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동성시험평가장치
3DBT-2 (병원용)

하지 재활 환자에게 수평 무게중심 이동과 수직 구부림 훈련을 시키는 의료기이다.

발판에 부착된 센서로 좌우 하중의 차이를 측정하고, 다리에 착용하는 센서로 무릎의 굽힘 정도를  

측정하여, 환자의 균형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게임을 통해 환자가 재미있게 훈련할 수 있으며 누적

된 데이터로 몸의 호전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의료기기 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품목허가 제허 11-264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업허가 제 3399호

•GMP적합인정 1-0013 (2011.7)

•CE인증 K5284/H12, K5285/H12 (2012. 11)

•보건신기술(NET)인증 제71호 (2013.1)

특허 제 10-0639530호

특허 제 10-0635906호

3차원 

균형 훈련기를 

활용한 

재활 테스트 

40명의 뇌졸중 

환자

일반적인 치료:  
하루 1시간, 

주 5회

4주간 치료

수직 균형 
훈련기를 

이용한 치료:  
하루 20분, 

주 5회

•�뇌졸중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환자

•�10미터 보행이 
가능한 환자

제품 특징 

•�의료특허와�IT기술을�접목한�

운동성시험평가장치�및�재활�훈련기

•�환자�스스로�하는�능동적인�훈련기

•게임으로�즐기는�재활�훈련기

•�짧은�시간�사용에�재활�효과가�큰��

훈련기

•안전을�고려한�디자인

제품 기능 

•초기�데이터�설정�및�균형상태�평가

•�신체의�수평,�수직�움직임을�감지하는��

3차원�운동�기능

•운동�효과를�표시하는�기록�기능

•개인�상태에�따른�훈련�레벨�설정�기능

•7단계�게임�기능

•환자의�넘어짐�보호�기능(안전벨트)

구성품 

•�발판부,�모니터부,�기구본체,�

수직감지센서,�안전벨트,�프로그램�CD

제품 사양 

•최대�사용�가능�몸무게:�140Kg

•관절�운동각도:�-70도�~�+70도

•터치스크린�모니터

•�제품�사이즈:�길이(L)�1,122mm�x�폭(W)�

880mm�x�높이(H)�1,565mm�(±10%)

•몸�고정�장치:�탈착형�안전벨트

•사용전압:�AC�220V

•주파수:�50~60Hz

※�이�제품은�‘의료기기’이며,�‘사용상의�주의사항’과�‘사용방법’을�잘�읽고�사용하십시오.

•제품명 : 3차원 균형 훈련기
• 조합의료기기 

(운동성시험평가장치, 수동식기능회복용기구)

• 본 제품 사용대상자 :  

하지 재활 운동이 필요한 환자



재활 환자에게 수평 무게중심 이동과 수직 구부림 훈련을 시키는 의료기이다. 

발판에 부착된 센서로 좌우 하중의 차이를 측정하고, 다리에 착용하는 센서로 무릎의 굽힘 정도를 측

정하여, 환자의 균형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게임을 통해 환자가 재미있게 훈련할 수 있으며 누적된 

데이터로 몸의 호전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3DBT-11 모델은 3DBT-2모델과 기본 기능 및 효과는 유

사하나, 크기를 줄이고 가격을 낮추어 개인병원, 한의원, 개인환자의 사용을 권고한다.

제품 특징

•�의료특허와�IT기술을�접목한�첨단�하지�균형�훈련기

•�하지�균형�상태�평가�및�단계별�훈련�기능

•�의학적�근거에�의한�정확하고�올바른�재활�훈련기

•�짧은�시간�사용에�재활�효과가�큰�훈련기

•�3DBT-2와�기능과�효과가�동일한�저렴한�가격

•�기구가�간단하여�설치�및�이동이�간편함

제품 사양

•�최대�사용�가능�몸무게�:�140kg

•�관절�운동각도�:�-70도�~�+70도

•�터치스크린�모니터

•�제품�사이즈�:��길이(L)�400mm�x�폭(W)�600mm�x�높이(H)�65mm�(±10%)

•�주파수�:�50~60Hz

•�어댑터�:�100~240VAC�in�/�12VDC�out

구성품

•�발판부,�수직감지�센서,�어댑터,�모니터(Option),��

프로그램�CD,�컴퓨터(Option)

수직감지 센서
환자의�다리�기울기�측정

하중 센서
환자의�우측�하중을�감지

하중 센서
환자의�좌측�하중을�감지

본체

※ 이외의 구성품은 옵션으로 제공되며, 제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것입니다.

