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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현재 다양한 의료 분야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이슈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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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테트라시그넘은 국내외 최고 수준의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치매 등의 전문의료인과
확장현실(XR), 증강현실(AR), AI, Big Data 등 첨단 ICT기술 분야에 숙련된 IT 전문가들이 모여
최고의 의료기술과 최적의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비효율적인 기존 의료 분야의 혁신을 통하여
의료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기존 방식
의료 분야

최적의
디지털 기술
XR
확장현실

Big Data
빅데이터

AI
인공지능

AR
증강현실

혁신적
의료 솔루션

Mission Statement

TS Vision Statement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가상현실(VR)’을 이용하여
진단, 치료, 교육, 예방에 이르는 최고의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한다.

TS Misson

‘최고 기술’로 인류의 ‘건강한 삶’에 기여한다.

TS Vision 2025

세계 VR 헬스케어의 새로운 기준이 된다.

Company Overview
법인명

(주)테트라시그넘, TETRASIGNUM Inc.

대표이사

심용혁

사업분야
법인설립
임직원수
주소

R&D 연구소
웹사이트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2019년 7월

2019.07

(주)테트라시그넘 설립

2019.12

CBS 1.0 완성

2020.03

MOU Agreement with MMU
UK The Manchester Metropolitan University / Manchester University NHS Foundation Trust
/ TETRA SIGNUM Inc.

12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층 W-16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테크노관 6115-6116
www.tetrasignum.com

2020.04
2020.04
2020.05
2020.05

2020 수출초보기업지원 성장바우처 선정 ｜ 중소벤처진흥공단
2020 신규수출기업화 사업 선정 ｜KOTRA
CBS 2.0 완성

2020 경기 VR/AR 오디션(상용화) 선정 ｜경기콘텐츠진흥원

2020.05

프리팁스(Pre-TIPS) 창업기업 사업 선정

2020.07

MOU Agreement with SINGTEL
Singapore Telecommunications Limited / TETRA SIGNUM Inc.

2020.08
2020.12
2020.12
2020.12

2020년도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선정 ｜ RAPA(한국전파진흥협회)

가상현실 기반의 심폐소생술 교육시스템 특허 등록 완료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메디칼아이덴티티코리아(주) 대리점 계약완료

2021.03

이니스트팜(주) 대리점 계약완료

2021.03

MOU Agreement with HANRIVER CAPITAL
HANRIVER INTERNATIONAL CAPITAL(SINGAPORE) PTE.LTD.(China) / TETRA SIGNUM Inc.

Team & Advisory
전상훈 의학박사 Founder/Chairman

35년 임상 경험을 가진 흉부외과 명의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
병원장 등 10여년간 병원 경영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병원 경영자로서,
혁신의 아이콘으로 알려져 있으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를
기획/추진/안정화하여 우리나라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모스크바 혁신 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과 남미 등여러 국가의
헬스케어 발전을 자문하고 있다. 아시아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회장으로
글로벌 리더십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정진엽 M.D., PhD.

52대 보건복지부 장관
Professor of Orthoped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교수
• 동경의과대학 외과 객원교수

Chuen Neng Lee M.D., PhD.

Theo Kofidis, MD, PD

김정현 M.D., PhD.

이원재 M.D., PhD. / MBA

Medical Engineering Research &
Head of Cardiac, Thoracic and
Commercialization Initiative(MERCI)
Vascular Heart Surgery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eoul National University

김기웅 M.D., PhD.

조유환 M.D., PhD.

박억숭 M.D., PhD.

Professor of Psychiatry (Dementi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of Emergency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ardiovascular Thoracic Surgery
Busan Bumin Hospital

세르게이김 M.D., PhD.

이혜진 M.D., M.P.H.

Ali Zamir Khan M.D., PhD.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주임교수 역임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과장, 폐센터장, 홍보실장, 대외협력실장,
기획조정실장, 병원장 역임

•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정회원

• 아시아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회장

•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설립자 겸 초대 이사장
• 아시아흉강경수술교육단 설립자 겸 초대회장
• 대한의료정보학회장 역임

• 미국흉부외과학회, 유럽흉부외과학회 정회원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 미국 하버드의대 메사츄세츠종합병원 흉부외과 펠로우

,

김영대 M.D., PhD.

