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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 2000(Brain Training System)
z BTS-2000 훈련 개요
BTS-2000 은 사람의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인 뇌파에 의해 학습에 필요한 능력을
측정하고

분석하며

생체조절지표

수준을

사용자

자신에게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려주는’생체’거울과 같은 응답기능 이 핵심이며, 이런 한 응답기능은 사용자가 파악하기
쉬운 시각적 또는 청각적 형태로 주어집니다. 이러한 뉴로피드백 장치는 사용자가 목표한
생체조절 지표를 높게 또는 낮게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 훈련을
시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각 분석지표들에 대한 통계적 임상해석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을 위해 건강한 자
원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한 결과, 뇌파에서는 안정, 각성, 주의, 고차인지 4가지 검
사를 통해 총 1천467개의 뇌기능 분석지표들이 추출되었습니다.
식약청 지정 등록된 의료기기임상시험기관인 서울아산병원 임상시험센터에서 임상시험계획
서에 대한 IRB승인과 식약청 검토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으며 총 3천여 페이지 분량의 임
상시험결과 보고서 I, II 권을 제작하여 임상시험 종료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http://www.funfun-brain.com

5 / 45

NEU
UROMEDI In
nc. Products - Brain Train
ning System

이번 연구 성과는 뇌-기
기계 접속에 대한 객관적
적 해석기준을
을 국제 최초
초로 공신력 있게 확립한
한
습니다.
것으로 그 의의가 있습

z 세부 훈련 항목


집중력 강화
화 뉴로피드백
백 훈련



두뇌이완 뉴로피드백
뉴
훈
훈련



좌/우뇌 활성 뉴로피드
드백 훈련



별 뉴로피드백
백 훈련
쎄타, 알파, 베타 리듬별



용 시청각 자극
자 제공
훈련 보조용

z 인지 기능 관련 뇌 구조와
와 기능
대뇌
뇌

피질은

그림과

같이

크게
게

Frontal((전두엽),

T
Temporal(측두
두엽),

Pariietal(두정엽),

Occcipital(후두엽
엽) 영역으로
로 구분되며 각 영역별 담당하는 주요기능들이 있습니다
다. 전두엽은
은
이마
마부위, 측두엽
엽은 양쪽 귀 근처, 두정
정엽은 정수리
리 근처, 후두
두엽은 뒷머리
리 근처에 해당됩니다.

두엽은 뇌에서 가장 복잡한
복
기능을
을 담당하고
고 있으며, 모든
모
사고와
와 감정 그리
리고 행동을
을
전두
주관
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의
하
하기 위해 필요한
필
“Broca
a”
영역
역이라는 언어
어를 표현하는
는 부위가 있습니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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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정엽은 감각기능과 언어처리기능을 주관하고 있고, 동작피질과 바로 뒷 부위에는 체성
감각피질로 나뉘어져 있으며, 서로 다른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행동하고 말하고 할 때 근육의 대한 정보, 또는 일상 생활에서의 촉각과 온도에 대한
정보 담당하는 부위가 두정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Wernicke”

영역이라는

언어를 이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는 앞서 언급했던 “Broca” 영역과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Wernicke 영역에서 언어를 이해한 후
Broca 영역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한 후에 사람들이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입니다.

측두엽은

청각정보

처리영역을

주관하고

있으며,

일차적인

소리를

감각하게

됩니다.

청각영역은 일차적인 청각영역 및 다른 두뇌부위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청각정보에 대한
자각을 도와주어 무엇을 듣고 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후두엽은 단순 시각 정보 처리영역을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뇌는 크게 4 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기 다른 아주 중요한 기능들을 담당
하고 있으며, 각 영역은 더 세부적인 기능별로 나뉘어 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뇌파 측정 시 전극을 부착하는 부위는 뇌가 담당하는 중요한 기능들과 더 많은
관련된 부위를 우선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www.funfun-br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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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피드백 (Neurofeedback)
z 뉴로피드백의 개념 이해
뉴로피드백(Bio-Feedback)이란 바이오(Bio, 생체)와 피드백(Feedback, 되먹임)이 조합된 단어로
‘생체되먹임’ 또는 ‘생체자기제어’ 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특정부분에 생물학적 활성을 측정할 수 있는
감지기를 붙이고 여기서 나오는 생리적인 신호를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실시간 관찰하게 됩니다. 모니터 화면은
스스로 자각하기 힘든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생리적 기능
즉, 뇌, 심장, 근육 등의 생체 반응을 그대로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치 거울을 보고 겉모습을
확인하면서 원하는 모습으로 꾸며가듯이 모니터 화면에
비친 자신의 생리적 기능을 살펴보고 이를 원하는 방향으
로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뉴로피드백(Neurofeedback)은 행동치료법의 일종으로, 인간이 원하는 변화에 관한 정보를 얻으
면 변화를 일으키려는 행동이 강화되어 변화가 일어나기 쉬워진다는 이론에 근거를 둔 체계화된
훈련법 입니다. 따라서 뉴로피드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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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생리적 자가조절의 한 형태인 뉴로피드백은 미세한 생리적 변화와 기능에 관한 정보를 모
니터 화면에서 그래프 또는 수치 형태로

