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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슈브
설명회

BRAIN INNOVATION



뉴로피드백! 
원하는 뇌를

만든다.

위 QR코드를 찍으시면
해당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경망 발달 – 뉴로피드백 효과



서울대 뇌를 만들어 놓고 공부시켜라

위 QR코드를 찍으시면
해당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경뇌파와 기초율동

• 배경뇌파(Background EEG)

• 외부의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뇌
가 작업을 하지 않고 아무 생각없
이 쉬고 있을 때 뇌파

• 지속적이고 연속성이 있는 리듬
으로 뇌파의 대부분을 지배

• 일반적으로 폐안 시 리듬을 일컬
음

• 기초율동과 동일하게 사용함

• 반대개념으로 돌발뇌파
(Paroxismal EEG)

• 극파, 예파, 서파 등

• 기초율동

• 폐안, 각성, 안정시 지배하는 뇌파

• 연령에 따라 주파수가 다름

• 정상 성인은 알파파

나이 주파수

5세 이하 6Hz이하

7세 이하 7Hz

10세 이하 8Hz

15세 이하 9Hz

15~45세 9~11Hz

50세 이상 9Hz

70세 이상 8Hz

80세 이상 7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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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큐 향상 사례 1
(대교 학습지)

뇌파슈브 Pilot Project 1차결과보고서



아이큐 향상 사례 2

60명 전원 영재 판정

 ● 전전두엽 뉴로피드백 훈련과 유아의 뇌기능 및 지능발달에 대

한 연구

정상적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개월간 뉴로피드백을 진행

논문을 쓰기로 결심하고 뉴로피드백 훈련을 월에 시작해 월에 끝냈

는데 회당 분씩 여회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 하나하나를 일

일이 챙기며 특성을 반영해 나갔다

그해 말 훈련이 끝난 아이 중 약 정도가 영재 판정을 받았고 이에 고

무돼 논문 이후 후속 훈련한 아이들 대부분 영재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훈련의 결과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고 그 결과를 전해들은 주변의

여군데 이상 유치원에서는 뉴로피드백 도입을 유행처럼 따라했다



일본 도쿄대학 뇌과학부의 9개월 검증

 일본 도쿄 이과학대학 뇌과학부 시노하라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뇌파슈브의 효과를 검증하면서 뇌가 차분해지고, 

주의, 집중력이 향상되는 걸 보면서 교수 자신도

효과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며

"깜짝 놀랐다"

는 내용으로 발표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발표된 내용을 번역문과 함께 소개합니다.



계발된 두뇌
능력 지속적

유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뇌파슈브 사용 이후에도 계발된 두뇌 능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나타남＂

피험자에게 목표자극을 주었을 때 반응을 보이기까지의 시간을 과정수행 잠재기로 정의한다. 이 잠재기가 짧아지면 인지기능의

효율성이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뇌파슈브 시스템 사용을 통제한 통제집단은 잠재기상의 차이가 없었지만, 뇌파슈브 시스템을 사용한 실험집단의 경우에는

후기실험의 끝부분 데이터를 보면 초기실험보다 잠재기 시간이 현저하게 단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청 활용

서울 교육청 뇌과학을 통한 최첨단 리더 교사 되기

경기도 교육청 / 대구 교육청 기초학습 부진아 대상 학습 향상 프로그램

인천교육청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부산교육청 발달장애, 지적장애 대상 특수학교

세종교육청 인지능력검사 및 뇌파훈련

제주도교육청 인성교육 품성교육

교육청 뉴로피드백 도입



하버드
집중력 수업

• 《하버드 집중력 수업》은

집중력을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방법을 설파한다. 미국 하버드대

출신 교육 전문가인 3명의 저자가

3년 동안 하버드대 학생 수백 명을

인터뷰해 공통점을 찾았다. 

• 저자들은 “지능 수준과

가정환경이 각기 달랐지만 성적은

결국 집중력에 의해 갈렸다”며

“문과와 이공계를 넘나들며 조사한

결과 집중력 향상 모델을

발견해냈다”고 설명한다. 

• 이른바 ‘Me5’ 모델이다. 

무아지경에 빠지게 하는 사고체계를

뜻한다. 이는 감정, 효율, 에너지, 

방해요소 제거, 뉴로피드백 훈련 등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디지털 치료제, 
• 김선민 심평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밝힌 새로운 형태의 의료서비스의

급여화에 대한 준비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다. 심평원 측은 올해 말 국내 ‘제1호

디지털치료제’ 탄생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의 스킨십에 나선

상황이다.

디지털 치료제는 알약 형태의 전통적인 신약개발에서 벗어나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에 탑재된 치료용 소프트웨어다.

심평원 측은 아직 국내 허가 사례가 없어 우선 해외 사례를 적극 검토 중이다. 

장준호 부장은 “독일 미국 등 선진국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 치료제 급여권 안착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연구 중이다”고

전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일본은 이미 보험 급여권에 등재된 디지털

치료제가 있다는 점이다.