Head of Trauma Center
Professor of Thoracic Surgery
Busa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of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ardiology
Professor of International Clinic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or, Nat’l Institute of Dementia
Professor of Family Medicine
Professor of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edicity, India

홍승룡 CTO

오영빈 기획자

최하늘 기획자

김민재 개발자

정기훈 3D 디자이너

김다혜 그래픽 디자이너

Chief Technical Office

Content Planning
Team

Content Planning
Team

Development
Team

3D Graphic design
Team

2D Graphic design
Team

심용혁 대표
CEO

• (현) (주)테트라시그넘 대표이사

• (전) (주)제이케이소프트 대표이사
• (전) (주)한국이동방송 대표이사

• (전) (주)금성테크 이사(코스닥 상장사)
• (전) 경남도청 사무관(도지사 비서관)
• (전) (주)서융소프트웨서 대표이사
• 해군 대위 전역

• 2005 숭실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졸업(통상학 석사)
• 1999 연세대학교 졸업(수학 학사)

BYUNG C. MOON M.D., PhD.
Division of Cardiac Surgery
Southlake Regional Health Centre
Queen’s University Medical School

Services Category & Road Map
2021

XR CPR

2022

Nursing
Mental
Orthopedic
basic skill
Diagnosis Diagnosis
&Simulation

Medical
Education
Mental
Diagnosis

Dementia
Care

Mental
Trauma Care

2023

Orthopedic
Diagnosis

Diagnosis

Prevention
PTSD

XR CPR

Nursing basic skill &Simulation

• 글로벌 기반의 CPR 교육자들의 CPR 교육을 통하여
25개 이상의 실시간 Raw Data 수집
• 나라별 CPR 공식 가이드에 맞춘 AI CPR instructor
• 글로벌 교육 결과를 기반으로 CPR 교육 강화를 위한
정량적 데이터 제공
• 재교육시 개인별 맞춤 AI CPR 교육 및 관리
• 개인별, 나이별, 성별, 지역에 따른 CPR 교육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XR기반의 간호사 기본 교육 제공
• 기본 술기 교육 이외 커스터마이징 된 각 상급 병원의
간호 교육 커리큘럼 제공
• 간호사 개인별 교육 데이터 관리
• 신입/경력 직원 개개인의 지속적 , 체계적 교육 종합 관리
• 각 술기,상황 별 취약점 파악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지능화된(AI) 개인별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제시
• Deep Learning 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 커리큘럼 고도화
• Data API 제공 학생 개개인의 지속적 , 체계적 교육 종합 관리
• 상급 병원 교육 데이터 기반의 교육 콘텐트 및 시스템
• 의료 후진국에 선지화 의료 기초 교육 가능한 콘텐츠 제공

조유환 M.D., PhD.
Professor of Emergency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박억숭 M.D., PhD.
Cardiovascular Thoracic Surgery
Busan Bumin Hospital

ADHD

Rehabilitation

Therapeutics

Dementia &
Mental Trauma Care

Mental Diagnosis &
Orthopedic Diagnosis

PTSD & ADHD
& Rehabilitation

• 환자별 NIRS, 안면근육,
안구움직임 Big Data 수집
• AI를 통한 환자 현재 상태 제공
• 향후 질병 발전 상태 예측
• AI를 통한 환자에 맞춤 디자인된 예방 운동 제공
• 솔루션 사용 전, 후 환자 상태 예후 데이터 분석

• 환자별 NIRS, 안면근육,
안구움직임 Big Data 수집
• 모션 센서를 이용한 관절부위 움직임을
데이터를 통한 진단 및 Big Data 수집

• 환자별 NIRS, 안면근육,
안구움직임 Big Data 수집
• AI를 통한 환자 현재 상태 제공
• 향후 질병 발전 상태 예측
• AI를 통한 환자에 맞춤 디자인된
예방 운동 제공
• 솔루션 사용 전, 후 환자 상태 예후
데이터 분석

김기웅 M.D., PhD.
Professor of Psychiatry (Dementia)
Seoul National University

정진엽 M.D., PhD.
52대 보건복지부 장관
Professor of Orthopedics
Seoul National Universityonal University

김정현 M.D., PhD.
Professor of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OUR GOAL
Client side and BM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연구 기관
보험회사
의료 교육기관
관련 제약업체
병원