사용자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러한 생체 정보들은 해

당 기능을 조절, 변화시키려는 사용자 노력의 성공여부에 대한 즉각적이고 확실한 결과를 반영
하면서, 사용자와 생체정보와의 강한 피드백 고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뇌파 신호를 활용한 피드백을 뇌파-뉴로피드백(EEG-Biofeedback), 뉴로피드백(Neurofeedback)이
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보통 주 2~3 회 총 20~40 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매회 훈련은 피검자의 상태에 따라
보통 10 분~30 분 정도 시행합니다. 어른의 경우는 소아에 비해 비교적 훈련기간을 길게 잡아야
합니다.
최면, 명상, 소리자극, 빛자극, 향요법, 손동작, 색자극, 음악, 침요법, 경락맛사지…등의 다른
요법을 적절히 병행하시면서 뉴로피드백 훈련을 시행하시면 더 빠른 훈련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funfun-br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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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뉴로피드백의 활용
보통 주의력 결핍장애, 학습장애, 학습부진, 주부건망증, 노인성 인지장애 등..의 뇌기능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개인의 잠재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집중력강화-뉴로피드백, 뇌활성- 뉴로피드백,
정서안정- 뉴로피드백 등의 뇌파훈련을 시행하게 됩니다.
특히 전체 아동의 5-15%를 차치하는 주의력 결핍 장애나 학습 장애아에서 뉴로피드백 치료는
상당한 효과가 있으며 이 두 가지 질환에서 부작용 없는 훌륭한 보조적인 치료제 입니다. 뉴로
피드백 긴장을 풀고, 통증이나 나쁜 증상을 약화시키고, 집중력을 높여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뉴로피드백 을 이용하여 우리는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있으며 뇌파의
변화를 통하여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의력 결핍이나 학습장애 뿐 아니라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뇌파를 이용하여 자신의 감정
을 조절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정상 아동에서도 자신의 집중력을 극대화 하기 위해 이
치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미국 CNN 방송에서는 뉴로피드백 치료를 뇌의 에어로빅 운동이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학습장애 아동에서의 뇌파 양상을 보면 느린파(slow wave)나 다른 이상파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
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상 뇌파를 변화 시키는 치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서파는 차단
하고 활동적인 뇌파가 많이 생기도록 훈련을 받는데 일단 자신의 뇌파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면 아이들의 본질적인 지능이 나타나며 학습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의력이 산
만한 아동에서는 뇌파 훈련 후에 인지능력 향상 효과뿐 아니라 행동차체도 차분해지며 자신의
감정도 조절 할 수 있게 되어 공격적이나 충동적인 행동도 많이 줄어들게 되며 친구들과도 차츰
잘 어울리게 됩니다.
뉴로피드백 치료는 약물치료에 비하여 특별히 알려진 부작용이 없
고, 어린 나이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뇌파에 연결된 컴퓨터
를 이용하여 주당 2~3회를 실시하여 전부 20~40 회의 꾸준한 훈
련을 하게 됩니다.
훈련을 종료한 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판정되면 그 효과는 보통
오래 지속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400개 기관
에서 30000명 이상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http://www.funfun-br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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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뉴로피드백 훈련의 장점


비약물적 훈련
뉴로피드백 훈련은 위험한 부작용이 없고 약물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여러 증상의 조절에
효과적이어서 ‘서양의 선’ (western meditation) 등으로 지칭되기도 합니다.
특히 약물의 부작용이 심하거나 장기적인 약물치료에도 효과가 없을 때 약물을 대신하거나
약물과 함께 보조적으로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치료법입니다.
한 예로, 불면증에 대한 비약물학적 치료법이 약물학적 치료법에 비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치료 초반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장기적인 치료효과 면에서 본다면 오히
려 경제적이라고 임상의 들은 말합니다. 약물요법이 효과는 빨리 나타내지만 치료효과를 지
속하는데 있어서는 비약물요법이 더 이점을 가집니다. 실제 불면증환자 들이 약물요법보다
는 비 약물요법을 선호한다는 연구결과는 치료자가 비 약물요법에 숙련되면 좀 더 많은 환
자를 치료에 끌어들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인조정능력 향상효과
무엇보다도 뉴로피드백 훈련의 주요 매력은 증상을 이길 수 있는 개인조정능력(personal
control over the symptoms) 확보 및 이로 인한 상승된 자신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뉴로피드백 훈련은 고기를 건네주는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처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뉴로피드백 훈련 시 장치에 의존하는 정도는 트레이닝이 진행되면서 점차로 감소됩니다. 즉
초기에는 전적으로 감지장치에 의존하지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면 감지장
치의 의존도를 낮추게 됩니다. 충분한 훈련을 하면 뉴로피드백 장치의 도움이 없이도 자신
의 신체상태를 정확히 자각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성공적인 집중력강화 뉴로피드백 훈련의 경우, 집중한 상태에 대한 느낌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집중이 필요할 때에 뉴로피드백 장치 없이도 원하는 목표 수준까지 빠르게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공적 두뇌이완 뉴로피드백 훈련의 경우, 자신의 두뇌가 편안하게 이완되는 느
낌을 가지게 되고 나아가서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의 신체상태가 변동되었을 때에 뉴로피드
백 장치 없이도 건강유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http://www.funfun-br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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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뉴로피드백 훈련시 주의할 점
뉴로피드백 기능을 지원하는 장비는 전 세계적으로 수십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의 공통적인 핵심 기능은 뇌파에서 활용되는 정보들을 추출하여 실시간 모니
터 화면에 그 결과를 나타내어 피험자가 자신의 뇌파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이때 모니터화면을 통해 피험자에게 자신의 뇌파관련 수치를 피드백하는 방법은 크
게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량적 숫자로 피드백

2.

선 또는 막대그래프와 같은 형식의 피드백

3.

눈금 계기판, 신호등, 컵의 눈금수위, 충전상태 표시판과 같은 피드백

4.