• 다만 김선민 심평원장은 “디지털 치료제는 평소에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혁신 기술”이라며 “현황을 파악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솔로몬 뇌파슈브

BRAIN INTELLIGENCE

§제품소개서 §

-뇌건강최고의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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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방송보도내용

Brain health = Life health

SOLOMON 뇌파슈브



Ⅰ. 뇌파슈브소개

§ 뇌를 건강하게, 뇌를 뛰어나게, 솔로몬 뇌파슈브! §



1. 핵심기술 및 제품구성

대뇌 피질의 일반적인 활동을 감지할 수 있는 파동.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지만 어떤 종류의 인지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음

사용자의 뇌파를 측정해서 특정 뇌파가 발생했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려주면
뇌는 자동으로 그 특정 뇌파를 조정하는 원리

획일화된 질환이나 증상의 개선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뇌파진단
결과의 정량적 분석에 따라 비정상 뇌파지표를 정상범위로 실시간 조정하는 맞춤
훈련이 가능함

뇌파슈브
S20-SM

뇌파슈브스펙

실시간 뇌파
측정 기구

뇌파 분석을 위한
측정 프로그램

브레인케어

뉴로피드백을 이용한
다양한 뇌훈련 프로그램

브레인에듀

뉴로피드백 원리를 이용
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
해 뛰어난 두뇌로 만들

기

사진 사진

기술의
원리

제품
및

서비스

뇌파란?

뉴로피드백이란?

뉴로피드백을
이용한 두뇌개발

정확하고 편리한 측정 맞춤 두뇌건강 서비스

Ⅰ. 뇌파슈브소개1. 핵심기술및제품구성

호르몬밸런스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정상으로 되돌려

주는 프로그램

성장

우리 몸의 성장에 관한
시스템을 뉴로피드백을
통해 키 크게 만드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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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뇌파슈브 소개2. 제품및서비스세부내용

뉴로피드백뇌파슈브 뇌훈련 프로그램

Ⅰ. 뇌파슈브소개

- 19 -

2. 제품및서비스세부내용

AI BRAIN CARE AI BRAIN LAERNING AI HORMON BALANCE

성장 호르몬분비 조절 및말초

신경계와 자율신경계를 자극

하여 신경전달 촉진.

내분비계를 자극하고 호르몬

분비와 전달을 원할하게 조절

내분비샘을 활성화하여

호르몬의 분비를 원할하게 하

고밸런스를 높여주어 몸전체

건강 향상에 도움

내몸의 건강에 집중하여

뉴로피드백 훈련을 진행



뉴로피드백BQ뇌진단

Ⅰ. 뇌파슈브소개2. 제품및서비스세부내용

- 20 -



검사결과지
(간단보기)





뉴로피드백건강증진토탈서비스

● 뇌기능분석 : BQ 검사를 기반으로 뇌건강 분석과 심리분석, 정서분석, 스트레스 분석 솔루션 (특허출원)

● 브레인헬스(Brainhealth) : 신경망의 발달을 촉진하여 뇌 전체적인 건강 증진 솔루션 (특허 출원)

● 명상 훈련(Meditation) : 호흡조절과 뉴로피드백 기술을 접목한 명상 훈련 솔루션 (특허 출원)

● 호르몬밸런스 : 시상하부의 내분비계 조절능력을 향상시켜 호르몬 균형을 잡는 솔루션 (특허 출원) 

● 성장(Growth) : 성장기 청소년들의 성장호르몬 분비와 성장판의 발달을 촉진하는 솔루션 (특허 출원) 

뉴로피드백 기술로 신경망을 발달시켜 뇌건강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도 증진시키는 서비스

