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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글러브와 키즈는 중추신경계 성인, 소아 환자들의 
팔과 손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손재활 기기입니다.

 Neofect
Smart Glove & Kids

Concept

Intensive
Repetitive

Task-oriented

Learning
 Schedule Algorithm
for rehabilitation

Individualized
Adaptive Training

+

실시간 바이오 피드백 장치
• 경량, 인체 공학적 디자인
• 탄성중합체 소재 적용
• 무선 연결

재활 훈련 게임
• 일상생활동작(ADL)관련 과제
• 재활 학습 알고리즘
• 집중적, 반복적, 과제지향적 훈련
  "Just right challenge"

데이터 분석
• 훈련 성과 모니터링
• 생체역학적 평가(예. PROM, AROM)

Neofect Smart Rehab Platform

효과적인 운동 학습과 지속적인 도전을 위한 재활학습 알고리즘

재활 학습 알고리즘(Learning Schedule Algorithm)은 다양한 기능적 과제에 대한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별 맞춤 과제와 
적절한 난이도를 제안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사용자의 훈련경과, 처방, 운동기능 등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훈련과 난이도를 설정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훈련 진행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Prior Information Performance Data
For Task and Difficulty

Bayesian Estimator
of Task and Difficulty

중추신경계질환 환자들의 가장 효과적인 재활은 목표 지향적이고 과제 
지향적인 훈련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 훈련은 뇌가소성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단순 반복 훈련은 적절한
도전 과제를 제시하지 못하여 환자들의 참여도를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뇌가소성 증진을 어렵게 합니다.
네오펙트는 ‘재활 학습 알고리즘(Learning Schedule Algorithm)’을 
이용하여 환자 능력에 따른 난이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개별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여 재활의 동기를 부여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훈련 결과와 레포트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활 훈련 관리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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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글러브
•  태블릿 PC 
•  실리콘 패드 추가분(좌/우 각 1개)
•  실리콘 밴드 추가분(좌/우 각 1개)
•  배터리 충전기
•  AAA 충전용 배터리
•  애플리케이션 사용 퀵가이드
•  사용설명서

ComponentsSmart Glove
Hardware

8

탄성중합체 소재
간편한 세척 및 소독 가능

인체 공학적 소재
다관절 움직임을 위한 디자인 / 간편한 착용

무선 연결
블루투스 적용

최첨단 센서 기술 적용
밴딩 센서 / 9축 IMU 센서

경량 13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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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키즈
•  태블릿 PC 
•  실리콘 밴드 추가분(좌/우 각 1개)
•  배터리 충전기
•  AAA 충전용 배터리
•  사용설명서

ComponentsSmart Kids
Hard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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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중합체 소재
간편한 세척 및 소독 가능

인체 공학적 소재
다관절 움직임을 위한 디자인 / 간편한 착용

무선 연결
블루투스 적용

최첨단 센서 기술 적용
밴딩 센서 / 9축 IMU 센서

경량 67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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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보드는 기능적 팔뻗기를 통해 어깨/팔꿈치 복합 관절의 조화로운 
움직임과 능동적 관절가동범위 향상을 통하여 일상생활동작의 수행 능력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 개발된 상지 재활 의료기기입니다.

 Neofect
Smart Board

기능적 팔뻗기(Functional arm reaching) 훈련의 중요성

뇌졸중 환자들은 상지의 기능이 손상/마비된 경우가 많습니다. 85% 이상의 뇌졸중 환자들이 발병 직후 상지 마비를 겪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활 자체의 리소스와 시간이 부족한데다 초기 재활이 대부분 일반적 움직임이나 균형, 걷기에 초첨이 맞춰져있어 상지 
재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지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강도의 재활 프로그램을 권장합니다. 스마트 보드는 개인의 운동 
기능에 도전적인 과제를 반복적이고 집중적으로 훈련함으로써 상지 기능을 재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스마트 보드는 환자의 팔 무게를 지지하여 중력이 제거된 팔뻗기 
운동을 향상시킵니다. 팔뻗기를 통해 어깨의 움직임뿐 아니라 
체간 조절이 함께 이루어지는데, 팔의 도달범위를 조정해가면서 
손을 목표에 정확하고 곧게 뻗는 연습을 통해 어깨 관절 운동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정상적 움직임 패턴으로 회복시킵니다.

스마트 보드는 중력 제거 환경에서 목표 지향적인 훈련으로 상지의 운동기능을 더 빨리 회복시킬 수 있게 돕습니다. 
로봇 재활과는 달리, 스마트 보드는 치료사가 환자의 운동 계획과 기능적 팔뻗기를 실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적절한 신호(cue)를 
줄 수 있습니다.

