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바이오피드백 장치

Measuring is Believing

표면 근전도
Surface EMG (Electromyography)

표면근전도는 피부표면에 전극을 부착하는
무통증, 비침습적인 방식입니다!
근 운동단위 한 개의 전기적 활동만을 측정하는 Needle EMG와는 달리 고통없이 편안하게 근 운동단위 집합체의 총체적인 시너지 활동을
정량적으로 분석 할 수 있어 근 골격계 질환 관련 재활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표면 근전도의 유용한 임상 효과들이 많이 보고되면서, 관련 연구자들은 더 세부적인 근질환에서의 진단방법과 바이오피드백을 이용한
효율적인 치료방법들을 속속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비사용처
병원 운동
치료시

정형외과

정션박스
재활의학과

마취통증
의학과
본체

대학교 체육
관련학과

의료용 바이오피드백 장치

Measuring is Believing

표면 근전도
Surface EMG (Electromyography)

과학적인 검사에서 훈련까지 책임지겠습니다. QEMG-4XL은...
의료용 장비

간단하고 깔끔한 GUI

- Surface EMG 의료기기 제조 품목 인증 제품

- 원 버튼 클릭방식

- 허가번호 : 제허 13-462호
(동작 분석 역동적 근전도 검사 및 바이오피드백가능)

- 체계적인 DB
- 검사 결과 저장 및 환자 추적관리

유.무선 겸용

Text Format 저장

- 정확한 무선 데이터 전송 (약 50M)

- Text file형태로 저장되며 연구자
분들도 쉽게 액셀, 워드에서
자유롭게 편집

- Simple한 Design
- 작고 Portable하여 이동성 용이

정량적 (Quantitative) Data 추출
[RMS, MEF, %MVC 측정가능]

고객지원 및 정기 교육지원
- 빠른 AS 및 원격 지원
- 근전도 기본교육 및 실습

재활프로그램 EMG Biofeedback
[재활훈련을 통한 근력 향상 훈련]

근전도 측정 시스템

EMG

Electromyography

근전도

각 채널 표면근전도 측정 및 PC저장

QEMG-4 (LXM3204)

50여가지 근전도분석 및 전처리 기능 (실시간 지원)

/ 4채널 전산화 유선 근전도 측정 시스템 (USB 방식)

근전도-바이오피드백 기능
%MVC, RVC 정규화 가능
자극제시 기능 (동영상, 그림, 문장, 음악)

WEMG-8 (LXM3208-RF)

실시간 피험자 반응키, 이벤트 마킹기능
타이머, 샘플링주파수, 채널수, 증폭도 선택 가능

/ 8채널 전산화 유선 근전도 측정 시스템 (USB 방식)

개발자용 라이브러리 함수 제공

- 의료기기 제조 품목 인증 제품
- 허가번호 : 제 06-291호

LXM3208-RF

LXM3204

WEMG-8 (LXM5308)
LXM5308

/ 8채널 무선 근전도 측정 시스템
사이즈가 소형화되어 이동이 쉽고, 원하는 장소에서 측정 가능
반경 30m (가시거리, 개방공간) 이내에서 측정 가능
무선기능 강화! 노이즈 최소화 하여 정확한 데이터 측정 가능
8채널 표면근전도 측정 및 PC 저장
강력한 S/W툴로 근전도 분석 및 전처리 기능(실시간 지원)
외부트리거 신호 입력 기능
실시간 피험자 반응키, 이벤트 마킹 기능
타이머, 샘플링주파수, 채널수, 증폭도 선택 가능
* 주의사항 장애물이 많은 실내 환경에서는 안정적 통신 가능 거리가 20m 이내로 줄어듭니다.

