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2000 ┃구성품┃

뻔뻔하게 훈련하는 두뇌개발 시스템!!
■ Ear Lobe

■ EEG Sensor

■ 본체

Brain Training System

■ 헤드밴드

■ USB케이블

■ 인증KEY

■ 프로그램 CD

BTS-2000 ┃보도자료┃

MBC 실험쇼 집중력 좌우뇌활성비교

중앙일보 뇌파집중력 훈련

KBS 원인불명 정신지체
학습검사로 진단

KBS 2TV 학교야 놀자
(집중력 강화훈련효과)

Brain Training System

뉴로피드백이란?
Brain Training System

교육과학기술부 뇌프런티어 사업단 지원 연구과제 결과물

BTS-2000

연구 과제명

BTS-2000 제품 소개

뇌전위기반 뇌기능 진단, 항진용 뉴로툴 개발

연구기관
㈜락싸 기술 연구소

행동치료법의 일종으로, 인간이 원하는 변화에 관한 정보를 얻
으면 변화를 일으키려는 행동이 강화되어 변화가 일어나기 쉬워
진다는 이론에 근거를 둔 체계화된 훈련입니다. 따라서 뉴로피
드백은 사용자가 정신활동을 통해 생리현상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용자는 의식에서
감지되지 않는 생리적 과정들에 대하여 수의적 조절능력을 얻게
됩니다.

효과검증

맞춤처방

집중력강화 뉴로피드백 훈련

연구목표

두뇌이완 뉴로피드백 훈련

일상생활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한 수준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달성함과 동
시에 임상 시험을 통해 정량적 분석지표들의 표준화를 달성하여, 통계기반
자동 임상해석이 가능한 뇌기능 진단 시스템과 표준화된 지표에 의한 뉴로
피드백 방식의 뇌기능 항진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함.

좌우뇌 활성 뉴로피드백 훈련

BTS-2000

뉴로피드백 훈련은 보통 주2~3회 총 20~40회에 걸쳐 정기적
으로 시행하며, 매회 훈련은 피검자의 상태에 따라 보통 10분
~30분 정도 시행 합니다. 어른의 경우는 소아에 비해 비교적
훈련기간을 길게 잡아야 합니다.

전문 트레이닝

훈련 보조용 시청각 자극 제공
다양한 훈련 컨텐츠 (게임, 음원, 그림, 그래프등)

연구 성과
뉴로니클API + 뇌파장비 + 헤드밴드 + 특허2건

교육과학기술부 임상시험 완료

특허1
뇌파를 기반한 고차인지기능과 관련된 지표 추출방법 및 고차인지기능 검
사방법

BTS-2000은 생체조절지표 수준을 사용자 자신에

특허2

게 실시간 정확하게 알려주는‘생체’
거울과 같은 응답

자극 유도에 따른 뇌파의 주파수 영역 반응패턴에서 반응강도와 반응시점
을 추출하는 방법

기능이 핵심이며, 이러한 응답기능은 사용자가 파악하
기 쉬운 시각적 또는 청각적 형태로 주어집니다. 이러한
BTS-2000 훈련 진행 화면

뉴로피드백 장치는 사용자가 목표한 생체조절 지표를
높게 또는 낮게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습
득하는 훈련을 시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기기입니다.

골프게임 훈련 화면

낚시게임 소개

주요사용처
학습증진/교육증진 클리닉, 아동,청소년 전문상담센터,
초,중,고 학생상담실, 영재교육센터, 두뇌계발교육원, 어
린이집, 유치원등,.

볼링게임 훈련 화면

훈련결과지

최면/명상/소리자극/빛자극/향요법/손동작/색자극/음악 등의 다
른 요법을 적절히 병행하시면서 뉴로피드백을 하시면 더 빠른
훈련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뉴로피드백을 뇌파 바이오피드백, 뇌파 트레이닝,
브레인 에어로빅등,. 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도입의 필요성

BES-2000
학습능력진단
(인지기능검사)
자매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