Hospital,
Teaching
hospital

Grassroots
Hospital

Special Clinics

Medical
College

Health
management,
Home care

Paid / XR medical service
public

• 환자 진단, 치료를 위한 Big Data 수집
• Deep Learning 기반의 환자 치료 및 결과를 통한 솔루션 고도화
• Cloud AI 개인 맞춤형 예방, 진단,치료 솔루션 제공
• 다양한 예방, 진단, 치료에 대응 가능한 콘텐츠 및 솔루션 고도화
• FDA 인증을 통한 디지털 처방이 가능한 임상 결과 도출
•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준수

5G Cloud XR cloud platform, Big Data, AI

Data판매 및 제공

Hospital Digital Twin

Device & Equipment procurement

content procurement

XR based
Hospital

Partners & Co-development
Revenue Share

Copyright purchase / Revenue share
Purchase / Sales commission

XR healthcare &
medical Contents Provider
Smart Device
(Mobile, iPad, Desktop)

XR Medical Technology
Platform

XR Mental
healthcare
diagnosis &
treatment

XR
Telemedicine

XR GLASS

Digital Therapeutics
DTx

XR
Education &
Training
Health Tourism
Arrangement

Telesurgery &
telesurgery
guidance

Remote medical
treatment

Remote ward
inspection &
patrolling

Telerehabilitation
Guidance
& assistance

CBS
CPR Training
Adult
Pediatric
Infant

Remote
Post-Discharge
Care

NBS
Basic nursing
skill training

XDM
Dementia Care

Medical
anatomy
teaching

Medical
Equipment
Training

Trauma care
Training

XR MEDICAL
CLASS
Live surgery
streaming

Treat psychiatric
diseases

Doctor Skill &
Surgery
Training

Rehabilitation
exercises

Calm &
Immerse
Pain relief
treatment

Calm &
Immerse
Mental Care
treatment

• 학습 유지 및 학습
• 속도 향상
• 비대면 학습 비용 절감
• 직원 및 학생 원격 교육
• 멀티 디바이스를 통한 콘텐츠 활용
• 몰입형 교육 시뮬레이션 만들기
• 가상 및 증강 현실에서 학습자 행동 분석
• 누구에게나 빠르고 안전하게 공유
• 대규모 직원 성과 평가 및 비교
• 학습 참여 향상
• undergraduate course/clinical course

Alcohol addiction
group therapy

CPR Training&Education
VR 기반 심폐소생술 교육 솔루션

Problem

매년 약 3만명의 심정지 환자중 2만 8,500명이 심정지로 사망

1

병원 밖 심장정지 환자
발생건 수

2

80%

30,000명

가정 및 공공장소

평균 나이 64세
매일 82명 심정지 발생

4

골든타임 4분

평균
7.5분

2017년 평균 구급대 도착 시간 평균 7.5분 소요
구급대원 도착 전까지 심장정지 환자에게
즉각적인 CPR 실시와 AED(심장충격기) 사용 절실

3

발생 장소

일반인 CPR 교육 매우 중요
(2017년 질병관리본부)

5

CPR 시행 반응 시간에 따른
환자 생존율

1 min

97%

3 min

75%

4 min

50%

심정지 환자 생존율
사망 또는 정상 생활 불가능한 상태

4.9%
(2017년 질병관리본부)

28,500건

생존 후 일상생활 복귀 가능한 상태

한국 2.4% / 일본 8.8% / 미국 9.6%

Current CPR Education Conditon
Domestic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
교육 경험 없음
교육 경험 있음

38%

심폐소생술
교육 방법
마네킹 교육

강의, 시범 교육

Global

교육 시간
선호도 및 효율
1시간
4시간

40%
85.5%

만 19세 이상 성인 대상,
기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약 38.1%에 불과

대한응급의학회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40%는
강의나 시범 교육만 받았다

교육 시간 선호도는 85.5%에서
1시간 정도이나 현재 CPR 교육은
4시간 과정으로 효율성 낮음

기존 심폐소생술 교육 방식으로는 전국 모든 법정의무 대상자 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는 역부족인 실정
(국내 CPR 법정의무교육대상 총 14,924곳 / 약 2,000,000명 이상)
(2019년 기준 , 일반인 공기업/중소/대기업 제외)

혼자서도 쉽고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수준 높은 학습을 하고
실제 응급상황에서 두려움 없이, 자신있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자기주도형 교육 솔루션 필요

일본

-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에 의거 초/중/고 지도
- 운전면허 취득시 CPR 교육 필수