QEMG-4 (LXM3204) 스펙

WEMG-8 (LXM3208-RF) 스펙

EMG Amplifier
Number of Channels
Input type

EMG Amplifier

EMG Amplifier
Number of Channels

8channels

Number of Channels

Bi-polar

Input type

Bi-polar

Input type

Bi-polar

Sensitivity adjustment

5,000uVp(max),
312.5uV (min) /
Software control

Passband

13Hz ~ 430Hz (-3db)

214.5uVp(max),
1.786mVp (min) /
Control Step : Linear 16 Steps
Software control

Passband

13Hz ~ 480Hz
(-3db Response)

Notch filter frequency

AUTO

Internal Noise level

20uVrms (max)

Junction box
junction box for connecting the
electrode the electrode

use

AD conversion
Converting Resolution

12bits

Sampling Frequency

128Hz, 256Hz, 512Hz, 1024Hz
/ Channel Software control

Communication protocol
Type

USB

Version

2.0 compatible

System input and output
USB Port

Mechanical Property

Sensitivity adjustment

14.1mV (max), 0.45V (min) /
Control Step : Linear 255
Steps Software control

Passband

8Hz ~ 480Hz
(-3db Response)

Notch filter frequency

AUTO

Internal Noise level

20uVrms (max)

junction box for connecting the
electrode the electrode

use

AD conversion

230,400bps
16dBm (max)

Sampling Frequency

128Hz, 256Hz, 512Hz,
1024Hz, 2048Hz /
Channel Software control

Receiver Sensitivity

-83dBM

RF modulation

FHSS(Frequency Hopping
Spread Spectrum)

Antenna

4dBi

Reliable communication
distance

30m

Communication protocol
Type

USB

Version

2.0 compatible

Digital output

USB Port

Analog output

ch : 8 Fixed gain : 700

100mm(W) x 150mm(H) x
60mm(D) -200g

Electrical Property

Converting Resolution

10bits (1024Hz Smapling),
7Bit (2048Hz Sampling)

Sampling Frequency

128Hz, 256Hz, 512Hz,
1024Hz, 2048Hz /
Channel Software control

USB Port

Supply voltage

100-240 VAC (Free Voltage),
50/60Hz

Antenna

SMA

Power Consumption

11VA

Aux input

BNC

Fuse

T1AL-250V
Environment

30 ~ 80 %

AD conversion

Digital output

Environment

Humidity

use

System input and output

Electrical Property

10 ~ 40 (℃)

junction box for connecting the
electrode the electrode

Mechanical Property

Junction Box

Temperature

Junction box

System input and output

95mm(W) x 139mm(H) x
34mm(D) -280g

T1AL-250V

2.4GHz ISM (industrial,
Scientific, Medical) Band
2.4000~2.4835GHz,
79Channel

frequency

Data transfer rate

Junction Box

Fuse

Wireless

Transmission output

310mm(W) x 230mm(H) x
340mm(D) 5.6kg

10VA

20uVrms (max)

16bits

Main System

Power Consumption

AUTO

Internal Noise level

Converting Resolution

230mm(W) x 173mm(H) x
136mm(D) -1.2kg

100-240 VAC (Free Voltage),
50/60Hz

Notch filter frequency

Junction box

Main System

Supply voltage

8channels

4channels

Sensitivity adjustment

Digital output

WEMG-8 (LXM5308) 스펙

Temperature

10 ~ 40 (℃)

Humidity

30 ~ 80 %

Electrical Information

Electrical Information

Mechanical Property
Main System

200mm(W) x 150mm(H) x
69mm(D) 380g

Junction Box

100mm(W) x 150mm(H) x
55mm(D) 420g

Electrical Property

Type of protection

1 class

Type of protection

1 class

Receiver voltage

USB +5

Degree of protection

BF type

Degree of protection

BF type

Receiver current consumption

150mA (max)

Minimum Requirements of Computer system

Minimum Requirements of Computer system

Transmitter battery rated

1.5V (AA) * 4

Software

Telescan

Software

Telescan

CPU

Pentium 1GHz

CPU

Pentium 1GHz

Transmitter
Supply Current

Operating System

MS Windows XP /
Win7 / Win8

Operating System

MS Windows XP /
Win7 / Win8

Wireless connection mode
: 260mA, Complete access
mode : 170mA , Data
acquisition mode : 250mA

Battery usage time

8 hours

Memory

128MB

Memory

128MB

Hard Disk Space

100MB

Hard Disk Space

100MB

Communication port

USB

Communication port

USB

* Communication protocol, Environment,
Electrical Information, Minimum
Requirements of Computer system same