기능적 팔뻗기(Functional arm reaching) 
훈련의 최적화 설계

스마트 보드 운동 과정

시지각 
및 공간 인지

시지각 정보를 통해 신체와
물체의 위치 및 주변환경을

파악합니다.

운동계획

어떤 움직임이 필요한지 
예측하게 됩니다.

선행적 자세 조절

몸통의 자세를 조절하는 
자세조절근이 수축됩니다.

팔뻗기 운동 수행

팔과 손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수축해 물체를 향해 
손을 뻗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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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uitive Data
Anlaysis

환자의 훈련 결과를 표, 그래프,
궤적을 통해 경과 비교 분석

Augmented Visuo-
Motor Feedback

가상현실로 감각 운동성 훈련, 
고유 수용감각 훈련과 

집중 반복 기능 훈련이 가능

Task-Oriented
Training

ADL/놀이/레저활동 소재의
어깨 훈련으로 환자의 능동적

참여 유도 및 동기 부여

Advanced
Assessment Tool

세 가지 기능적 동작으로
환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

Real-Time Adaptive
Algorithm

자동난이도 알고리즘으로
맞춤형 재활 솔루션 제공

Feature

Platform & Contents

• 자유 탐색(Exploration)
  운동 명령과 시각적 피드백의
  관계형성 (Visuomotor mapping) 
• 목표 도달
  (Point to Point Reaching)
  운동 계획과 실행(Motor plannig)
• 궤적 그리기(Path Drawing)
  실시간 운동 수정
  (Feedback control)

• Scapular protraction-retraction
• Shoulder flexion-extension
• Shoulder horizontal 
   abduction-adduction
• Shoulder internal 
  rotation-external rotation
• Shoulder circumduction
• Elbow flexion-extension

• 능동 관절가동범위 증진(AROM)
  - 관절 가동범위 운동 
  - 보조 없이 운동 범위 내에서 
    상지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증진 
• 조절 능력 향상(Coordination)
  - 어깨/팔 동작을 매끄럽고 
    정확하게 유도
  - 민첩하게 자세를 바꾸어 
    타겟 지점에 도달

자유 탐색, 목표 도달, 궤적 그리기 
세 가지 동작으로 평가하여 환자의 상태와 
움직임을 Data 기반으로 분석합니다.

알고리즘으로 적절한 훈련 난이도의 
게임 훈련을 제공하여 도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매 훈련마다 훈련 목적에 맞는 핵심 
결과들과 향상된 정도를 함께 보여주어
경과를 비교 분석합니다.

Neofect Smart Rehab Protocol

Smart Board Rehab Process

평가 훈련 훈련 성과 및 보고서

기능적 동작 상지 움직임 치료

스마트 보드는 어깨 훈련에 대한 고도화된 평가와 이에 따른 체계적인 재활훈련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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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보드
•  손잡이(일자형&받침대형)
•  스트랩
•  스토퍼
•  안드로이드 PC Box
•  모니터
•  무선 마우스
•  사용설명서

ComponentsSmart Board
Hardware

어깨 관절 가동 범위에 
최적화 설계된 제품구조

위치 기반 센서 탑재

교체가 간편한 
볼조인트 방식의 
핸들 적용

무리한 가동으로부터 
관절을 보호하는 스토퍼 환자의 움직임 상태에 

맞게 편리한 핸들 적용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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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페그보드는 아날로그 페그보드로 수행하는 재활 훈련과는 달리 
시각적, 청각적 피드백과 함께 체계적으로 게임화된 훈련과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는 환자의 동기를 향상시켜 재미있게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Neofect
Smart Pegboard

Concept

Contents

Neofect Smart Pegboard

중추 신경계 환자들의 손 기능 회복은 환자의 독립적 일상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손 기능은 뻗기(Reach), 잡기(Grap), 집기
(Pinch), 옮기기(Carry), 놓기(Release), 손 안 조작(In hand manipulation) 등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페그보드는 이러한 손 기능 
훈련에 적합한 도구로써 감각 운동 훈련과 눈�손 협응 훈련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재활 치료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훈련은 
뇌가소성을 유도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입니다. 네오펙트 스마트 페그보드는 기능성 게임 요소와 시각적, 청각적 피드백으로 구성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환자들의 동기를 향상시켜 훈련을 반복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재미있게 재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주의력, 기억력, 문제 해결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지 요소를 훈련 프로그램에 적용하였습니다. 인지발달과정을 근거로 한 
운동 치료인 인지운동 치료는 손 기능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환자들은 인지 요소가 포함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집중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제 해결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지 위치 기억하기

인지 길 만들기

위치를 기억한 후 기억한
위치에 페그를 꽂습니다.