독일

- 운전면허 취득시 CPR 교육 필수
- 학교에서 CPR 필수교육

노르웨이

- 중학교 교과과정에 BLS 필수 교육

스웨덴

- CPR 훈련 등록제 확립하여 교육 이수자&비이수자 관리
- 학교 과정에 AED 교육

미국

- 36개 주에서 학교에서 CPR, AED 교육에 대한 법률 제정
- 노동부에서 CPR교육, AED 설치 관리, 보급
- 공립학교에서 연방법으로 CPR 교육 보조금 제공

영국

- 2020년 부터 모든 고등학교에서 CPR 의무 교육

해외에서 자사의 자기주도 학습형 CPR 교육 솔루션인
CBS에 대한 파트너쉽, 도입, 구입 관심 높음

Solution

‘CPR’ 교육에도 혁신이 필요하다.

심정지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의료 종사자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 대상의 CPR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심폐소생술을 모르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및
인공지능형 솔루션입니다.

실감나는 실습을 통해
정확한 심폐소생술 방법을 익히고,
응급 상황에서 확신을 가지고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CBS 2.0 Specifications

자기주도 학습형 인공지능 VR 심폐소생술 교육 솔루션
기존 심폐소생술 교육

CBS 2.0

일관성이 부족한 교육

퀄리티

안정적인 교육 퀄리티 보장

현실감이 떨어지는 수동적인 방식

방식

다양한 실습 환경을 통한 능동적 교육

CPR 시험 평가를 과학적으로 할 수 없음

데이터

전 단계 센싱을 통한 정량적 데이터 확보

단체 교육으로 인한 정확한 1:1 피드백 불가

피드백

정확한 실시간 1:1 피드백 가능

교육 시간 및 장소 접근성 한계

접근성

교육 시간 및 장소 접근성 용이

심폐소생술 전문 강사 부족

강사

심폐소생술 전문 인공인간 강사 적용

CBS 2.0

관련특허 출원 완료

인공인간 CPR 강사 중심의 실감형 콘텐츠,
정량적 데이터 확보를 위한 마네킹, CPR 전용 매트등

Touch Display
사전 정보 등록 및 설정
& 체험 상세 결과 확인

- 사용자 정보 등록
- 심폐소생술 개괄 영상 감상
- 체험 배경 선택
- 체험 준비 및 시작
- 체험 결과 확인

VR Device

Manikin

몰입도 높은 체험 디바이스

정확하고 정밀한
센서 내장 마네킹

(VR Head set + LEAP Motion)

- 심폐소생술 방법 학습
- 단계별 테스트 진행

- 흉부 압박 센서
- 공기압 센서
- 로터리 엔코더 센서
- 진동 감지 센서
- 자기 접근 센서

HW
Container

CBS Mass

CBS Mass

VR

Standalone
VR Device
PC 없이 무선으로
작동 되는 VR 헤드셋

Non-VR

Manikin
정확하고 정밀한
센서 내장 마네킹

Touch Display
사전 정보 등록 및 설정
& 체험 상세 결과 확인

CBS Mass
실시간 데이터 연동 및
각 점수 비교

VR&Non-VR 동시 학습

- 교육생별 실시간 데이터 확인

- 최종 결과 점수별 순위 도출 가능

VR & Non-VR 동시에 관리 가능

VR체험을 꺼려하는 체험자들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전체 데이터 관리

같은 공간에서 교육생 개별로 심폐소생술 교육 진행
모든 교육생에게 AI 강사가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
학습, 실습 그리고 평가까지 올인원 학습 진행

VR

Non-VR

통합 관리용 타블렛
- 편리한 교육 과정 진행

- 다수의 교육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

CBS 2.0 Advantages

자기 주도 학습형
VR 교육 컨텐츠

정밀한 인터랙션을 기반으로
스스로 진행하고 학습하는
자기주도형 학습

올인원 솔루션

실시간 피드백

공식 가이드라인 준수

복잡한 설치 매뉴얼 없이
간단하고 쉽게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패키지

실시간으로 당신의 행동을 분석해
빠르게 교정할 수 있도록
정확한 피드백 제공

국내외 심폐소생술협회에서
발표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교육 컨텐츠

AI 인스트럭터

상세한 체험 결과

신뢰도 높은 자문

실감나는 인공인간 강사의
현재 및 과거 교육 내용 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육

