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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인은 
당신의 생활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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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병원 가기를 망설이시나요?

당신의 고민에 
인트인을 더하면 ㅡ

아시나요？

몸이 아프고 

질병이 의심되기 이전부터

우리 몸은 우리에게

많은 신호를 보내온다는 사실

건강한 생활이 
시작됩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건강 관리!

인트인의 

오뷰 의료기기와

개인형 의료서비스 APP은

여러분의

이러한 고민과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드립니다.

당신의 

건강한 삶을 돕는 

디지털 헬스케어

- 오뷰

디지털 헬스케어
-오뷰로 시작하는 
건강 생활 디자인

건강하게 준비하는

자녀계획

집안 공기 상태를 

관리하는 공기질 분석

안전하게 관리하는

성생활

온 가족을 위한

호흡기 질환 관리

미리 알고 대비하는

갱년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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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 분석기 & 정자 분석기 프로

가정에서 자가테스트를 통해 정자 개수와 활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오뷰 정자 분석기 & 정자 분석기 프로는 기존의 

민망하고 불편했던 정자검사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줍니다.

| Oview sperm tester & Oview sperm tester Pro

가정에서 편안하게 확인하는 남성 건강-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앱스토어에서 '오뷰 M'를 검색하세요.

스마트폰으로 내 건강상태를 기록하세요.

AI · 빅데이터 기술로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오뷰 결과 촬영 및 정보 확인
정자질 개선을 위한 비뇨의학과, 정신의학과, 식품영양학 자문
12 주 건강 개선 프로그램
히스토리 관리 기능

스마트폰 APP으로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관리하세요!

정자 분석기 프로

Oview sperm tester Pro

정자 분석기

Oview sperm tester

러시아

독일 호주 

미국 캐나다일본

프랑스

한국

영국

임상시험

|  출시 국가 

- 멘파워비뇨기과 (2018): 

- 부산대학교병원 (2021, 진행중):

- 한양대학교병원 (2021, 진행중): 

현미경 관찰과 오뷰정자분석기를 
비교하는 임상시험(200명대상)

병원용정자분석기(CASA)와 오뷰정자분석기
프로를 비교하는 임상시험 (35명 대상)

현미경관찰과 오뷰정자분석기 프로를 비교하
는 임상시험 (35명 대상)

일치율 99.1%



오뷰 인트인

유튜브 바로가기

오뷰 인트인 유튜브채널을 통해 

제품 사용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오뷰 정자분석기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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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액(침)으로 배란측정이 가능한 오뷰 배란 분석기는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자가 테스트가 가능하며, 스마트폰 어플리케

이션을 통해 정확한 배란일과 생리주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 Oview ovulation tester

배란 분석기

정확한 배란일 · 생리주기를 확인하고 싶다면-

스마트폰으로 오뷰 결과 촬영 및 정보 확인

오뷰캘린더 기능 (배란일/생리예정일 체크)

배란기 · 생리일 알림 기능

다이어리 비밀번호 기능

결과 공유 기능

※ 에스트로겐이 증가하는 배란기에는 타액(침)의 염분농도가 함께 증가하며, 타액의 결정구조가 고사리 잎 모양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임상시험

출시 국가  |

일본 러시아한국 태국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기업 INTIN HEALTH PLATFORM IN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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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대학교병원 (2017): 

- 한양대학교병원, 인천성모 
고려대학교 구로병원(2021, 진행중):

오뷰배란분석기와 소변배란분석기
를 비교하는 임상실험 (100명대상)

오뷰배란분석기와 초음파검사, 피검사를 비교
하는 임상실험 (85명 대상)

양성일치율 95.1%



배란 분석기Design your health

오뷰 인트인 유튜브채널을 통해 

제품 사용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오뷰 배란분석기 
사용방법

오뷰 인트인

유튜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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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질병의 진단부터 치료까지 가능한 오뷰 호흡기 진단/치료기는 하나의 디바이스에 다양한 모듈을 교체하여 편리

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뷰 멀티 APP으로

치료모듈 사용내역을 기록하고,

추적관리를 통해 예방치료 관리

오뷰 실내 공기 분석기로

우리집 공기질까지

완벽하게 체크/관리

| OVIEW Multi - Respiratory Care System

오뷰 멀티 - 호흡기 진단/치료기

비대면 시대, 나만을 위한 호흡기 디바이스가 필요하다면 -

오뷰 호흡기 진단 / 치료기
이렇게 사용하세요 !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기업 INTIN HEALTH PLATFORM IN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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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뷰 멀티 - 호흡기/진단치료기

오뷰 멀티 왜 사용해야하나요?

실내 공기분석기
Air monitor

ONESTOP SYSTEM - 
MULTI

정기적인 병원 방문과 

일상 생활에서 편안한 호흡을 위한 “관리”는 필수입니다.

실내 공기분석기(Air monitor)로 나의 생활환경을 확인하고

오뷰 멀티로 콧속 이물질 제거 부터 호흡기 치료까지 진행하세요.

(질환에 따라 제품 선택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오뷰 인트인

유튜브 바로가기

Design your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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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건강 관리

편리함 모듈형



오뷰 멀티 / 실내 공기분석기
사용방법

체온계

적외선 센서로 접촉없이 

정확하게 체온 측정합니다.

코 세정기

코 안의 이물질 제거를 하기 위해 

식염수 등을 사용하여 세척합니다.

네블라이져

기관지 천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의 흡입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된 약물을 미세한 입자의 

기체 상태로 바꾸어 

환자의 호흡기를 통해 분무하여 

약물이 환자의 폐까지 전달 되도록 합니다.

멀티 APP

실내공기 분석기와 연동되어 

공기 질을 확인하고, 사용자의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생활 속에서 나의 건강을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기업 INTIN HEALTH PLATFORM IN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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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량 측정기

호흡량을 측정하여 

현 건강상태를 측정합니다. 

코 흡입기

비강 내 이물질과 콧물을 

흡입하여 제거합니다.

LED 치료기 

LED광원을 이용하여  콧속 내 

혈류를 증가시켜 비염을  완화시킵니다.

실내 공기 분석기

온도, 습도, 미세먼지 농도와 VOC 측정

측정된 정보를 어플로 공유하여 

관리합니다.

오뷰 멀티 - 호흡기/진단치료기Design your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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