세 개의 켜진 불빛을 이어
하나의 길을 완성합니다.

인지 훈련 예시

기능 모양 만들기

기능 뱀 잡기

불빛이 켜진 곳에 페그를
꽂아 모양을 완성합니다.

뱀의 몸통에 페그를 꽂아
뱀을 잡습니다.

상지 기능 훈련 예시훈련 타입 훈련 목적

마음대로 꽂기

한 줄씩 꽂기

모양 만들기

모두 꽂기

랜덤 꽂기

두더지 잡기

뱀 잡기

자유 탐색

과제 수행

과제 수행

과제 수행

과제 수행

순발력

순발력

훈련 타입 훈련 목적

니글렉트 1

니글렉트 2

도형 꽂기

위치 기억하기

순서 기억하기1

순서 기억하기2

길 만들기

목적지 도달

시각 추적

시야 범위

도형 감각

기억력

기억력

기억력

문제해결력

문제해결력

디지털 재활
• 지루한 훈련의 게임화
• 시각적, 청각적 피드백
• 훈련 데이터 제공
• 인지 요소 포함

아날로그 페그보드의 신경재활
• 반복적, 정기적 재활 훈련
• 손 조작 능력 향상
• 감각 운동 및 기능 훈련
• 눈�손 협응 훈련

총 25+개의 훈련이 있으며 훈련의 목적에 따라 기능 훈련과 인지 훈련이 가능합니다. 훈련 결과로 총 시간, 성공 페그 수, 성공률, 
페그 이동 시간 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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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 보드
•  균일판
•  균일 페그
•  모양혼합판
•  모양혼합 페그
•  핀치판
•  핀치 페그
•  전원 케이블
•  사용설명서

ComponentsSmart Pegboard 
Hardware

디지털 훈련 프로그램
• 수치화된 훈련 결과
• 자유로운 세션 훈련 구성
• 맞춤 난이도 설정

청각 피드백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페그 
& 교체 가능한 페그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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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마노는 이완성 마비 및 손의 근력이 약화된 사람들의 손 움직임을 보조하여,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Wearable Robot Glove입니다.

 Neofect
Neomano

네오마노는 버튼을 누르는 쉬운 동작 만으로 잡거나 집어올리는 모든 일상 동작을 도와주며 사용자에게 독립적인 생활과 사회
생활의 참여 기회를 높여줍니다. 휴대폰 사용, 편지쓰기, 식사하기, 반려견과 산책하기 등 일상 생활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인체공학적 글러브 

쉽게 착용가능한 개방형 디자인과 
논슬립 천연 가죽 소재를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글러브

강하고 디테일한 그립조작 

최대 20N의 악력으로 섬세한
조작을 통해 연필부터 물컵까지

다양한 조작 가능

가볍고 휴대가 편리함 

약 300g의 무게로, 쉽게 팔에 
착용하여 외부 활동에도 
휴대성을 높인 디자인

자연스러운 손가락 굽힘 

모터힘이 손가락 끝부터 작용하여 
손바닥 방향으로 구부러지는 

자연스러운 동작 구현

간편한 사용법 

블루투스 무선 리모컨을 사용하여 
사용자 혼자서도 쉽게 조작 가능한 

단순한 UX

Feature

neofect

RELEASE

G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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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mano
Hardware

블루투스 리모컨
• GRIP, RELEASE 버튼 구성
• 구동부와 블루투스 페어링
• 블루투스 리모컨 AAA X 2 (알카라인 전지 기준 최대 150일)

동작부(모터/배터리)
• 전원공급기 AA X 3
  (알카라인 전지 최대 11h 30m / 니켈 수소 충전지 최대 23h 30m) 

글러브
• 손쉬운 착용
• C형 / 핀치그립
• 개방형 디자인

•  글러브
•  모터
•  파워서플라이
•  블루투스 리모컨
•  목걸이 스트랩
•  암밴드
•  AA 배터리 3개 & AAA 배터리 2개

Components

Size Chart

Size

XS

S

M

L

XL

inch

6.3-6.7

6.7-7.1

7.1-7.5

7.5-7.9

7.9-8.3

cm

16-17

17-18

18-19

19-20

20-21

Height

Wrist line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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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밸런스는 균형 능력을 측정하고 다양한 게임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균형 능력 향상을 돕습니다.