심폐소생술 단계별로
정확하고 상세한 측정 지표 제공
CBS Data Center에서 빅데이터 관리

국내 최고의 의료진의 자문으로
정교하게 구성된 시나리오

AI
자기 주도 학습형
VR 교육 컨텐츠

관리자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
체험 단계 및 상황 설정 가능

CBS 2.0 Benefits and Differentiations

매회
전문 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발생

매회
240분 이상의
교육 시간 소요

-60%

-75%

기존 교육 비용 대비

기존 교육 시간 대비

시공간 제약없는
1:1 교육 방식
원하는 일정에 맞춰
24/7 반복 교육 &
인공인간 강사 중심의
고품질 자기주도 교육

400%

기존 교육 효과 대비

매회
최소 인력 및 운영으로
교육 비용 절감

매회
60분 이하로
교육 시간 감소

1:多 그룹 방식
2년 주기의
재교육 시행의 어려움
강사의 역량에 따른
불균형 교육

Cloud-based CBS data center

CBS

CBS

CBS

CBS

CBS

CBS

CBS

CBS

CBS

CBS

CBS

CBS

CBS

CBS

CBS

CBS

CBS

CBS

CDC

CBS Data Center
1. 장소별 체험 현황
- 총 체험 횟수

- 사용자(성별/연령대별/교육경험별)

- 평균 체험 시간

- 날짜(일별/주별/월별) 체험 횟수

- 총 체험 인원

2. 사용자별 Raw data

- 이완율

- 의식확인 여부

- 정확한 호흡률

- 정확한 가슴압박의 시행률
- 신고요청 여부

- 호흡 확인 여부

- 심정지부터 첫 가슴압박까지
걸린 시간(초)

- 총 가슴압박 시행 수
- 호흡량(mL)
CBS

CBS

CBS

CBS

CBS

CBS

CBS

CBS

보험회사

체험 횟수

- 가슴압박의 깊이

- 가슴압박 중단 시간(초)

CBS

KACPR, AHA

- 정확한 손 위치

병원

- 평균 호흡 제공 시간

- 과소호흡/과다호흡 수
- 총 호흡 횟수

- AED 적용 여부

- 전원 켜기에서 충격 적용까지의 시간
- 의식확인에서부터 충격버튼까지

회사

걸린 총 시간

3. 5사이클 퀄리티 변화 추이
- 성별/연령대별/교육이수수준별

4. 체험자별 반복학습에 따는 퀄리티 변화 추이

관공서

교육기관

. 현재 CPR 교육 현황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활용
. CPR 교육 과정 연구를 위한 정량적 세부 데이터 활용
. CPR 교육 고도화를 위한 정량적 데이터 제공
. CPR 교육 이수자 데이터 활용
. 성별,연령,상황 별 심정지 발생 상황 예측에 활용
. 예비 환자 가족을 위한 사전 교육 활용
. 예방 차원에서의 대 고객 알람 서비스
. 체계적, 전문적 직원 CPR 교육 관리
. 질 높은 위탁교육 관리
. 재교육 안내
. Certification 이수 및 관리
. 체계적, 전문적 직원 CPR 교육 관리
. 질 높은 위탁교육 관리
. 재교육 안내
. Certification 이수 및 관리

. 대국민 CPR관련 법 제정 및 보완에 활용
. 공무원 CPR 교육 관리
. 재교육 안내
. Certification 이수 및 관리
. Individual 세부 교육 결과 제공
. 재교육 안내
. Certification 이수 및 관리

Clinical Trial

Royal Manchester
Children’s Hospital
Manchester, UK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Korea

Children's Hospital LA
LA, USA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ingapore

Certifications&Patents are Pending

Medical basic skills
간호사 기초 의료 교육 솔루션

•

Problem

병원

의료 사고 발생 요소
최소화 필요

의료인

제대로된 교육 후, 실제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필요

환자

근본적인 대국민 의료 서비스
퀄리티 향상 필요

1

매년 3,000명의 의사와 26,000명의 간호사 배출

2

병원에서 신입 간호사가 교육과 실제 현장과 괴리감이 커
제대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3

전문 간호사들의 기초의료 술기 교육 시스템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병원내 지속적 교육 시스템 &
솔루션을 절실히 요구

4

AI, Big Data, IoT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지만 정작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의료인 교육 시스템의 혁신은 아직 초기 단계

