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R E M I U M



‘CPR 교육’ 혁신이 필요합니다.
심정지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의료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상의 CPR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형
인공지능 VR 심폐소생술
교육 솔루션

정밀한 인터랙션을 기반으로
스스로 진행하고 학습하는
자기주도형 학습

안전하고 편리한
올인원 보관 및 관리

HW Container

몰입도 높은 체험 디바이스

HMD 
(VR Headset + LEAP Motion)

- 심폐소생술 학습

- 단계별 테스트 진행

정확하고 정밀한 
센서 내장 마네킹

Manikin

- 진동 감지 센서

- 가슴 압박 센서

- 자기 접근 센서

- 로터리 엔코더 센서

- 공기압 센서

사전 정보 등록 및 설정 
& 체험 상세 결과 확인

Touch Display

- 사용자 정보 등록

- 심폐소생술 개괄 영상

- 체험 배경 선택

- 체험 준비 및 시작

- 체험 결과 확인



학습부터 실습, 평가까지
맞춤형 콘텐츠 제공

표준 학습 상황별 실습 인증 평가



정밀 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피드백

실시간으로 학습자의 행동을 분석해
스스로 교정할 수 있도록
정확한 피드백 제공

환자의 의식 확인 여부 측정 충분히 강하게 어깨를 두드리는 지

즉각적인 센싱을 통해 의식 확인 훈련 유도

가슴 압박 깊이와 속도 측정 매 가슴 압박 마다 깊이와 속도의 정량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일관된 가슴 압박 훈련 유도

가슴 압박 위치 측정 실시간으로 가슴 압박 위치를 표시하여, 

올바른 가슴 압박 위치 유도

기도 확보 여부 측정 고개가 젖혀지는 각도를 정밀하게 측정하여, 

기도 확보 훈련 유도

인공 호흡량 측정 호흡의 양을 정량적인 숫자로 실시간 표시하여, 

정확한 호흡량 제공 유도

진동 감지 센서

가슴 압박 센서

자기 접근 센서

로터리 엔코더 센서

공기압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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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체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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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한 관리를 위한
올인원 솔루션

복잡한 설치 매뉴얼 없이
간단하고 쉽게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패키지

매트

마네킹

ACC HMD



제품의 외관, 사양 등은 제품 개선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