 Neofect
Smart Balance

균형(Balance)이란 올바른 신체 또는 자세 정렬 상태의 기저면(Base of Support)에서 신체 중심(Center of Gravity)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신체를 평형 상태로 유지해 일상생활의 모든 동작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추신경계 및 근골격계질환은 고유수용성 감각의 저하 또는 손상으로 인해 자세 동요를 증가시키고, 또한 비대칭적인 체중 분배, 
체중 이동 능력 상실, 기립 능력의 저하 등을 발생시킵니다. 이로 인해 균형 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보행이나 동적인 움직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균형 조절에 대한 문제 해결은 환자의 기능적이고 독립적인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균형 
능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개별 환자에게 맞는 맞춤형 균형 조절 훈련이 필요합니다. 

균형(Balance)의 중요성

Portable

가볍고 탈부착 가능한 센서 패드 
사용으로 이동이 용이함

Customized Training

옵션 조절을 통해 사용자 맞춤형 
훈련과 임상 결과 제공 

 

From Sit to Walk

기능적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자세를 커버하는 훈련 콘텐츠

Evaluation of 4 tools

Romberg Test, LOS, 
Pressure, Gait로 사용자 균형 

능력 평가 

Realtime Feedback

Trunk sensor를 통해
사용자가 바른 자세로 훈련할 
수 있도록 실시간 피드백 제공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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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Balance Evaluation Dynamic Balance Evaluation

Romberg test(eyes open/closed)

신체 압력 중심(COP) 위치 변화를 측정하여 COP 이동경로, 이동길이(cm), 이동면적(cm²), 평균속력(cm/s) 및 몸통 기울기를 
분석하고 결과를 제공합니다.

LOS(Limits of Stability)

선 자세와 앉은 자세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여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균형을 잃지 않고 지시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최대 범위를 측정합니다.

Pressure

정적으로 앉은 자세에서 엉덩이에 가해지는 압력과 서 있는 자세에서 양발에 가해지는 족부의 압력을 측정합니다.
- 전후좌우 체중 지지율(%) 제공

Gait Analysis

바닥 면의 센서 부를 밟고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발의 압력분포 및 압력중심의 이동 경로를 분석합니다.
- 최고 압력점(Peak Point) 제공
- 보행 시 COP 라인을 자동생성하여 신체 균형 정도를 확인
- 보행 시 좌우 족저압 이미지를 프레임별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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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Bearing

체중 지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에게 균등하게 체중을 
유지하게 하는 훈련

Postural Stability

화면에 나타나는 타깃에 COP를 유지하는 훈련

Static Training Dynamic Training

Weight Shift

신체를 전후 또는 좌우로 움직여 조절되는 체중 지지율에 따라 
체중을 이동시키는 훈련

Sit to Stand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좌우 체중 지지율을 시각적으로 
제공하며 시행하는 앉고 서기 훈련

Stepping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체중 이동부터 한발 들기, 
걷기까지의 훈련

Limits of Stability

사용자의 BOS 내에서 COP를 이동할 수 있는 영역을 
증진시키는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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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Report

맞춤 훈련

다양한 옵션과 옵션 조절을 통해 사용자
맞춤형 훈련 

ㆍ사용자 기능에 따라 디테일하게 조절 가능한 옵션 제공
ㆍ훈련 중 사용자가 쉽게 훈련을 이해할 수 있는 음성 가이드 제공

사용자가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시청각피드백을 제공

테마 훈련

흥미 위주의 게임화 콘텐츠를 통한 훈련

세션 훈련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하여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훈련

항목별 훈련 결과 제공 / 훈련 전ㆍ후 비교 기능 / 개인별 데이터 관리

이해하기 쉽게 
추이 그래프 및 이동궤적 제공

평가 및 훈련 Repor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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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런스 패드
•  핸드레일 
•  트렁크 센서
•  트렁크 착용 밴드
•  안드로이드 PC Box
•  모니터
•  모니터 거치대
•  마우스
•  사용 설명서

Components

낙상 방지를 위한
핸드레일

탈부착 가능한
밸런스 패드

인체 무해 실리콘 소재
발 치수별 가이드라인 제공

Smart Balance
Hardware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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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커그는 인지 재활 훈련을 나선형 구조로 접근하여 손실된 인지 기능을
재학습, 재교육이 되도록 돕습니다.

