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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솔루션 ICT 융합콘텐츠

가상증강기술을이용한첨단재활솔루션제공.

회사소개



간편한치매선별검사

BT케어는최소한의그래픽과 명도, 채도등을고려하여고령자맞춤형 VR 콘텐츠제작 (어지러움및현실과의괴리감등

최소화)

낙상의위험을방지하기위해의자에앉아서진행할수있는최적화된환경제공합니다.

제품소개

부족한인지영역별콘텐츠추천

VR인지훈련프로그램

인지훈련프로그램동기부여

지속가능성이높고재미있는

훈련

빅데이터관리

치매선별검사결과에따라부족한인지영역별로 VR 인지훈련콘텐츠를난이도별로설정해줍니다.

본인이스스로터치스크린, 음성인식기능을이용해서간편히치매선별검사를합니다. 

기억력, 주의집중력, 관리기능등총6종의 VR인지훈련프로그램으로설계되어있습니다. 

맞춤형훈련콘텐츠제공으로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참여동기를부여합니다. 

게임기반의 VR인지훈련콘텐츠를통해뇌기능활성화와뇌가소성을촉진합니다. 사용자는재미있는콘텐츠를통해지속적으로

인지훈련에참여할수있습니다. 

치매검사, VR인지훈련결과, 사용자데이터등모든정보는서버에저장되며관리자는재활훈련데이터를효율적으로활용

가능합니다.



제품효과

> 1차임상시험완료

[2017.09.30] 임상시험완료 (연구기관 : 동아대학병원 , 실증기관 : 

부산광역치매센터) 경도인지장애노인의인지능력향상을위한 VR(가상현실) 

인지재활훈련시스템의프로그램효과성검증과시스템사용성평가를위한

연구
1. modified ADAS-Cog점수를비교한결과 VR기반인지훈련군과대조군의상호작용은유의한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시기간의비교를살펴보면, 인지훈련군에서 Baseline 보다 12주후 modified ADAS-Cog

점수가 24.90± 6.24에서 22.40± 7.41으로 10% 감소하였다.  

2. VR기반인지훈련프로그램의만족도를조사한결과, 95%가재사용할것이라하였으며, 

사용성평가에서 80점이상을기록하였다. 특히, 측정시중대이상반응, 알레르기, 기계에대한

불편함호소는없었다.

3. VR기반인지훈련프로그램의순응도를조사한결과, 91% 이상참석률을나타내어, VR 기반

임상시험의거부반응은없었다.

-본문발췌 -

> 효과성검증및실증진행

[2018.10.01~] 부산시기장군치매안심센터외약 5기관, 치매예방인지강화 VR 솔루션효과성검증

실시및실증

장O애어머님 이O수어머님

1. 대조군과중재군모집실시 ( 3개기관총 100명의인원모집) _ 그룹간뇌파분석검사/그룹간

신체기능검사

2. 중재군과대조군간 8주간의중재검사를실시하였으며, TMT-B에서는유의한효과가검증되어

전두엽의주의력과수행능력의개선에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남

3. 뇌기능에있어서는 Alpha,Delta파의전두엽및후두엽의연결성과치료의효과가있는것으로

검증

> 3차임상시험진행중

[2019.10.01~] 부산광역시남구,수영구,연제구보건소, 모바일

치매예방인지강화 VR 솔루션임상시험진행

> 2차임상시험완료

[2019.09.06] 2차임상시험완료 (연구기관 : 부산동구보건소)

노인의인지능력향상을위한 VR(가상현실)기반인지훈련시스템연구

1. Stroop word reading과 color reading에서 Baseline 보다 12주후가장큰인지적향상이나타났다. Korean-

Color Word Stroop Test ; K-CWST 평가는주의집중력과전두엽의능력을보는검사로 VR 인지훈련을

통해인지적유연성, 자동적인반응의억제와통제,선택적주의력,처리속도와관련해서인지적

향상의긍정적인효과를가져왔다고할수있다.

또한. VR 훈련전과 12weeks 후재평가시 Stroop word / color score만증가된게아니라 error도감소한

것으로보아주의집중력과한가지일을하다가다른일로전환하는(set shifting) 전두엽의능력에

긍정적인효과를가져왔다고할수있다.

2. 인지평가인 K-MMSE 와 K-MoCA에서도 Baseline 보다 12주후인지적향상이나타났다.

-본문발췌-



2. 휴대형1. 키오스크형 3. 모바일형 (1인,2인, 4인)

* 멀티플콘텐츠업데이트(무상)

시연모습(키오스크형) 시연모습(모바일형)시연모습(휴대형)

제품구성



4. 사용방법안내배너 (기관로고부착)2. 뇌인지강화 VR콘텐츠(기본 8종)

제품구성 * 1년유지보수무상(단, 소비자의부주의로인한파손시추가비용발생)

1. 제품본체 3. 관리자교육 (최초 1회)

5. 그외 (BT케어프로그램운영교재, 운영자메뉴얼, 제품사용유의사항안내서, 일회용 VR마스크 (100매) 등



VR인지훈련콘텐츠

측두엽(Temporal Lobe)의내측에위치한해마(Hippocampus)를자극하여기억력과

판단력을높여줍니다.

기억력

대뇌기능을보조하여소뇌(Cerebellum)에서운동학습과움직임을조화롭게하여운동

조절능력을높여줍니다.

운동조절능력

전대상피질(Anterior Cingulate Cortex)과전전두엽(Prefrontal Cortex)을자극하여주의력과

집중력을높여줍니다.

주의집중
력

전두엽(Frontal Lobe)을자극하여행동을계획하고판단하는집행기능을높여줍니다.
집행기능



언론보도자료



언론보도자료



운영영상(별도첨부)

부산라파엘노인데이케어센터 부산동구치매안심센터



발생년도 설치장소 발생년도 설치장소

2017
부산광역치매센터

2020.1월현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치매안심센터 1

동아대학교건강관리학과 전라북도장수군치매안심센터 1

2018

부산테크노파크고령친화관 전라북도장수군치매안심센터 2

부산광역시기장군치매안심센터 충청남도서천군치매안심센터

부산대학병원의생명공학연구원 충청남도천안재활병원

양산시노인복지관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1동사무소

부산동구치매안심센터 동명대학교봉사단

2019

서울재활요양병원 동명대학교학생복지처

경상북도상주시치매안심센터 부산보훈병원

경상북도의성군치매안심센터 부산테크노파크차세대재활복지의료센터

경상북도의성군안계면보건지소 동아대학교링크플러스사업단

부산광역시연제구치매안심센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치매안심센터 2

부산광역시연제구치매안심센터2

부산광역시연제구치매안심마을

부산광역시연제구치매안심마을2

부산광역시수영구치매안심센터

부산광역시수영구치매안심센터2

부산광역시남구치매안심센터

부산광역시남구마을건강센터

부산가톨릭대학교부설라파엘노인데이케어센터

부산가톨릭대학교부설라파엘노인데이케어센터2

울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관

울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관2

울산광역시남구치매안심센터

동아대학교스마트헬스케어융합과

대구광역시수성구치매안심센터

부산광역시동래구치매안심센터

충청북도옥천군치매안심센터

전라북도무주군치매안심센터

부산광역시영도구마을건강센터

납품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