목표했던 동작이 일어나도록 하는 동적인 게임방식의 피드백

가장 보편적인 뉴로피드백 훈련은 1 또는 2번 형식으로 진행되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
할 경우 재미요소가 가미된 3 또는 4번 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기 모든 방식은 피험자가 자신이 강화해야 하는 뇌파관련 수치를 단순히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일 뿐입니다. 즉 어떤 뉴로피드백 장비에서도 해당 수치를 높이기 위해
피험자가 어떤 구체적인 행동과 노력을 해야 하는 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역할은 치료자와 피험자의 몫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치료
자의 역할은 피험자에게 이완 또는 각성노력을 하라든지, 집중노력을 조금 더 하라든지 등
과 같이 피험자 스스로의 부단한 노력과 시행착오적인 연습에 크게 좌우되므로 피험자는 자
신의 치료에 대해서 능동적인 참여자로서의 역할이 요구 됩니다.
뉴로피드백 훈련의 성공여부는 피험자 자신이 그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로피드백 훈련을 처음 접하는 치료자나 피험자들에겐 쉽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치료개념은 피험자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치료자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
해 주는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훈련을 위해선, 치료자는 본격적인 뇌파훈련을 시행하기 전에 피험자들이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줘야 합니다

http://www.funfun-br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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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 훈련을 위한 피드백-뇌파변수들 소개
z 이완 유도를 위한 뇌파 변수
60 년대 Joe Kamiya 는 피검자에게 뇌파정보를 피드백 함으로써 피검자의 뇌파활동이 변할
수 있음을 발견 하였습니다. 그는 뇌파에서 알파리듬에 대한 피드백 훈련이 피검자의
안정된 상태(relaxed state)를 더욱 강화시킴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베타리듬은

약화시키면서

동시에

알파리듬을

강화하는,

즉(알파/베타)-비율을

증가시키는 복합적인 EEG 훈련으로 정신이완을 더욱 효율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뇌파의 정량적 분석이 발달하면서 MEF 변수(뇌파의 중간 주파수)등을 이용하여 이완훈련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완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EEG 훈련은 정신적 스트레스, 과도한 긴장에 관련된 각종
질환들에 효과적입니다.

z 각성 저하와 관련된 질환치료를 위한 뇌파 변수
비슷한 시기에 UCLA 의과대학의 M. Barry Sterman은 고양이를 대상으로 수면연구를 진행하
던 중에, 고양이가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특정 주파수를 갖는 뇌파리듬을 발견하였
습니다. 이후 여러 실험을 통해 사람의 경우엔 이 리듬이 12~15Hz의 느린베타(Slow Beta
Wave)에 해당하는 주파수영역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 리듬은 대뇌피질

중 감각피질과 운동피질영역이 아무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주로 나타나므로
Sensorymotor Rhythm(SMR) 또는 Idling Rhythm of Sensorymotor cortex으로 명명되기도 합
니다.
그는 이후 NASA와 추진한 연구에서 이러한 느린베타를 강화시키는 뉴로피드백 훈련이 신경
세포의 과잉방전을 야기하는 문턱치 값(Seizure Threshold)을 높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당
시 우주비행사들이 저량의 독성 로켓연료에 노출될 경우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고량에 노출
될 경우 간질이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가 시행한 느린 베타파 훈련은 간
질이 유도되지 않도록 신경학적 조건을 우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실험은 간질빈도, 간
질강도, 간질기간이 EEG의 느린 베타리듬 훈련에 의해 감소 되어질 수 있다는 많은 연구보
고들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Sterman의 동료 중의 하나였던 Joel Lubar는 간질에 있어서 과잉행동(Hyperactivity)의 치료
를 위한 느린 베타리듬 강화 뉴로피드백 분야를 연구하였습니다.

여러 해의 연구를 걸쳐

그는 일반적인 ADHD 장애 뿐만 아니라, 과잉행동을 보이지 않는 주의력결핍장애(attention
deficit disorder in the absence of

hyperactivity), 심지어 학습장애(learning disabilitiy)인 경

우에도 향상효과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계기로 뉴로피드백은 한정된 간질연
구에서 벗어나 ADHD등의 더 폭넓은 임상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하게 되었
습니다. 최근 ADHD 환자의 경우 정상군에 비해 베타파(12~19)가 적고 쎄타파(4-8)가 증가
http://www.funfun-br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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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는 연구보고에 따라 쎄타파는 약화시키고 동시에 베타파를 강화시키는 (베타파/쎄
타파) 비율을 이용한 업그레이드된 뉴로피드백 훈련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는

1971

년

Satterfield

모델에

따르면

각성저하

상태(underarousal)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순적으로 여겨지겠지만, 최소한 자극제 또는
항우울 처치(anti-depressant medication)가 이 상태를 개선시킨다는 사실과는 일치합니다.
요즘은 각성저하라는 용어보다는 ‘각성의 조절불능(disregulation of arousal)’ 상태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어쨌든 ADHD 에 대한 EEG 훈련의 효과는, 우울증 등과 같이 항 우울 처치가 필요한 다른
임상질환들에서도 마찬가지로 향상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간질이 종종 머리손상에 의해
유발되기 때문에, 간질분야 이외의 머리손상에 관련된 다른 증후들에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되었습니다. 즉 Cognitive deficits, chronic pain, visual disturbances,
extreme

fatigue,

mood

swings,

irritability,

inability

to

plan

one’s

activities,

sleep

disturbances 와 같은 다양한 증상 개선효과도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z 수면장애 치료에 위한 뇌파 변수
이후 EEG 훈련이 수면장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보고되면서, 수면관련 임상에서도
EEG 훈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Insomnia, sleep onset problems, frequent waking, bedwetting, night terrors, 심지어
sleep apnea 치료에도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연구보고에 의하면 다양한 수면관련 질환