 Neofect
ComCog

인지 재활의 중요성

인지 재활 치료의 기본적 접근방법

인지영역에는 집중력, 기억력의 기본적인 영역과 함께 그 상위 수준으로 기획력, 체계화시키는 능력, 문제해결 능력, 추상화 능력 
등이 포함되며 감각, 언어, 시지각 능력의 통합이 기초가 됩니다.

일반적 인지 훈련은 아래수준에서 점차 위 수준으로, 단순한 것에서 
점차 복잡한 과정으로 진행하는 나선형 구조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네오펙트 컴커그는 이에 따라 환자의 주의력과 
지각력, 판별력과 조직화, 기억력까지 계층적 접근을 통해 
인지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 직관적 선택 2. 쉬운 사용

3. 훈련의 몰입 4. 훈련 성과 및 보고서

세부 목적별 훈련 선택 터치 입력방식

목적에 맞는 디자인 강화 훈련 목적별 종합 결과

직관적 이미지형 화면 훈련 조절 위젯

콘텐츠별 세분화된 난이도 개별 훈련별 핵심 결과

CACR(Computer Assisted Cognitive Rehabilitation) 프로그램을 통해 뇌손상 환자가 기억력, 문제해결력, 주의집중 훈련이 
뚜렷하게 향상됨이 보고 되었습니다. 또한 집중력을 높이는 디자인과 터치 방식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새롭게 개발함으로써 
네오펙트 컴커그는 CACR의 장점에 네오펙트만의 강점을 살렸습니다.

Concept

Comcog Rehab Process

일관된 반복학습이 가능
치료사와 환자의 상태에 상관없이 표준화된 
반복 학습이 가능

전문가 공동 연구 개발
임상의, 치료사, SW 개발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개발

단계별 세분화 난이도
세분화된 난이도와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자동 난이도를 지원

훈련 디자인 강화
소재와 그래픽을 목적에 맞게 변경하여 
흥미와 집중력 제고

즉각적 피드백
수행 결과에 대하여 즉시 직접적 피드백을 
제공

직관적 사용자 경험
치료사와 환자가 훈련 수행과 결과를 쉽게 
이해하도록 UX를 강화

치료의 효과 정량화
환자의 수행 결과를 정확히 기록하고 
분석하여 효과를 파악 

All 터치 스크린 방식 적용
환자들이 친숙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터치 
스크린 방식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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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력 훈련 (기본구성)

집행 훈련 (추가옵션)

기억력 훈련 (기본구성)

시공간 훈련 (추가옵션)