성장 호르몬

Ⅰ. 뇌파슈브소개2. 제품및서비스세부내용

- 23 -

건강브레인헬스



Ⅰ. 뇌파슈브소개3. 사업방향

§뇌를 건강하게, 뇌를 뛰어나게, 솔로몬 뇌파슈브 §

Enumeration

뇌파분석

 사용하기 편리함

 결과가 정확함

 다양한 증상에 적용

뇌건강분석

뇌개선 뇌개발

• 사용하기 편리함
• 결과가 정확함
• 다양한 증상에 적용

• 전세계 모든 병원에서 정신건강
검사 시스템으로 사용

• 가정에서 상비하여 사용

• 증상별 전문화
• 재발위험 방지
• 다양한 증상에 적용

• IQ 150 이상
• 노화 예방 및 방지
• AI를 뛰어넘는 BI

• ADD, ADHD, 자폐, 아스퍼거
• 간질, 틱장애, 발달장애
• 불면, 두통, 스트레스, 피로
• 우울증, 조울증, 불안, 공항

장애, 강박증 등 정서장애
• 뇌세포손상, 뇌졸증
• 기억력 감퇴, 주의산만, 노화
• 치매, 파킨슨
• 인지능력

• 주의집중능력
• 기억력
• 공간지각능력
• 판단능력
• 정보처리능력
• 속독, 암산
• 언어능력(외국어 능력)
• 학습능력, 업무능력

• 전세계 모든 병원에서 각종 뇌
질환 치료기로 사용

• 각 가정에서 상비하여 사용

•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학습프로그램으로 사용

• 기업에서 업무능력향상 프로
그램으로 사용

뇌건강개선 뇌개발콘텐츠

- 24 -



Ⅱ. 사업실적및활용사례

§뇌노화! 뇌장애! 그대로 내버려두시겠습니까? §



1. 사업실적

내 용

◆ 150만건 이상의 빅데이터 누적

◆ 10,000여명 이상의 뇌교육사 배출

◆ 200여편의 국내외 학술논문

◆ 1,000여개 유치원에 납품

◆ 600여개 학교, 학원에 납품

◆ 200여개 의료기관에 납품

◆ KT, SKT와의 모바일 컨텐츠사업화 실적

◆ 경기도 교육청과의 기초학력증진사업 실적

◆ 경기도 교육원과 과학영재/수학영재 뇌훈련 실적

◆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 과제 진행 "고감도 착용형 디지털 고감도 뇌파측정장치 설계기술"

◆ 국책과제 “사용자 의도인지형 Brain_Machine Interface 개발” 참여(서울대,한양대,한국과학기술원, 5년 과제)

“뇌정신이 건강한 세상”을 추구하는 뇌파슈브는 다양한 사업적 성과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뇌산업 활용범주주요실적 요약

Ⅲ. 사업실적및활용사례



2. 활용사례

▶ 서울 교육청 ◀

뇌과학을 통한 최첨단

리더 교사 되기

▶ 경기도 / 대구 교육청 ◀ ▶ 인천 교육청 ◀

▶ 부산 교육청 ◀ ▶ 세종 교육청 ◀ ▶ 제주도 교육청 ◀

기초 학습 부진아 대

상 학습 향상 프로그

램

외상 후 스트레스 장

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대상 특수학교

인지능력검사 및 뇌파

훈련

인성교육 & 품성교육

뇌산업 활용범주교육청 뉴로피드백 도입

Ⅱ. 사업실적및활용사례



Ⅱ. 납품실적및활용사례2. 활용사례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임상실험실

동의대학교

동명대학교

21년 음악치유학과 뇌

파훈련

4차산업혁명 미래인

재양성 뇌건강복지상

담사

인지능력검사 및 뇌파

훈련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운동재활처방학과 진

행중

대동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11년 창의인성함양

프로그램

6월 사회복지학과 자

격증

뇌산업 활용범주대학교 뉴로피드백 도입 - 부산권



Ⅲ. 특허및인증서

§뇌파슈브로 당신의 뇌를 최고로 만드십시요! §



Ⅲ. 특허및인증서1. 국내인증서

구분 내용 번호

특허

❶ 전전두엽에서 측정한 뇌파 데이터의 고속푸리에 변환을 통한 누적데이터의 패턴분석
을 이용한 건강진단 장치 및 그 방법

특허 제 10-0719068호
(2007. 05. 10)

❷ 뇌파 바이오피드백을 이용한 두뇌 개발장치 및 그 방법
특허 제 287549호

(2001. 01. 29)

❸ 헤드밴드를 이용한 실시간 뇌파측정 장치 및 그 방법
특허 제 282733호

(2000. 11. 30)

❹ 뇌파신호를 이용한 게임장치 및 그 방법
특허 제 306295호

(2001. 08. 07)

❺ Apparatus and method of diagnosing health using cumulative data pattern analysis via  

fast Fourier transformation of brain wave data measured from frontal lobe

미국특허
US7, 756, 575 B2 

(2010. 7. 13)

인증서

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증
MSIP-REM-Bp1-NeuroHarmonyS

(2017. 01. 02)

② 벤처기업확인서
제 2016401092호

(2016. 07. 04)

③ 미래창조과학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제2013114841호

(2016. 12. 15)

❶ ① ② ③❷ ❸ ❹ ❺

회사는 세계 최초의 뉴로피드백 기반의 휴대용 뇌파측정기(뇌파슈브 S20-SM)와 SOLUTION을

보유하고 지난 19년간의 10만건 이상의 임상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음



Ⅲ. 특허및인증서2. 해외인증서

US. FDA 인증 (미국식품의약국)

US. FDA Registration Certificate

- Project Name : Pyong Woon Park

- Sample ID: Neuroharmony

- Function : measuring brain wave and neurofeedback training

- Expiration Date : 2018. 11. 01 ~ 2019. 12. 31



#첨부. 방송보도내용

§ 뇌를 건강하게, 뇌를 뛰어나게, 솔로몬 뇌파슈브! §



#첨부. 방송보도내용

VJ특공대

[VJ특공대 트로트 부르기 전후 뇌활성도 뇌파슈브 측정 도구 활용]



VJ특공대

[KBS VJ 특공대 2017.6.30 백색소음과 집중력 뇌파분석]

#첨부. 방송보도내용



명랑해결단

[명랑해결단 육사수석 서경석 뇌파분석 뇌파슈브 도구 활용]

#첨부. 방송보도내용



MBN 천기누설

[MBN 천기누설 내 몸을 죽이는 식탐 끊어야 산다]

#첨부. 방송보도내용



기타 방송 채널

[각종 언론 매체 뉴로피드백 효과 보도]

#첨부. 방송보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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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