시엔 뇌파리듬 중 12-19 Hz 에 해당하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는 베타영역을 강화시키는
뉴로피드백 훈련이 증상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z 약물중독 치료를 위한 변수
1990 년경, Eugene Peniston 은 알파와 쎄타리듬을 함께 강화하는, 즉 4~13 Hz 대역의
뇌파리듬을 강화하는 뉴로피드백 훈련이 알코올중독과 같은 약물중독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이라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z 과잉각성과 관련된 질환치료를 위한 뇌파 변수
Anxiety, hypervigilance, hightened stress susceptibility와 같은 과잉각성(overarousal)상태를
완화하려면 8~15Hz에 해당하는 알파파와 느린베타 영역을 동시에 강화하는 훈련이 효과적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뇌파훈련은 기본적인 각성시스템의 부족한 자기조정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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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집중능력 향상을 위한 뇌파 변수
최근의 EEG 훈련은 특정 질환치료 목적 이외에도 정상인의 집중력 강화를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의식을 한 곳에 집중할 때 높아지는 뇌파 동기화 도를
정량화한 변수인 각종 correlation 변수, phase synchrony 수치를 강화하는 훈련을 통해
몰입강도와 높은 몰입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능력을 증가시킴으로써 개인의 performance 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z 고도의 인지기능 활성화를 위한 뇌파 변수
1990년대 이후 뇌파의 영역 중 특히 감마리듬이 고도의 인지기능(high cognitive function)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사람이 고도의 정보처리를 필요로 하는
인지활동을 할 때 뇌파의 감마리듬이 증가하는 현상이 보고되면서 감마파워는 정보처리시의
뇌의 활성화도를 정량화하는 변수로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작업시
감마리듬을 강화하는 바이오피드백 훈련은 뇌기능 활성화 목적으로 활용되며 또한 좌/우뇌
를 균형있게 발달시키는 목적으로도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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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45

NEU
UROMEDI In
nc. Products - Brain Train
ning System

Brain Trainiing Systtem Pro
otocol
z BTS – 2000 설치
치 및 제거
거
 BTS – 2000 System
m Install

장비에 U
USB 케이블을
을 연결 하여
전원을 공
공급 합니다.

S
Step1

(USB

에
에서

전원이
이

공급되며

파란색 불
불이 들어옵니
니다.)
장비에

연결된

사용자

컴퓨터의

USB
B

케이블과
과

USB
U

단자와
와

연결합니다.

S
Step2

장비에 H
Head Band Sensor 를
연결합니다.

사용자 컴
컴퓨터 CD-Rom 에 장비

S
Step3

구동

전
전용

프로그
그램을

넣고
고

설치하신 후 인증키를
를 컴퓨터의
USB 단자와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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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훈련자의

머리에

Head

Band

Step5

Head Band Sensor 를 착용한 후

Sensor 를 착용합니다.

훈련을 진행 합니다.

 FunFun – Brain ver.1.0 Install
1.

프로그램 설치용 CD 를 CD – Rom 에 삽입하면 자동으로 설치가 시작되면서 화면에 아래와
같은 그림이 나타납니다.

http://www.funfun-br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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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컴퓨터에 설치를 원하면 다음 > 버튼을 눌러줍니다.

3.

FunFun – Brain ver. 1.0 의 사용권 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본 후 동의한다면 “위 사항에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하신 후 설치 버튼을
눌러줍니다.

4.

소프트웨어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치려면 “마침” 버튼을 눌러 주세요.

5.

바탕화면에

http://www.funfun-brain.com

아이콘을 눌러 훈련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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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제거

.
프로그램을 삭제 하시고자 할 때에는 시작 -> FunFunBrain -> Uninstall 을 눌러 주시면 관련
프로그램이 삭제 됩니다.

z BTS – 2000 훈련 방법
 프로그램 실행하기
바탕화면에 BFA 훈련 아이콘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http://www.funfun-brain.com

1.

Member : 훈련 실행

2.

Program Info : 프로그램 버전 확인

3.

Exit : 프로그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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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훈련
련 등록하기
기

1.

초
초기화면에서
Member클
클릭 하시
면 왼쪽과 같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
다

2.

Jo
oin 을 클릭 훈련자 등록
록 화면이
나
나타납니다.

3.

훈
훈련자
이름과 생년월일
일 등 빈
공
공간을
채운 후 Registrration 을
클
클릭합니다

4.

케
케릭터
이미지를 바꾸고
고 싶다면
케
케릭터를
클릭
릭하여 바꿔줍
줍니다.

 집중력 훈련
훈
진행하
하기
1.

훈
훈련자
등록이
이 완료되면
면 왼쪽과
같 화면이 나타납니다.
같은

2.

훈
훈련자에게
훈
훈련에 대한
한 설명을
합
합니다.

3.

헤 밴드를 착용합니다.
헤드

4.

모
모든
훈련 준
준비가 완료 되었으면
되
원
원하는
conte
ent와 Time 세팅을
한
한후
Done버튼을 클릭하
하여 진행
합
합니다.

http://w
www.funfun-b
br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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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뇌 훈련 진행하기
1.

훈련자 등록이 완료되면 왼쪽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2.

훈련자에게 훈련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3.

헤드 밴드를 착용합니다.

4.

모든 훈련 준비가 완료 되었으면
원하는 content와 Time 세팅 을
한후 Done버튼을 클릭하여 진행
합니다.

http://www.funfun-br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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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뇌 훈련 진행하기
1.

훈련자 등록이 완료되면 왼쪽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2.

훈련자 에게 훈련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3.

헤드 밴드를 착용합니다.

4.

모든 훈련 준비가 완료 되었으면
원하는 content와 Time 세팅을
한 후 Done버튼을 클릭하여 진
행합니다.

http://www.funfun-br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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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뇌이완 훈련 진행하기
1.

훈련자 등록이 완료되면 왼쪽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2.

훈련자에게 훈련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3.

헤드 밴드를 착용합니다.

4.

모든 훈련 준비가 완료 되었으면
원하는 content와 Time 세팅을
한후 Done버튼을 클릭하여 진행
합니다.

http://www.funfun-br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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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결과 및 훈련추
추이 확인하
하기
1.