의료기기 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품목허가 제허 13-174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업허가 제 3399호

특허 제 10-0639530호

특허 제 10-0635906호

운동성시험평가장치
3DBT-11

광고심의필�:�심의중

※�이�제품은�‘의료기기’이며,�‘사용상의�주의사항’과�‘사용방법’을�잘�읽고�사용하십시오.

•제품명 : 3차원 균형 훈련기
• 조합의료기기(운동성시험평가장치, 전동식기능회복용기구)

• 본 제품 사용대상자 :  

하지 재활 운동이 필요한 환자



운동성시험평가장치
3DBT-12

하지 재활 환자를 대상으로 수평 무게중심 이동과 수직 구부림 훈련을 시켜 몸 상태를 개선시키는 재

활치료기이다. 좌우 하중의 차이를 측정하고, 무릎의 굽힘 정도를 측정하여 환자의 몸 균형상태 평가

기능이 있으며, 장기간 누적된 데이터로 몸의 호전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모든 훈련은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환자가 재미있고 능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치료의 효과를 높

일  수 있다. 3DBT-12 모델은 기존 3DBT-2 모델 기능인 무게중심 수평이동과 무릎 구부림의 복합

운동 게임에 중증 환자가 무릎 구부림 없이 무게 중심의 수평이동만으로 할 수 있는 게임과, 경증 환

자가 보행 능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게임 기능이 추가된 개선 제품이다.

제품 특징 및 기능

•�의료특허와�IT기술을�접목한�운동성시험평가장치�및�

재활�훈련기

•�하지�균형�상태�평가,�훈련�데이터�기록�기능

•�짧은�시간�사용에�재활�효과가�큰�훈련기

•3�종류의�게임�탑재

•중증환자와�경증환자�사용가능

•게임으로�즐기는�재활�훈련기

•�설치�및�이동의�간편함(바퀴�장착)

제품사양

•�최대�사용�가능�몸무게�:�140kg

•관절�운동각도�:�-70도�~�+70도

•터치스크린�모니터

•제품�사이즈�:��길이(L)�1,350mm�x�폭(W)�850mm�x�

높이(H)�2,000mm�(±10%)

•사용전압�:�AC�220V

•주파수�:�50~60Hz

•어댑터�:�AC�220V�in�/�DC�12V�out

구성품

•�발판부,�모니터부,�기구본체,�수직감지센서,�어댑터�

수직감지 센서
환자의�다리�기울기�측정

발판부
환자의�좌우측�하중을�감지

모니터부
Touch�LCD�모니터

OS�및�게임프로그램�구동

확장프레임(Option)

의료기기 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품목허가 제허 13-214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업허가 제 3399호

•특허 제 10-0639530호

•특허 제 10-0635906호

※�이�제품은�‘의료기기’이며,�‘사용상의�주의사항’과�‘사용방법’을�잘�읽고�사용하십시오.

•제품명 : 3차원 균형 훈련기
• 조합의료기기 

(운동성시험평가장치, 수동식기능회복용기구)

• 본 제품 사용대상자 :  

하지 재활 운동이 필요한 환자



몸의 불균형을 유도하여 하지 근력운동을 유도하는 훈련기이다. 

상판지지대와 무릎보호대의 좌우 슬라이딩 및 발판의 스프링을 통하여 환자의 불균형을 유도할 수 

있으며, 상판지지대 높이와 안전벨트는 리모콘을 통해 전동식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넘어짐 방지를 

위하여 무릎 고정대 및 엉덩이 받침 벨트가 있다.

수동식정형용운동장치
3DBT-25

※�이�제품은�‘의료기기’이며,�‘사용상의�주의사항’과�‘사용방법’을�잘�읽고�사용하십시오.

