 수행기록이 
자동으로 저장되며, 한눈에 확인 가능함

폐 상태 기록 및 확인



7

BULO 모바일 앱 화면

본체 마우스피스 충전용 USB 케이블 사용설명서제품 전용 주머니

제품구성



contact@breathings.co.kr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815호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123, 한양빌딩 7층

이메일 
본사
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