초기 화면에
에서 Membe
er 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같 화면이 나타납니다.

2.

이름 또는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Search
S
를 클릭합니다.
클
동 또는 2010.01.01)
(예 : 홍길동

3.

이디를 선택하
하신 후 하단
단에 History 를 클릭합니다.
검색된 아이

①

4.

확
확인하고자
하
하는 날짜의 훈련결과
를 더블 클릭
릭하시거나 BFA
B
Result
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결과
지 나타납니
지가
니다.

5.

결과 지를 확인하신 후 훈련결과 화면의
화
Print 버튼을 클릭
릭하시면 결과
과지가 출력됩
됩니다.

6.

훈련결과 추이를
추
보고자
자 하시면 BFA Result History 를 클릭
릭하시면 됩니
니다.

7.

Comment 부분에 훈련
련 태도가 어땠
땠는지 결과 변화가 어떻
떻게 변하였는
는지 기록합니
니다.

8.

를 확인하신 후 결과 추이
이의 Print 버튼
튼을 클릭하시
시면 결과추이
이 결과지가 출력됩니다
다
결과추이를

http://w
www.funfun-b
br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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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훈련
결과 화면

훈련
련 결과 추이
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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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검색
검
및 정보
보수정 하기
1.

초기화면에서
서 Member을
을 클릭하시
면 왼쪽과 같
같은 검색 화면이
화
나타
납니다.

2.

이름 또는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클릭합니다.
Search를 클
(예 : 홍길동
동 또는 2001
10.01.01)

3.

훈련이자 정보를
정
수정하
하고자 할 때는
때
훈련 자를
자
검색한 후 Info 버튼
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와
같은 화면이
이 나타나게 됩니다.

4.

Info 정보를
를 수정한 후 Apply 를 클릭하시면
클
수정이
수
완료됩
됩니다.

5.

훈련이자 정보
정 삭제를 원하시는 경우
경 Delete 버튼을
버
클릭하
하면 삭제가 됩니다.

http://w
www.funfu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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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뉴로피드백 기능별 활용 방법
z 뉴로피드백 활용 개요
기본적으로 집중력 강화, 두뇌이완, 좌.우뇌 활성 뉴로피드백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들은 환자뿐 아니라 정상인들에게도 폭넓은 활용이 가능하며 사용방법이 간단하여
비교적 쉽게 훈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훈련 시 훈련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피험자에게 보조적인 요소로 제시할 수 있는
기능성 시청각 동적 자극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z 집중력 강화 뉴로피드백
SMR 과 M-Beta 를 강화시키고 Theta 를 약화시키는 뉴로피드백 훈련으로 ‘세타파워에 대한
SMR 과 M-Beta 파워의 비율’인 집중력 지표를 강화시키는 훈련입니다.
집중력 강화 뉴로피드백 훈련은 의식을 한 곳에 맞추어 깊이 몰입할 수 있는 능력에
해당하는

집중력(Concentration)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시행하며

아래

그림과

같이

게임이나 그림, 소리자극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http://www.funfun-br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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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집중력 강화 뉴로피드백 훈련은 작업시 깊은 몰입이 힘들고 조금 시간이
경과해도 쉽게 생각이 산만해지시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특히 학습능력 검사결과 집중력
수치가 표준범위보다 낮게 나온 피검자에게 추천하시면 좋습니다.
처음 반복 시행되는 훈련 기간 동안 피험자는 자신이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집중도가
높아지는 지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시행착오적으로 시도 해야 합니다.
피험자가 뉴로피드백 훈련을 시행하는 초기에는 집중지표가 자기

뜻대로 잘 올라가지 않아

짜증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치료자는 피험자가 좀 더 침착하게 자신을
추스리고 자신의 내면상태의 느낌을 좀 더 잘 관찰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집중지표를 단순히 높이는 노력 이외에도 막대가 높은 상태에서 비교적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험자가 자신의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 고도의 집중상태로 진입했다가 다시 빠져 나옴을
자유롭게 반복할 수 있을 때, 즉 집중지표의 유지기간이 자신의 의지대로 조정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집중력 강화 뉴로피드백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주위 할 점은 무작정 훈련횟수만 늘린다고 해서 누구라도 저절로 성공적인 집중상태에 대한
조정능력을 갖게 되진 않습니다.
앞서 ‘뉴로피드백 훈련시 주의할점’ 부분에 강조된 바와 같이 성공의 열쇠는 옆에 있는
누구라도 대신할 수 없는 본인의 의지와 노력입니다. 따라서 훈련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엔 피험자가 지치지 않고 더욱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십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진 뇌파훈련에 의해 피험자는 뉴로피드백 장치가 없이도
자신의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 높은 집중상태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개인조정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높은 집중상태를 요하는 공부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때, 피험자는
뉴로피드백 기기 없이도 자신의 의식적인 노력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높은 집중상태에
진입할 수 있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http://www.funfun-br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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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z 오퍼레이터를 위한 집중력 뉴로피드백 가이드 라인
1.

처음 접하는 고객에게 집중력이 높아지는 상태에 대한 느낌을 자연스럽게 이해 시키면서,
각 단계별 무 자극모드 뉴로피드백 훈련에 진입하도록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2.

피검자에게 헤드밴드를 착용시킨 후 모니터 화면에 집중도 지표가 나타나게 합니다.

3.

고객이 긴장을 풀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한 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4.

“눈을 감고, 현재 자신이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진 순간을 상상하면서 그 상황에 몰입하여 상상을 즐기십시오.”
5.

약 1~2분 동안 고객이 상상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생각에 자연스럽게 몰입할 시간적 여유를
줍니다. 고객이 몰입하게 되면 모니터 화면상의 집중력 수치가 점차 올라가게 됩니다.

6.

