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온 플러스는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응용 기술에 가상현실을 더하여

안전하고 즐겁게 인지 건강을 도와줍니다

 연구 개발 및 자문  사용성 평가 

Virture Reality for Demetia Care

가상 현실 통합 솔루션
치매 예방 . 인지 재활

치매는 뇌의 여러 부위를 손상시키는 질환으로 인한 질병입니다

치매는 매우 복잡하고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경험합니다

티온 플러스는 정신 건강 분야에 효과적인 가상현실을 인지재활치료에

적용하고 신체활동을 유도함으로써 더 나은 오늘을 약속합니다

휴먼팀은 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사용자 중심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GS 1등급



집고!  담고!  누르고!  만들고!  

지남력 . 기억력 . 언어기능 . 주의집중 . 이해 및 판단 (문맹자 검사 포함) 기억력 .  눈손 협응 . 언어기능 . 주의집중 . 시각 변별  . 안구운동  . 논리적 사고력 . 공간지각 . 이해판단 등 22종 훈련  

집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친숙한 장소입니다

티온 플러스는 익숙한 공간에서 더 많은 훈련이 이뤄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각적 부주의 . 시각운동조절 . 조직화 훑어보기 . 형의 향상성 . 공간 위치 지각 . 시각 변별 

주의 집중 . 공간 지각 . 시각 변별 . 위치기억  . 눈손협응 . 수리능력 

시각적 부주의 . 시각운동조절 . 조직화 훑어보기 . 형의 향상성 . 공간 위치 지각 . 시각 변별 

티온 플러스는 어지럼증 요소가 없어 모든 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기 착용이 가능한 6세 이상, 발달장애아동, 만성기 뇌졸중 환자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치매예방 . 인지기능향상 
더 좋은 오늘을 만나다

상점에서 물건을 선택하고 담는 것은 의사 결정, 집중, 공간 탐색 능력이 필요합니다

치매에 걸리면 모든 것이 더 힘들어 집니다

두정엽과 같은 뇌의 가장 위 부분에 의해 제어되고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병으로 

손상될 수 있는 눈과 손의 협응 등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여 인지 기능을 향상합니다

MMSE-K기반 간이정신상태검사 

MVPT기반 시지각 평가 

23종 56개 미션 44종 286개 미션재래 시장 

집

도심 마트

간이정신상태 검사와 시지각 평가를 통해 사용자의 상태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 세 가지 일상 환경에서 생활 밀착형 훈련이 난이도별로 이뤄집니다

총 67종 342개 미션

. 종합 평가 4-8분

. 종합 훈련 15-20분

. 선택 체험 5-15분

. 종합 평가 2분

. 종합 훈련 5-8분

. 선택 체험 3-8분

상지 재활 포함
초고령층도 쉽게 훈련

평가 결과에 따라 
난이도별 4단계 맞춤형 훈련 

사용자 평가 만족 이상 94%

강점 및 차별화

Ver 1 Ver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