광고심의필�:�심의중

•제품명 : 3차원 균형 훈련기
• 본 제품 사용대상자 : 

하지 재활 운동이 필요한 사람

제품 특징

•몸의�불균형을�유도하여�균형�유지�및�근력�운동

•좌우로�이동이�되는�상판지지대와�무릎�보호대

•스프링이�부착된�발판�옵션

•환자�키에�따른�상판지지대�높이�조절�기능(리모콘�사용)

•환자에�따른�안전벨트�조임�조절�기능(리모콘사용)

•포인트�컬러�사용�디자인

구성품

•불균형�유도부�:�상판지지대,�발판

•환자�고정부�:�안전벨트,�무릎보호대

�

제품사양

•상판�지지대�높이�조절�범위�:�0~30cm

•제품�사이즈�:�길이(L)�835mm�x�폭(W)�805mm�x�높이(H)�1180mm

•제품�무게�:�104kg�(±10%)

동작원리

•환자가�선�자세를�유지하게�하여�

하지�근력을�강화시키는�기립대�기능을�한다.

•좌우로�슬라이딩��되는�상판지지대와�

스프링이�부착된�발판의�흔들림이�환자의�

불균형을�유도하여�자연스럽게�균형을�

유지하는�훈련과�근력운동을�

할�수�있도록�한다.

리모콘
상판�높낮이�및�안전벨트를�조절

안전벨트
안전을�위하여�엉덩이�부분�지지

상판지지대
손잡이가�있으며,�상체�좌우�이동을�통한�하지�

근력�향상

무릎 보호대

발판(옵션)
스프링이�부착된�발판,�불균형�유도



앉은 자세에서 의자에 부착된 무게센서와 좌우 버튼을 이용한 게임을 통하여 체간 안정화 훈련이 

가능하고, 발판센서를 이용하여 일어서는 훈련으로 하지 근력 보강이 가능한 로봇재활 의료기이다.

체간 안정화와 하지 근력 강화 훈련은 모두 게임을 통하여 재미있게 할 수 있고, 누적된 데이터로 

몸의 호전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제품 특징

•IT와�의료�융합�훈련기

•체간�안정화�및�하지�재활�평가/훈련�가능

•장비�하나로�5�종류의�훈련이�가능

•체간안정화,�트위스트�훈련,�전후운동,�일어서기�훈련,�무게중심이동�훈련

•실시간�Bio-feedback�훈련

•환자중심의�능동적�훈련기

•터치�LCD,�안드로이드�기반의�쉬운�작동법

•로봇팔,�로봇의자�기능

•팔걸이와�의자�높낮이�조절

구성품

•발판부,�로봇팔,�로봇�의자부,�모니터부,�기구본체

�

제품사양

•최대�사용�가능�몸무게�:�140kg

•터치스크린�모니터

•제품�사이즈�:�길이(L)�1,390mm�x�폭(W)�605mm�x�높이(H)�1,335mm�(±10%)

•전원정격�:�AC�110~220V,�60Hz

동작원리

앉은�상태에서�환자의�체간�안정화�훈련과�로봇의�도움을�받아�일어서는�훈련을�시키는�하지�재활�훈

련기이다.�또한�일어선�자세에서�좌우�균형을�측정하고,�평가하고,�훈련�할�수�있다.

운동성시험평가장치
3DBT-33

안전장치(Option)
넘어짐�방지(기구�프레임)

안전장치(Option)
넘어짐�방지(안전보호대)

로봇 Tilting 의자
환자가�일어설�때�도움�주는�틸팅이�가능한�

의자

로봇팔
일어설�때�환자에게�도움을�줄�수�있도록�함.

모니터부
훈련용�터치�모니터

체간안정화 게임용 터치 버튼

※�이�제품은�‘의료기기’이며,�‘사용상의�주의사항’과�‘사용방법’을�잘�읽고�사용하십시오.

광고심의필�:�심의중

•제품명 : 체간안정화재활로봇균형훈련기
• 조합의료기기(운동성시험평가장치, 전동식기능회복용기구)

• 본 제품 사용대상자 : 체간 보정이 필요한 사람
하지 재활 운동이 필요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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