집중력 수치가 어느 수준 올라가면, 고객에게 모니터 화면을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
해 줍니다.

7.

“이제 눈을 뜨십시오. 방금 전 당신이 진정으로 몰입할 때, 집중력 수치가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8.

고객에게 자신의 몰입 정도가

모니터 화면상의 집중도 그래프를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함

을 인식시킨 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9.

“이젠 자신이 지금 생각하고 싶은 주제들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 생각에 몰입해 보십시오.
몰입을 할 때, 모니터 화면상에서 자신의 집중력 수치가 올라가는지를 관찰하고, 그 순간에
대한 느낌들을 기억해 두십시오. 약 10 여분 동안 이 과정을 반복 시행하십시오.”

10. 고객이 시행 착오적으로 몇 번 시도하면서 스스로 감을 익힐 때까지 일주일에 2~3회 정도
일정기간 간격으로 꾸준히 시행합니다.
11. 어느 시점에 고객이 방법을 터득하여, 정신 이완된 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감이 생기게 되면,
단계별 목표수준을 설정하면서 본격적인 뉴로피드백 훈련을 시작합니다. 목표수준을 만들어
서 서서히 높여갑니다.
12. 어느 시점에 고객이 방법을 터득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롭게 도달하게 되면, 장기간에
걸친 집중력-바이오피드백 훈련이 성공적으로 완료됩니다. 이제 고객은 스스로의 정신적인
힘으로 높은 집중상태에 빠르고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http://www.funfun-br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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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두뇌이완 뉴로피드백
Alpha 와 같은 저주파 안정성분을 강화시키고 High-Beta 와 같은 고주파 긴장성분을
약화시키는 뉴로피드백 훈련으로 다음 수식과 같은 ‘High- Beta 파워에 대한 Alpha 파워의
비율’인 안정뇌파지표를 강화시키는 훈련입니다.
두뇌이완 뉴로피드백 훈련은 정서안정, 정신이완, 두뇌휴식을 하며 다음 그림과 같이 좌우뇌에서 측정한 뇌파에서 베타에 대한 알파리듬 비율의 변화를 막대그래프 형식으로
실시간 보여줍니다. 두뇌가 점차 이완된 상태가 되면 베타파가 줄어들고 알파파가 증가 하게
되므로 알파/베타-비율을 나타내는 막대그래프도 점차 위로 높아지게 됩니다.

피험자는 자신의 이완 노력에 대한 객관적인 결과를 실시간 막대그래프 형식으로 보상받으
면서 막대그래프가 더욱 높은 상태에서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스스로 더욱 정확한 이완노
력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훈련은 과도한 긴장, 초조, 불안, 정신적 과부하와 관련된
증상완화, 정서안정에 효과적이므로 환자뿐 아니라 머리가 복잡한 현대인에게도 유용합니다.
특히 학습능력 검사결과 작업 부하도가 표준범위보다 높게 나온 피검자에게 추천하시면 좋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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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가 자신의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 깊은 이완상태로 진입했다가 다시 빠져 나옴을 자유
롭게 반복할 수 있을 때, 즉 이완막대의 높이와 유지기간이 자신의 의지대로 조정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두뇌이완 뉴로피드백 훈련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무작정
훈련횟수만 늘린다고 해서 누구라도 저절로 성공적인 이완상태 에 대한 조정능력을 갖게 되
진 않습니다.
앞서 ‘뇌파-뉴로피드백 훈련 시 주의할 점’ 부분에 강조된 바와 같이 성공의 열쇠는 옆에 있
는 누구라도 대신할 수 없는 본인의 의지와 노력입니다. 따라서 훈련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
되지 않을 경우엔 피험자가 지치지 않고 더욱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분위
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뇌이완 뉴로피드백은 다른 뉴로피드백 훈련에 비해 비교적 쉽게 뇌파훈련에 대한 감을 잡
을 수 있어 처음 뉴로피드백을 접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몇 회 정도 시행하시는 것도 좋습니
다. 또한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상태에 대한 자각과 노력이 중요한 요소인 뉴로피드백 훈련
에 적합한, 차분한 정서상태를 유도해 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다른 뉴로피드백 훈련에 앞서
시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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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z 오퍼레이터를 위한 두뇌 이완-뉴로피드백 가이드라인
1.

처음 접하는 고객에게 정신이완에 대한 느낌을 자연스럽게 이해 시키면서 뉴로피드백 훈련
에 진입하도록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2.

피검자에게 헤드밴드를 착용시킨 후 모니터 화면에 알파/베타 그래프가 나타나게 합니다.

3.

고객이 긴장을 풀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한 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4.

“눈을 감고,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멈추어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 들이 조용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복잡한 생각들이 떠오르면 그 생각에 몰두하거나 집착하지 말
고, 그냥 무심히

5.

흘려 보내십시오. 아무 생각 없는 멍한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약 1~2분 동안 고객이 무심한 상태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줍니다. 고객이 복잡
한 생각들에 집착하지 않고 멍해지면 모니터 화면상의 ‘알파/베타’ 수치가 점차 올라가게 됩
니다.

6.

‘알파/베타’ 수치가 어느 수준 올라가면, 고객에게 모니터 화면을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7.

“이제 눈을 뜨십시오. 방금 전 당신의 뇌가 휴식을 취할 때, 알파/베타 수치가 이렇게

증가

하게 됩니다.”
8.

고객에게 자신의 정신이완 수준이 모니터 화면상의 알파/베타 그래프를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함을 인식시킨 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9.

“이젠 모니터 화면상에서 자신의 알파/베타 수치를 직접 확인하면서 더욱 무심해지는 훈련
을 약 10여분 동안 시행합니다.”