공담기
· 기초 시지각
· 시각적 주의 전략 훈련

포장하기
· 유창성
· 인지 유창성 훈련

모양 맞추기
· 주의력
· 형태 지각, 색채 지각, 
  방향 지각 훈련

카드 붙이기
· 단순 재인 기억
· 공간 기억 능력 훈련

카드 맞추기
· 복합 주의 변별
· 시청각 복합주의력 훈련

규칙 찾기
· 개념형성
· 추론 능력 훈련

큐브 완성하기
· 개념형성
· 공간 관계 지각능력 훈련

물건 이름 찾기
· 탐색
· 형태 항상성 지각능력 훈련

숫자 연결하기
· 연상 기억
· 언어-비언어 복합기억력 훈련

카멜레온 잡기
· 복합 주의 변별
· 복합 시각 자극에 반응하는 훈련

색깔글자 맞추기
· 주의력
· 인지 통제 및 반응억제 훈련

숨은 그림 찾기
· 지각
· 시각 폐쇄 능력 훈련

연주하기
· 순차적 회상
· 청각 자극으로 순차적 기억 훈련

소리 찾기
· 주의 유지
· 청각 방향별 주의변별 훈련

방향 맞추기
· 주의력
· 시각적 인지통제 능력 훈련

어울리는 사물 찾기
· 개념형성
· 전경-배경 구분 능력 훈련

상황에 어울리는 물건 찾기
· 탐색
· 형태 항상성 지각능력 훈련

이름 연결하기
· 단순 공간 기억
· 시각 자극의 특징과 위치 기억

시계 바늘 잡기
· 복합 주의 변별
· 시청각 복합주의력 훈련

사과나무
· 계획
· 작업 기억 능력 및 문제 해결
  능력 훈련

분류하기
· 탐색
· 특정 자극 반응 훈련

소리 연결하기
· 순차적 회상
· 청각 자극으로 전략 수립

다른 토끼 찾기
· 주의 변별
· 시각적 주의 변별 훈련

두더지 찾기
· 개념형성
· 작업 기억력 및 인지통제
  능력 훈련

사진찍기
· 탐색
· 시각 변별 능력 훈련

창문 닦기
· 탐색
· 시간 탐색 훈련

전화걸기
· 순차적 회상
· 순차적 암기로 기억 전략 수립

소리 듣기
· 기초 청지각
· 시청각 복합주의력 훈련

기호 사칙연산
· 기억력
· 작업기능 능력 및 계산 능력 훈련

같은 물건 찾기
· 탐색
· 형태 항상성 능력 훈련

이름 연결하기
· 단순 재인 기억
· 주의 고정능력 훈련

다트 맞추기
· 복합 주의 변별
· 시청각 복합주의력 훈련

완성품 제작하기
· 개념형성
· 작업 기억력

화면 완성하기
· 탐색
· 공간 관계 지각능력 훈련

경주하기
· 탐색
· 시간 탐색 훈련

그룹 기억하기
· 언어 범주화 기억
· 범주화된 기억력 훈련

공지키기
· 주의 유지
· 주의력과 거리지각 훈련

물건 분류하기
· 개념형성
· 시각적 주의 전략 훈련

별 찾기
· 탐색
· 시간 탐색 훈련

물검 담기
· 단순 공간 기억
· 시각 자극의 특징과 위치 기억

표정 찾기
· 정서주의
· 주의력과 거리지각 훈련

신호 누르기
· 개념형성
· 시지각 인지통제 및 인지 전환
   능력 훈련

같은 그림찾기
· 탐색
· 형태 항상성 지각능력 훈련

선 나누기
· 탐색
· 시간 탐색 훈련

이야기 기억하기
· 언어 통합
· 회상 훈련으로 기억력 향상

Contents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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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커그 퍼블릭은 구성원들 간의 경쟁과 협력을 통한 전문 인지훈련 뿐만 아니라 
자존감 및 정서적 안정감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룹 전산화 인지 재활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Neofect
ComCog Public

인지 재활의 중요성
객관적인 데이터와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그룹 전산화 인지 재활 치료는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목적의식을
고취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성공적인 재활에 도움을 줍니다.

ComCog의 임상적 유용성과 그룹 치료의 효과성을 바탕으로 개발된 ComCog Public은 병원뿐만 아니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같은 지역사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entral System

관리자 태블릿에서 콘텐츠 실행, 
상세 결과 리포팅 모두 제공 

회상훈련

자체적인 회상 훈련
이미지 관리 가능  

 

세부적인 난이도 제공

인지 손상 예방 군부터
확정 군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난이도 제공

Dual Training Mode 

개인모드, 그룹 모드 병용 지원

치매검사기능
 

치매 선별용 간이정신상태검사 
기능 제공  

검증된 임상적 유용성 

국내 최초로 개발된 전산화 
인지 재활 치료 프로그램 

ComCog를 기반으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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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App

•  단일훈련, 세션훈련, 회상훈련 등 플랫폼 내 모든 콘텐츠 원격 제어
•  최대 30명의 사용자 동시 접속 및 관리 가능
•  접속 상황 및 훈련 진행 과정을 실시간 확인 가능
•  그룹 내 사용자 결과 점수 및 순위 제공
•  관리자의 사용성을 고려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사용자 App

•  그룹, 개별 2가지 훈련 모드 병용 제공
•  훈련 목적에 최적화된 그래픽 사용
•  전문 의료진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개발된 콘텐츠

ComCog-Public Process  

관리자 App

사용자 App

Platform & Contents

메인화면

훈련 전 대기 화면

세션훈련 화면

훈련 진행 화면

간이정신상태 검사 화면

훈련 진행 화면

훈련 모드 선택 화면

훈련 진행 화면

회상훈련 화면

훈련 중 제어 화면

단일훈련 화면

훈련 후 개인 결과 화면

훈련 전 대기 화면

훈련 후 결과 화면

옵션 화면

훈련 후 화면

훈련 세팅 및 대기 화면 훈련 실행 및 제어 화면 훈련 후 전체 리포팅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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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Components

•  영역별 훈련 비율, 시간대별 훈련 현황 정보 제공
•  훈련점수, 훈련 난이도 추이, 상세내용 정보 분석
•  사용자별 훈련 데이터 저장 및 출력 기능 제공
•  차트와 그래프를 활용한 결과분석 화면 제공

•  ComCog-Public Software
•  관리자 태블릿 PC 
•  사용자 태블릿 PC
•  Wifi 공유기
•  사용설명서

•  ComCog Software
•  태블릿 PC 
•  사용설명서

ComCog 

ComCog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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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ofect
Smart Coach