5

신입 간호사들의 현장 실습 교육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큰 문제

6

국내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같은 상황

Medical Basic Skills

As is

크고 무거운 시뮬레이터 매번 옮겨가며
교육의 앞뒤 한시간씩 준비 시간 소요
시뮬레이터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
유지보수의 어려움 발생
전문 교육 간호사 외 부족한 인원은 현장 간호사 투입,
병원 내 환자를 케어하는 시간 감소
한달에 6~7회 정도 정해진 시간에만 실습 및 평가 가능
평가 항목 중심으로 단순 암기하는 방식으로 진행,
실제 환자 대면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대처 능력 부족

MBS
준비 시간 단축
유지 보수 용이

초기 VR 디바이스 세팅시간 외
별도의 준비 시간 없음
시뮬레이터 대체 시, 동일한 퀄리티로 반복 학습 가능

최소 인원 투입

평가를 해주는 전문 교육 간호사 + 디바이스 관리자로
최소 인원 투입 가능

유연한 스케쥴

전문 의료인 개개인 스케쥴에 맞춰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스케쥴러 제공

다양한 시나리오

다양한 환경에서의 간호술 프로세스를 체득,
임기응변 대처능력 향상

단순 시나리오 연출 방식을 넘어
최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현실감 높은 메디컬 교육 솔루션 제공

Medical Basic Skills Scope

Contents.

Phase.

2. 경구투약

12. 수술 전 간호

1. 활력징후측정

13. 수술 후 간호

2. 경구투약

14. 입원관리하기

3. 근육주사
4. 피하주사

7. 수혈요법

5. 피내주사

3. 근육주사

6. 정맥수액주입

8. 간헐적 위관영양

7. 수혈요법

4. 피하주사 (인슐린 투약)

8. 간헐적 위관영양

19.기관절개관 관리

9. 단순도뇨

10. 유치도뇨

11. 배출관장

12. 수술 전 간호
13. 수술 후 간호

15. 격리실 출입 시 보호장구 착용 및 폐기물 관리
16. 산소포화도 측정과 심전도 모니터 적용
17. 비강캐뉼라를 이용한 산소요법
18. 기관내 흡인

19. 기관절개관 관리

Phase 3

18.기관내 흡인

10. 유치도뇨

14. 입원관리하기

15. 격리실 출입 시
보호장구 착용 및
폐기물 관리

Phase 2
1. 활력징후측정

Phase 1

20. 기본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적용 (CPR-BLS / ACLS)
Begin in 2020

Begin in 2021

Begin in 2021

Medical Basic Skills Experience flow

2-1. Body temperature

BT TEST

2-2. Heart rate

HR TEST

2-3. Respiratory rate

RR TEST

2-4. Blood pressure

BT TEST

2. Learn vital signs

활력징후 교육 케이스
1. Selection
학습 선택

활력징후 4가지 중
원하는 학습 모드 선택

심화학습

모듈화 되어 있는
활력징후 4가지 각각 심화 학습
테스트

각각의 활력징후 학습 후,
학습한 내용 기반의 테스트 진행

활력징후 전체 테스트

3. Test vital signs
랜덤으로 구성된 4가지
활력징후 전체 테스트

4. Result
테스트 결과 확인
결과 공유

Cloud-based MBS data center

MBS

MBS

MDC

MBS

MBS Data Center
MBS

MBS

MBS

MBS

MBS

MBS

1. 장소별 체험 현황
- 총 체험 횟수
- 총 체험 인원

MBS

MBS

MBS

MBS

MBS

MBS

MBS

MBS

MBS

2. 사용자별 Raw data
- 환자 상태 확인 여부
- 손 위생 여부

- 필요물품 준비 여부

- 물품 작동여부 확인 여부
- 본인 소개 여부

- 대상자 확인 여부

- 측정 목적과 방법 설명 여부
- 팔 자세 안내 여부
- 환자 탈의 여부

MBS

MBS

MBS

MBS

MBS

MBS

MBS

MBS

MBS

- 상완동맥 촉지 여부

- 커프 바람 완전히 제거 여부

- 평균 체험 시간

- 술기별 체험 횟수 및 시간
ex. 활력징후 - 혈압측정

- 혈압계 팔에 감기 여부
- 눈금 0 확인 여부

- 예비 촉진법 수행 여부

중, 대형 병원
요양 병원

. 신입/경력 직원 개개인의 지속적, 체계적 교육 종합 관리
. 각 술기, 상황 별 취약점 파악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지능화된 개인별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제시
. Big Data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 커리큘럼 고도화
. Data API 제공

