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팔팔 상하지 훈련기
SBT-110B (훈련기)
• MS-110B (운동기)

*

•고령자

및 재활 환자의 상지와 하지의 근력강화, 균형능력 훈련

•인지능력

향상 및 치매지연에 좋은 복합 운동기

•버그균형지수

자동 평가

•품목명 : 수동식기능회복용기구
•식약처 제조업 허가번호 제 3399호
•식약처 품목 허가번호 제신 16-782호
•KGMP 인정 / ISO13485 인증
•FDA 등록 D301385
•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MSIP-REM-MNT-110)
•국내 특허 등록(제 10-2093185호)외 2건
•해외 출원 : 미국, 중국, 인도, 베트남(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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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원

제조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천동로 162, 상가동 비03호
Tel. 070-4647-3644 I Email. hyunee14@menq.co.kr

경북 구미시 산업로 258
Tel. 054-444-2377 I Email. master@manntel.com

SBT-110B / MS-110B

•

99팔팔 훈련 컨텐츠
다양한 훈련 콘텐츠를 통하여 고령자와 재활 환자들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상지훈련 & 인지훈련 (과일따기)

상지훈련 & 인지훈련 (산술연산)

상지훈련 & 인지훈련(퍼즐맞추기)

• 상지훈련과 인지훈련을 동시에 재미있게 훈련
• 지정해준 과일을 따서 아래 상자에 넣는 훈련

• 상지훈련과 인지훈련을 동시에 재미있게 훈련
• 덧셈, 뺄셈 수식에 대한 정답을 맞추는 훈련

• 상지훈련과 인지훈련을 동시에 재미있게 훈련
• 퍼즐 조각을 맞추어 그림을 완성시키는 훈련

하지훈련 & 인지훈련(같은 그림맞추기)

하지훈련 & 인지훈련(퀴즈풀기)

하지훈련 & 인지훈련 (장애물달리기)

• 9개의 발판을 사용한 하지 균형훈련
• 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그림 카드를 맞추는 훈련

• 9개의 발판을 사용한 하지 근력 및 균형훈련
• 퀴즈 풀이와 제시된 자세를 취하는 훈련

• 9개의 발판을 사용한 하지 근력 및 균형훈련
• 장애물을 피하여 달리는 훈련(미니게임 3종)

[ 미니게임 3종 ]

근력훈련 & 균형훈련

근력훈련 & 균형훈련

근력훈련 & 균형훈련

• 제자리 달리기 훈련

• 화살표 방향과 일치하는 발판  밟기 훈련

• 동물을 좌/우로 보내는 훈련

특징

규격

• 게임연동 훈련

• 측정기능

•사이즈 : 1,200(W) X 3,000(L) X 1,800(H)mm

• 데이터 관리

• 원격지원

•설치공간 : 1,500(W) X 3,300(L) X 2,000(H)mm
•제품 무게 : 130Kg    •최대 사용 몸무게 : 150Kg
•전원/소비전력 : AC 100-240V, 50/60Hz / 370W

구성품
• 발판(무게감지센서 포함), 컴퓨터, TV 모니터, 모니터 거치대,

•모니터 : 49″ Full HD 평면형 스크린

모션센서, USB케이블, 무선키보드, 게임 콘텐츠

Tel. 070-4647-3644
Email. hyunee14@men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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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시험 : 전북대병원
※ 사이트 : 가톨릭관동대, 충남 예산군 치매안심센터, 부산테크노파크,
성남고령친화센터, 충남 예산보건소, 대구대학교, 경북기계공고 외
※ 해외 : 일본, 홍콩, 중국, 베트남, 이라크, 인도네시아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