58 5958 59

스마트 코치는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 및 간단한 몸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는
게임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신체 상태를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제공하여 관절 가동성과 체력, 운동 능력 향상을 돕습니다

 Neofect
Smart Coach

우리 몸에 있는 600여 개의 근육들은 에너지원을 만들고 신체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하지만 근육은 대개 30세 전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60세 이상은 약 30%, 80세 이상의 경우 약 50%까지 줄어
듭니다. 30대 이후부터 점차 줄어드는 근육을 40~50대에 신경 
쓰지 않으면 노년기에는 운동 능력이 크게 낮아져서 신체 기능의 
감소 및 신진대사와 혈액 공급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노화를 촉진
시키게 됩니다. 노년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기본적인 화장실
가기, 목욕 또는 장보기 등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많은 중장년기 때부터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근육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중장년층 근육관리의 필요성

3D 카메라 기반 인공지능(딥러닝) 비접촉 골격 정보 추출 기술
•  2단계 인공 지능 기술을 통한 정확한 신체 자세 추정
•  딥러닝 경량화를 통한 이동 가능한 가벼운 시스템

•  정확한 자세 유도
•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정확한 
   동작을 학습

•  운동 동기 부여
•  학습한 동작 기반의 
   즐거운 운동 게임

•  정량적 수치 제공
•  운동 후 평가를 통한 
   신체 향상 측정

훈련, 게임, 평가를 통한 단계적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3D 자세 추정

단계적 운동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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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Training

네오펙트 스마트 코치는 3D 센서 카메라와  3D Skeleton Tracking 기술을 사용하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국민 체력 100, 힘뇌체조를 기반한 운동 프로그램과 다양한 옵션과 난이도 기능을 추가한 개인 맞춤형 운동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신체 좌표 촬영
3D 센서 카메라

19개 골격 좌표 
캘리브레이션

AI 기술

이동 가능한
비접촉 운동 코치 시스템

증강 현실 
콘텐츠 진행
Android PC

시스템 코치의 피드백에 따라 정확한
동작을 유도하는 콘텐츠

전신, 인지 등을 활용하여
즐길 수 있는 게임화 콘텐츠

신체 활동의 향상 추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상하지 평가 콘텐츠

팔 올리기
•  어깨 근력 강화
•  어깨 관절의 가동성과 근지구력 향상

달리기 게임 (하체)
•  하체 근력 강화
•  하체의 가동성과 근지구력

앞뒤 기울이기
•  허리 유연성 강화
•  상체 균형감각 발달

디펜스 게임 (전신)
•  전신 이용한 몬스터 퇴치 증강 현실 게임
•  스킬, 보스 몬스터 등 다양한 상황의
   시나리오

좌우 기울이기
•  허리 유연성 강화
•  상체 균형감각 발달

날아라 게임 (상체)
•  상체 동작을 인식하는 게임
•  습득한 별에 따른 피벗 효과

무릎 올리기
•  심폐 지구력・무릎 관절 가동성 향상
•  보행 장애 방지
•  다리 근력 강화

과일 완성하기 (인지)
•  문구에 맞는 과일 그림과 색을 연결하는 게임
•  인지에 따른 갯수, 시간의 난이도 조절 가능

랭킹 시스템
•  경쟁유도,성취도 향상을 위한 랭킹
    시스템(주간 초기화 기능 탑재)

결과 화면
•  정량적 수치를 제공하는 결과 화면
•  효과를 통한 동기부여 결과 피드백 

옵션 창
•  각 콘텐츠 마다 사용자에게 적합한 
    난이도 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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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인치 TV 모니터
•  이동형 TV 거치대
•  카메라
•  사용설명서
•  안드로이드 PC Box
•  마우스
•  어댑터 or 멀티 플러그

ComponentsEvaluation

평가는 제공되는 음성 가이드를 따라 간단한 동작을 수행하면서 진행됩니다. 상지&하지 관절의 가동성과 신체 상태를 
분석하고 실시간 결과를 제공합니다.
 

상지 평가 하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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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ofect
Smart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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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테이블은 다수의 사용자가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멀티터치 테이블로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향상 및 상지운동 능력 향상을 돕습니다. 