10. 고객이 시행 착오적으로 몇 번 시도하면서 스스로 감을 익힐 때까지 일주일에 2~3회 정도
일정기간 간격으로 꾸준히 시행합니다.
11. 어느 시점에 고객이 방법을 터득하여, 정신 이완된 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감이 생기게 되면,
단계별 목표수준을 설정하면서 본격적인 뉴로피드백 훈련을 시작합니다. 목표수준을 만들어
서 서서히 높여갑니다.
12. 높은 목표수준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롭게 도달하게 되면, 장기간에 걸친 정신이완-뉴로
피드백 훈련이 성공적으로 완료됩니다. 이제 고객은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한 정신이완 상태
에 빠르고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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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좌-우뇌 균형 뉴로피드백
다양한 뇌활동을 통해 좌-우뇌 활성리듬의 균형을 맞추는 뉴로피드백 훈련으로 ‘좌-우뇌
활성균형지표’를 표준 범위 내로 맞추어 주는 훈련입니다. 좌-우 뇌 활성도의 비대칭지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좌-우 뇌 활성도 는 감마리듬 파워에 의해 결정되며, 비대칭지표의 정의는
두

값의

차이를

두

값의

평균으로

나누는

것이므로,

좌-우뇌

활성균형지표는

좌-

우뇌활성도의 차이를 좌-우뇌활성도의 평균으로 나눈 값 입니다. 이때 두 값의 차이계산시
좌뇌에서 우뇌를 빼는 방식이므로 이 값이 클수록 좌뇌가 상대적으로 더 활성화 되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좌뇌 활성 : 언어적, 분석적, 상징적, 추상적, 시간적, 합리적, 수리적, 논리적, 순차적 정



보 처리시
우뇌 활성 : 종합적, 공간적, 비언어적, 구체적, 유사적, 비시간적, 비합리적, 직관적, 총체



적 정보 처리시

일반적으로 알려진 구체적인 작업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좌뇌 활성화를 유도하는 작업


책읽고 줄거리 요약하여 말하거나 쓰기



순차적인 작업순서도 만들기



계산/셈하기



퍼즐 맞추기



오른쪽 몸(손/발)으로 세밀한 동작 반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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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뇌 활성화를 유도하는 작업


사실화 그리기/관찰하여 그리기



같은 카드 찾아내기



숨은 그림 찾기/미로게임



클래식 음악듣기(음악이나 미술감상)



왼쪽 몸(손/발)으로 세밀한 동작 반복하기(글자쓰기, 그림 그리기 등...)

따라서 좌,우뇌의 활성을 함께 요하는 복합과제를 해결할 때에 비정상적으로 좌뇌만 주로
활성화되거나 우뇌만 주로 활성화되었다면, 평상시 잘 활용하지 않는 반대편 뇌의 활성을
유도하여 계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학습능력 검사결과 좌뇌 활성도 또는 우뇌 활성도가
표준범위보다 낮게 나온 피검자에게 추천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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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성

BTS – 2000 (H/W)

BTS – 2000 (S/W)

USB

인증키

뇌파 전극 밴드 케이블

제품 사용자 설명서

http://www.funfun-brain.com

2 채널 전산화 유선 뇌파
측정시스템

뇌기능훈련 소프트웨어

컴퓨터와 장비와의 통신
케이블

소프트웨어 복제 방지 키

뇌파 신호를 얻기 위한
케이블

제품 사용자 설명서

38 / 45

NEUROMEDI Inc. Products - Brain Training System

제품 규격
구분

항목

내용

채널 수

2 채널

입력 방식

Uni – Polar

입력 신호 범위

400µVp

통과 대역

1.4Hz ~ 42Hz (-3dB Response)

내부 노이즈 레벨

최대 4 ㎶ rms

센서 형태

머리 장착 밴드 형

센서 부착 방식

밸크로 테이프 부착방식

전극 재질

전 도성 섬유, 금 코팅된 금속

AD 변환

10Bits

샘플링 주파수

256Hz

통신 프로토콜

통신 방식

USB

시스템 출력

디지털 출력

USB – Port

EEG 증폭기

EEG 센서

AD 변환기

장치 본체

기계적 특성

전기적 특성

동작환경

밴드 센서

치수

150mm х 200mm х 60mm

무게

460g

치수

28mm(폭,전극부) х 4mm(두께) х 640mm(길이)

무게

90g

도선길이

1.5m

인가 전압

5VDC (USB 공급전원)

소비 전류

250mA 이하

온도 / 습도

20 ~ 40℃ / 50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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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z

장비 전원(본체정면에 동그란 부위)이 들어오지 않아요.

9

본체와

컴퓨터

간

USB

통신을

통해

장비가

연결됩니다.

컴퓨터

본체

및

장비에

USB 연결선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z

프로그램 실행 시 ‘인증키가 없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9

USB Lock Key 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z

프로그램 실행 시 “뉴로니클 장치가 연결되어 있어야 LX_EEG_ANALYSIS 모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9

컴퓨터와 장비가 연결이 안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USB 연결선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z

프로그램이 갑자기 멈춰요.

9

컴퓨터와

장비와의

연결이

끊어지거나,

헤드

밴드의

연결이

끊어지면

프로그램이

정지됩니다. 장비 및 헤드 밴드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z

Sensor State 에 빨간색 불이 들어와요.

9

헤드 밴드가 제대로 연결되어있지 않았을 때 빨간색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헤드 밴드상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z

System State 에 빨간색 불이 들어와요.