뇌파를 이용한 두뇌 학습

펀펀브레인
BES-2000 (Brain Education System)

학습증진을 위해 과학적인 뇌파를 이용한 두뇌 학습 시스템!
사용자들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학습검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검사방법들은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객관성이 결
여되어 있어 사용하기가 불편했습니다. BES-2000은 뇌파를 측정하여 간단하고 쉽게 학습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시스템
입니다. 뇌파를 측정하면서 공간 지각력, 기억력, 수리력, 과제 수행을 하여 기본적인 뇌파리듬과 순간 기억력, 판단속도, 집중력, 두뇌스트레스,
좌/우뇌 활성도 상태를 알 수 있으며, 10분의 검사로 여러 가지 뇌파 지표결과를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의 검사결과나 여러 번의
검사결과를 저장할 수 있으며, DB기능으로 검사자의 추이를 편리하게 추적관리 할 수 있습니다.

세부 검사 결과 항목
검사장면

집중력, 두뇌스트레스, 좌뇌활성도,
우뇌활성도, 순간기억력,
판단속도, 활성뇌파 리듬

검사결과

검사추이

뇌파를 이용한 패턴 자극 검사법
대표적인 탈문화된 검사법에는 레이븐 테스트가 있으며,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의 세계적인 모임인“멘사”라는 단체에서도 회원 가입시 채택
하고 있는 검사 방법입니다. 이 검사는 인지능력의 통합된 능력을 평가하는 도형 유추 혹은 도형 추리 검사 방법으로 언어가 배제되는 검사임에
도 불구 하고 지능의 일반요인 (General Factor, G-Factor)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주요 사용처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특수지원교육지원센터, 상담센터, 두뇌개발센터 및 영재교육원

뇌파를 이용한 두뇌 학습

펀펀브레인
BTS-2000 (Brain Training System)

생체 지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 훈련!
BTS-2000은 생체 조절지표 수준을 사용자 자신에게 실시간 정확하게 알려주는“생체”거울과 같은 응답기능이 핵심이며, 이러한 응답기능은
사용자가 파악하기 쉬운 시각적 또는 청각적 형태로 주어집니다. 이러한 뉴로피드백 장치는 사용자가 목표한 생체조절 지표(집중력, 두뇌이완,
좌우뇌 등)를 높게 또는 낮게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 훈련을 할 때 필요한 기기입니다.

| 집중력 강화 |

| 두뇌 이완 |

| 시청각 자극 |
면

검사장면

훈련결과지

결과추이

볼링게임

골프게임

| 좌뇌 활성 |

| 우뇌 활성 |

뉴로피드백이란?
행동치료법의 일종으로 인간이 원하는 변화에 관한 정보를 얻으면 변화를 일으키려는 행동이 강화
되어 변화가 일어나기 쉬워 진다는 이론에 근거를 둔 체계화된 훈련입니다. 따라서 뉴로피드백은
사용자가 정신 활동을 통해 생리현상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용자는 의식에서 감지되지 않는 생리적 과정들에 대하여 수의적 조절 능력을 얻게 됩니다.
뉴로피드백은 보통 주2~3회 총 20~40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효과가 있으며 매회 훈련은
피검자의 상태에 따라 보통 10분~30분 정도 시행합니다. 어른의 경우는 소아의 비해 비교적 훈련
기간을 길게 잡아야 합니다. 최면, 명상, 소리자극, 빛 자극, 향요법, 손동작, 색자극, 음악 등의 다른
요법을 적절히 병행하시면서 뉴로피드백을 하시면 더 빠른 훈련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
에서는 뉴로피드백을 뇌파 바이오피드백, 뇌파 트레이닝, 브레인 에어로빅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 다양한 훈련 |

Electrocardiography

전산화 심전도측정 및 분석시스템

ECG

심전도
표준3채널 전산화 심전도측정 및 분석시스템
Lead I, II, III 심전도측정 및 PC저장
표준사지유도 방식으로 착의 / 착석상태에서 측정가능