 Neofect
Smart Table

Feature

멀티 터치스크린

FHD 42인치 디스플레이
최대 10포인트 동시 인식 가능 

 

과제지향훈련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입체적인 
인지 및 상지 훈련 가능

인지 기능향상 콘텐츠 

‘ComCog’ 개발 Know-how
중˙장년층에 최적화된 콘텐츠

그룹 훈련
 

1/2/4인 동시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

내구성 우수 

외부 충격에 강한 강화유리 사용
생활방수 기능 제공

강한 내구성(일반 테이블 활용 가능)

스마트 테이블은 주간 보호센터, 요양병원, 복지관, 보건소 등의 다양한 노인 요양 복지시설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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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치매 & 인지 재활

• 전산화 인지 재활 프로그램 ‘ComCog’ 개발 노하우를 통해 중�장년층에 최적화된 콘텐츠 직접 개발
• 인지 기능 향상과 인지 중재 치료 기반으로 전문가와 협업하여 콘텐츠 개발
• 전산화, 사회적 상호작용, 작업 수행 등 다양한 형태로 인지력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통해 치매나 인지 재활에 효과적인 영향 기대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용 가능한 콘텐츠

• 쉽고 단순하지 않은 입체적인 체험에 집중력 향상
• 가족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

과제지향훈련

•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인지 및 상지 재활 훈련 가능
• 도구 사용으로 게임에 더욱 몰입하여 참여 가능

쉽고 간편한 UX & UI

• 저시력, 낮은 인지를 고려한 명확한 UI
• 간단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별도의 교육 없이 사용 가능

1인-2인-4인 다양한 그룹 훈련

• 1인 게임: 집중력을 자극하며, 혼자서 과제를 수행하고 점수 획득
• 2인 게임: 파트너와 소통하고 협업을 하면서 집중력을 자극
• 4인 게임: 좀 더 복합적인 경쟁과 협업을 통해 사회적 인지 능력에 대한 자극 강화
 

손의 움직임 ●●●●●       창의력 ●●●●●
집중력 ●●●●●       순발력 ●●●●○

사물인지능력 ●●●●●       집중력 ●●●●●
인지능력 ●●●●○       활동능력 ●●●○○

집중력 ●●●●●       활동능력 ●●●●●
문제 해결 능력 ●●●●○       사고력 ●●●●○

손의 움직임 ●●●●●       창의력 ●●●●●
집중력 ●●●●●       인지능력 ●●●○○

1인 게임

4인 게임

2인 게임

도구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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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ware

다양한 소도구 활용

• 더 실감 나고 재미있게 훈련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 제공
•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로 제작된 도구로 안전하게 사용 가능

멀티터치 스크린

• 10터치포인트 기술 적용, 다수의 사람이 편하게 사용 가능

우수한 내구성의 스크린 탑재

• 강화 유리가 탑재되어 강력한 내구성과 보호력을 통해 스크래치와 낙하 충격 등으로부터 스크린을 안전하게 보호
• 생활 방수가 가능하며 온도, 습도, 햇빛 등 주변 환경의 영향에 강한 내구성
 

다양한 인터페이스 제공

• HDMI OUT을 통해 시설 내 다른 화면으로 게임 화면을 중계하여 함께 즐기기 가능 (케이블 별매)
• USB-A 슬롯을 통해 다양한 목적으로 테이블 활용 가능

2가지 선택 가능한 테이블

• 사용자 니즈에 맞는 맞춤형 테이블 선택 가능

Components

•  스마트 테이블 본체
•  스마트 테이블 도구 세트
•  가림판 2개
•  테이블 충전 어뎁터

• 스크린 사이즈 : 42 inch
• 해상도 : FHD(1920X1080)
• 사이즈 : W1200 X D800 X H740mm
• 밝기 : 350 cd/m2

• 시야각 : 178 / 178
• 반응속도 : 5ms
• 운영체계 : Android
• LAN : 적용
• 강화 유리 : 적용
•  전원(AC) : AC 100~240 V, 50~60 HZ

Specification

1200

740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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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Neofect
네오펙트는 단 하루라도 예전처럼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네오펙트는 끊임없는 헬스케어 연구와 기술혁신을 통해 당신의 삶의 자율성이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앞으로 출시할 더 많은 제품들을 지켜봐주시고, 환자의 희망을 위해 혁신하는 
네오펙트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Awards

Registration & Certificate

Clinical Partners

Media



We inspire hope,
We inspire you.



We inspire hope
We inspire you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헬스케어 연구와 기술혁신을 통해
당신의 삶의 자율성이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답게 살아 가십시오.

네오펙트와 함께하면,
당신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 판교제2테크노밸리경기기업성장센터 801호 (주)네오펙트
Tel  031-889-8521     Fax  031-759-7722     E-mail  neofect.kor@neofect.com     Web  www.neofec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