9

장비연결이 제대로 안되어있을 때 빨간색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USB 연결 상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z

장비와 헤드밴드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이 정상 작동 안 되요

9

장비와 헤드밴드가 제대로 연결이 잘되어 있다 하여도 컴퓨터의 장치 관리자에서 장비를
인식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장비를 다시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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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z 전원을 공급하기 전에
기기의 입력 전원 정격에 알맞게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z 일반적 주의 사항
①

폭발의 위험이 있는 주의 여건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가연성 가스나 유사 물질이 있는
곳에서는 보관 및 사용을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전원이 인가된 후에는 기기 내부와 접촉하지 마십시오. 사용자는 기기의 외장을 분리하지 않
아야 하며 부품의 교환 및 내부적인 조정은 자격 있는 서비스 요원이 수행해야 합니다.

③

전원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품을 교환하지 마십시오. 상황에 따라서는 전원 선을
분리한 경우에도 위험한 수준의 전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품을
만지기 전에 항상 전원을 분리한 후 방전 시키고 외부 전원을 제거하십시오.

④

단독으로 수리하거나 조정하지 마십시오. 응급 처치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요원이 없는 경우
에는 내부적인 수리, 또는 조정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⑤

다른 부품으로 교환하거나 기기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아니한 기기의 변경이나 부품의 교환은 하지 마십시오. 안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
여 서비스 및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기를 ㈜ 뉴로메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⑥

젖은 손으로 전원 선을 취급하려 하지 마십시오.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⑦

손상이나 결함이 발생한 기기는 무의식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z 사용상의 주의 사항
①

사용 전에 이 문서를 통해 올바른 결선을 확인하십시오

②

전극이나 기기를 분해하지 마십시오. 서비스와 수리는 전문 요원만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③

각종 도선들은 저마다 연결 방식이 있습니다. 각각의 연결 방식에 따른 결선을 주의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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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④

사용하도록 구비된 Head Band Sensor 이외의 것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측정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⑤

Head Band Sensor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오염된 Head Band Sensor는 사용하지
마시고 새로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들 품목은 별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⑥

전극의 피부 접촉으로 알레르기 반응으로 보이는 피검자는 사용을 피하십시오.

⑦

외부진동에 의해 본 기기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기기를 평평하고 고정된 곳에서 사용하세요.

⑧

측정 중 피험자의 몸 움직임이 없어야 합니다.몸 움직임으로 인하여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
습니다

⑨

정상적인 측정결과를 위해 측정 전에 심신의 안정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심장박동에 영향
을 주는 음료, 시각적 자극, 청각적 자극, 흥분된 심리상태, 운동 등은 측정결과값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⑩

계측 신호가 비정상으로 나타날 경우, 전극이 올바로 부착되어 있고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
지 확인하십시오. 특히, 인체에 부착되는 기능적 접지 전극의 올바른 부착은 정확한 신호 획
득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잡음이 신호에 심하게 출현하면 전극 부착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치 장소의 적합성을 다시 한번 더 고려하십시오.

⑪

사용 중에 기기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기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전원 플러그를 뽑아
두십시오. 그리고 훈련자에게 부착된 전극을 모두 제거한 후 제품을 구입한 대리점이나
본사에 문의 바랍니다.

z 사용 후 보관 및 관리 방법
①

습기가 많은 곳이나 직사광선을 오래 받는 곳에는 보관하지 마십시오.

②

운반 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③

본 장비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지 마세요.

④

본 장비 위에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을 올려두지 마십시오.

⑤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전원을 꺼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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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시스템 권장사항


운영체제 : MS Windows XP



CPU : Intel® Core™2 Duo CPU



RAM : 2GB



HDD : 100GB 이상



전체 화면모드 : 1280 х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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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보증서
z 기기 이상이나 고장 발견 시
기기의 이상이 발견되거나 고장이 난 경우 장비를 임의로 뜯거나 분리하지 마시고 바로
본사로 연락해 주십시오. 임의로 장비를 뜯거나 분리한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 내에라도
기술 서비스료와 부품비를 실비로 받습니다.
서비스는 반드시 지정된 전문 기술자에 의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z A/S 발생시 고객 센터 연락처
9

전화 : 042 – 342 – 8617

9

팩스 : 042 – 349 – 8617

9

홈페이지 : http://www.funfun-brain.com

z 제품 보증 기간
9

구입 후 1 년

z 무상 서비스
구입 후 1 년(제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이 고장 날 경우에만 무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품

명

구

입

일

고

객 성 명

일

련 번 호

판

매

년

월

일

점

9

본 제품에 대한 제품품질보증은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9

무상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산정되므로 구입일자를 꼭 기재 받으셔야 합니다.

9

세부 보증 내용은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표를 참고하십시오.

9

정품 제품이 아닌 제품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사상품에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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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소비자 피해 유형
구입 후 10 일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구입 후 1 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교환된 제품이 1 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교환 불가능 시
하자 발생시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성능 또는
기능상의 고장 발생시

보증기간 이내

보증기간 이후

A/S 처리

A/S 처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제품 교환

해당사항 없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가 환급
무상 수리

동일 하자에 대하여 수리했으나
수리

고장이 재발 (3 회째)

유상수리 또는

가능시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4 회

유상제품 교환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
(5 회째)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정액 감가 상각한
금액에 10%를

수리

부품보유기간 이내 수리용 부품을

가산하여 환급

불가능 시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최고한도:구입가격)

불가능한 경우

1)

수리용 부품이 있으나 수리

제품교환 또는 정액

불가능 시

감가상각 후 환급

소비자 과실로 인하여 고장이 난 경우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 (낙하, 충격, 파손, 무리한 동작
등) 또는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고장 및 제품손상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장 및 제품손상



당사의 A/S 기사가 아닌 소비자 또는 제 3 자의 수리
및 개조로 인한 고장 및 제품손상



당사의 지정 부품 이외의 부품, 소모품, 옵션 품 등의

유상 수리

유상 수리

사용으로 인한 고장 및 제품손상
2)

그 밖의 경우


천재지변 (화재, 침수, 지진 등)에 의한 제품 손상



소모성 부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



외부 원인으로 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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