QECG-3

집게전극, 일회용전극 타입 지원
R-R Intervals, HRV 분석가능
자율신경-바이오피드백 기능
50여가지 심전도분석 및 전처리 기능 (실시간 지원)
자극제시 기능 (동영상, 그림, 문장, 음악)
실시간 피험자 반응키,이벤트 마킹기능
타이머, 샘플링주파수, 채널수, 증폭도 선택 가능
개발자용 라이브러리 함수 무상제공
스트레스 검사 소프트웨어 옵션제공
의료기기 제조 품목 인증 제품
허가 번호 : 제 04-203호

QECG-3 기본정보
/ 표준사지유도 3채널 심전도측정 및 PC 저장기능
양팔목, 양발목에 전극을 부착하는 표준사지 유도법에 의해 Lead I, II, III 심전도 신호를 측정하며, 측정된 심전도 데이터는 컴퓨터로 저장됩니다.
사지전극 부착방식이므로 착의, 착석 상태에서도 심전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 집게전극과 일회용전극 타입 지원
집게전극과 일회용전극 모두 사용 가능하므로 원하시는 전극 타입으로 측정 하시면 됩니다.

/ 심전도 및 심박간격 변이도 분석기능 (Quantitative Analysis)
심전도의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수십 종류의 기본 분석법들을 제공합니다.
마우스로 해당 분석아이콘을 클릭하는 방식이므로 초보자라도 쉽게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R-R Intervals, HRV 분석

임의 주파수 영역의 절대 및 상대파워값

LF, HF, norm LF, norm HF의 교감, 부교감 활성도 분석

다른 주파수 영역의 절대 및 상대파워값

LF/HF와 같은 자율신경 균형분석

다른 주파수 영역사이의 파워비율

SDNN, mean RR, 심박동수, RSA 분석

RRV 또는 HRV 확률분포에 의한 Mean, SD, Skewness, Kurtosis 분석

파워스펙트럼 (Power Spectrum) 분포

시간흐름에 따른 상기 분석변수들의 변화패턴 (Moving Window)

전산화 심전도측정 및 분석시스템

ECG

Electrocardiography

심전도
QECG-3 스펙

ECG Amplifier

Junction box

AD conversion

Communication protocol
System input and output
Mechanical Property

Electrical Property

Environment

Electrical Information

Minimum Requirements
of Computer System

Number of Channels

3channels

Input type

standard limb leads way

Sensitivity adjustment

530uVp (max) , 2.82mVp (min) /
Software control

Passband

0.14Hz ~ 140Hz (Half Amplitude)

Notch filter frequency

AUTO

CMRR

100dB (min. @10Hz)

Internal Noise level

3.54uVrms (max)

junction box for connecting the
electrode the electrode

use

Converting Resolution

12bits

Sampling Frequency

128Hz, 256Hz, 512Hz, 1024Hz /
Channel Software control

Type

USB

Version

2.0 compatible

Digital input and output

USB Port

Main System

230mm(W) x 173mm(H) x 136mm(D) 1.2kg

Junction Box

139mm(W) x 95mm(H) x 34mm(D) 280g

Supply voltage

100-240 VAC (Free Voltage)

Power Consumption

10VA

Fuse

T1AL-250V

Temperature

10 ~ 40 (℃)

Humidity

30 ~ 80 %

Type of protection

1 class

Degree of protection

BF type

Software

Telescan

CPU

Pentium 1GHz

Operating System

MS Windows XP / Win7 / Win8

Memory

128MB

Hard Disk Space

100MB

Communication port

USB

전산화 뇌파측정 및 분석시스템

EEG

Electroencephalography

뇌파
QEEG-4 [LXE3204]
LXE3204

/ 4채널 전산화 뇌파측정 및 분석시스템
동시 4부위의 뇌파 측정이 가능하며 측정된 뇌파 데이터는 컴퓨터로 저장됩니다.
●

의료기기 제조 품목 인증 제품

●

허가번호 : 제 04-555호

QEEG-8 [LXE5208]
/ 8채널 전산화 뇌파측정 및 분석시스템
동시 8부위의 뇌파 측정이 가능하며 측정된 뇌파 데이터는 컴퓨터로 저장됩니다.