- 코로트코프 음 확인 여부
- 커프 풀기 여부

- 환자 옷 입는 것 돕기 여부
- 커프 정리 여부

- 혈압 결과 메모 여부

- 대상자 결과 안내 여부
- 청진기 소독 여부
- 혈압 기록 여부

3. 체험자별 반복학습에 따는 퀄리티 변화 추이
4. 선호하는 반복학습 콘텐츠순 리스트

간호대학, 학원

. 학생 개개인의 지속적 , 체계적 교육 종합 관리
. 각 술기,상황 별 취약점 파악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상급 병원 교육 데이터 기반의 교육 콘텐트 및 시스템
. 선진화 의료 기초 교육 가능한 콘텐츠 제공

Dementia care &Therapeutics
정신질환에 대한 XR 치료 솔루션

Dementia Statistics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치매 인구 급증

35년간 약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추산

치매 관리 비용 증가와 가족 사회 및 경제적 부담 이슈
2015년 전 세계 치매관리 비용 : 8,180억 달러 (전세계 GDP의 1.09%)
애플(7,420억 달러), 구글(3,680억 달러) 의 시장가치보다 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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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알츠하이머협회(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보고, 2015

Dementia Problems

현재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주도형 지속적 진단&관리&예방 훈련
정확한 센서를 통한 정량적 효과 분석
지속적 훈련을 통한 AI 딥러닝 기반 환자 학습&분석
지속적 훈련을 통한 예방 및 치료 효과 측정
AI 기반 개인 맞춤형 훈련&처방 솔루션 제공
실시간 피드백을 통한 상태 측정 및 훈련 결과 제공

디지털 처방을 통한 새로운 신경정신질환 치료방법
약물 과다처방 문제 해결, 사회적 문제 감소 및 제반 비용 최소화

Dementia & Mental Healthcare solution

XDM 1.0
XR Dementia & Mental Health care

NIRS

뇌 혈류량 분석

자기주도형 지속적 진단 & 관리 & 예방 훈련

Near Infrared Spectroscopy, 근적외선 분광법

정확한 센서를 통한 정량적 효과 분석

근적외선은 가시광선과 중적외선(mid-infrared) 사이에

존재하는 빛으로 근적외선 분광법는 빛을 주사하여 반응하는 것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한 AI 딥러닝 기반
환자 학습 & 분석

해석하는 해석법으로 근적외선 영역의 파장을 주사하여 물체가

흡수한 흡광도(스팩트럼) 분석으로 fMRI와는 달리 뇌의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한 예방 및 치료 효과 측정

정밀하게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환자의 뇌 혈류량 모니터링 가능

AI 기반 개인 맞춤형 훈련 & 처방 솔루션 제공

실시간 피드백을 통한 상태 측정 및 훈련 결과 제공

EMDR Multi Eye Tracker
+HMD

안면 근육 센서
안면 근육 운동 분석
혀 운동 분석

치아 운동 분석

안구 운동 분석, 홍채 운동 분석, 콘텐츠 제공
Eye Movement Desensitization & Reprocessing,
안구운동 민감 소실 및 재처리 요법

안구도약 눈 운동 : 안구의 움직임이 전두-두정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키는 원리를 이용하여 뇌 혈류량 증가시켜
치매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

Dementia & Mental Healthcare solution

디지털 처방을 통하여

새로운 정신질환 치료법, 과다 약물처방 문제 해결,
사회적 문제 및 비용 최소화

알츠하이머병

치매 예방

트라우마
케어

통증완화
주위분산치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TS
AI SYSTEM

Tetrasignum AI

환자 진단, 치료를 위한 Big Data 수집

Deep Learning 기반의 환자 치료 및 결과를 통한 솔루션 고도화
Cloud AI 개인 맞춤형 예방, 진단,치료 솔루션 제공

의료 교육
기관

다양한 예방, 진단, 치료에 대응 가능한 콘텐츠 및 솔루션 고도화
FDA 인증을 통한 디지털 처방이 가능한 임상 결과 도출

정부 기관

Machine Learning + Deep Learning

수집

분석

진단

개인별
맞춤 교육
커리큘럼
디자인

개인별
맞춤 훈련
제공

TS AI
시스템을 거친
데이터 API

병원
(환자)
대학
연구 기관
관련 기업

AI 기반의 데이터 활용을
통한 진보된 예방, 진단,
치료 서비스 제공

Thank you

For more information about TETRA SIGNUM, please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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