LXE5208

QEEG-32FX
/ 의료기기 인증 제품으로 QEEG-8 [LXE3208] 제품 별도 판매
●

허가번호 : 제 03-1052호

●

배경 뇌파 소프트웨어 연동 가능

뇌파 시스템 기본정보
각 채널 뇌파측정 및 PC저장기능
50여가지 뇌파분석 및 전처리 기능 (실시간 지원)
ERP(P300,N600) 검출 기능
뇌파-바이오피드백 기능
자극 스케쥴링 기능 (동영상, 그림, 문장, 음악)
실시간 피험자 반응키, 이벤트 마킹 기능
타이머, 샘플링주파수, 채널수, 증폭도 선택 가능
개발자용 라이브러리 함수 제공

/ 32채널 전산화 유선 뇌파 측정 시스템
동시 32부위의 뇌파 측정이 가능하며 측정된 뇌파
데이터는 컴퓨터로 저장됩니다.
●

오토캘리브레이션

●

원격 자동 업데이트 - 쉬운 유지 보수

QEEG-32FX

QEEG-4 [LXE3204] 스펙

QEEG-8 [LXE5208] 스펙

QEEG-32FX 스펙

EEG Amplifier

EEG Amplifier

EEG Amplifier

Number of Channels

4channels

Number of Channels

8channels

Input type

monopolar

Input type

monopolar

Sensitivity adjustment

96.9uVp(max), 806.5mVp
(min) / Software control

Sensitivity adjustment

58.8uVp(max), 2.5mV (min) /
Software control

0.7Hz ~ 46Hz (-3dB)

Passband

0.6Hz ~ 46Hz (-3dB)

AUTO

Notch filter frequency

AUTO

Internal Noise level

2.83uVrms (max)

Passband
Notch filter frequency
Internal Noise level

1.41uVrms (max)

Junction box

Junction box
junction box for connecting the
electrode the electrode

use

junction box for connecting the
electrode the electrode

Converting Resolution

12bits

Sampling Frequency

Software control

Communication protocol
USB

Type

System input and output
USB Port

Mechanical Property

139mm(W) x 95mm(H) x
34mm(D) -280g

Junction Box

Electrical Property
100-240 VAC (Free Voltage),
50/60Hz

Supply voltage
Power Consumption

10VA

Fuse

T1AL-250V
Environment

Temperature
Humidity

A1, A2, (A1+A2)/2, Cz(CH18)

Input Range

±187.5 mV for all channels

Input Impedance

> 300Mohm

Internal Noise

< 0.2uVrms

CMRR

> 100dB

Input Error

< ±1%

Input Coupling

DC (@ High Pass Filter Off)

Gain Calibration

Yes
Yes

DC Offset Calibration

Sampling Frequency

128Hz, 256Hz, 512Hz,1024Hz,
2048Hz Software control

1 class

Degree of protection

BF type

Minimum Requirements of Computer system
Telescan

Leadoff Check

Lead OFF
- Active : Purple LED ON
- Reference : Purple
LED ON(selected),
LED OFF(non-selected)

USB

System input and output
Digital input and output

USB Port

Analog input and output

8ch

Leadoff Detection type

DC

Impedance Meas. Type

AC (62.5Hz)

Impedance Meas. Range

0 ~ 200 kohm

Impedance Error

±10%
Filter

Mechanical Property
Main System

250mm(W) x 132.5mm(H) x
300mm(D) -4.5kg

Junction Box

139mm(W) x 95mm(H) x
34mm(D) -340g

High Pass Filter, -3dB

Off, 0.1Hz, 0.5Hz, 2.5Hz,
12.5Hz, 25Hz,
for all sampling frequency,
User selectable

Low Pass Filter, -3dB

12.5Hz, 25Hz, 50Hz, off
(@ 250Hz sampling freq.)
25Hz, 50Hz, 100Hz, off
(@ 500Hz sampling freq.)
50Hz, 100Hz, 200Hz, off
(@ 1kHz sampling freq.)
100Hz, 200Hz, 400Hz, off
(@ 2kHz sampling freq.)

Notch Filter, fc

50/60 Hz
(on/off user selectable)

Attenuation

> 50dB

Electrical Property
Supply voltage

100-240 VAC (Free Voltage),
50/60Hz

Power Consumption

16VA

Fuse

T1AL-250V
Environment

Temperature

10 ~ 40 (℃)

Humidity

30 ~ 80 %

Electrical Information

Type of protection

Lead ON
- Active : Green LED ON
- Reference : Blue LED ON

Communication protocol
Type

10 ~ 40 (℃)
30 ~ 80 %

Real-time monitoring
12bits

Electrical Information

Software

Reference Selections

Impedance

Converting Resolution

230mm(W) x 173mm(H) x
136mm(D) -1.2kg

Main System

Mono-polar, 32 : EEG
Bipolar, 3 : EOG, ECG,
EMG, user defined

AD conversion

AD conversion

Digital input and output

use

Number of Channels

Type of protection
Degree of protection

1 class
BF type

Analogue to digital conversion
Resolution

24 bits

Sampling frequency

250, 500, 1k,2k sps/ch ;
user selectable
Interface

Mechanical Property

Telescan

Size
Weight

150mm(W) x 150mm(H) x
32mm(D)

CPU

Pentium 1GHz

CPU

Pentium 1GHz

Operating System

MS Windows XP /
Win7 / Win8

Operating System

MS Windows XP /
Win7 / Win8

Supply Power

Memory

128MB

Memory

128MB

Consumption current

Hard Disk Space

100MB

Hard Disk Space

100MB

Communication port

USB

Communication port

USB

USB 2.0

Communication port

Minimum Requirements of Computer system
Software

±50 ppm

Sampling frequency error

540 g
Electrical Property
+5 VDC (from USB Power)
270 mA 이하

Environment
Temperature

10 ~ 40 (℃)

Humidity

30 ~ 80 %

32채널 뇌파측정 시스템

QEEG-32FX
Ultra High Precsion

32채널
뇌파측정
시스템

QEEG-32FX 기본정보
광대역 : DC(0Hz) ~ 1000Hz
초저잡음 : ~0.2uVrms @ 250Hz. ~0.5uVrms @ 2000Hz
고정밀 디지타이징 : 24bit Resolution
고속 샘플링주파수 : 250Hz/500Hz/1000Hz/2000Hz
채널간 이득 균일성 : 0.01% 이내
기준전극 A1, A2, Cz 선택가능
뇌파전극/전극캡 모두 사용가능
보조채널 : 3채널. 바이폴라. EOG, ECG, EMG 임의 측정 가능

QEEG-32FX 특징
고정밀 다채널 광대역 생체전기신호 측정시스템
필터 선택기능 / 신호 왜곡 최소화 필터적용
오토캘리브레이션
전극 - 피부 임피던스, 피부 접촉정보
편리한 그래픽 환경
다양한 자극 설정 기능

전극-피부 임피던스

강력한 분석 기능
원격 자동 업데이트 - 쉬운 유지 보수
저전력 / 포터블 / 간편설치 / 쉬운측정

원격 자동 업데이트
쉬운 유지 보수
Telescan 소프트웨어
자동 원격 업데이트

Global
Update
Server
Auto Download

기기 펌웨어
자동 원격 업데이트

Newest
version of
PC Software

Always Newest
Automatically!

Newes
version of
Device
Firmware

Extremely Easy
Maintenance!

제조사
Tel 042.931.4590 Fax 042.331.4591
www.laxtha.com

판매처
Tel 042.342.8617 Fax 042.349.8617
www.neuromedi.com

Software
BatchPro Addon
BatchPro Addon 기본정보
/ 대량의 데이터 신호처리를 자동 일괄 처리하는 플러그인 S/W (Addon 방식)
TeleScan S/W에 추가되어 작동
수십 ~ 수백의 대량 데이터 자동 일괄 신호분석 수행
사용자가 임의 설계한 분석법 적용가능
초보자라도 마우스 클릭만으로 데이터 특징 추출 가능
다양한 결과 출력 형식 지원

BrainMap Addon
BrainMap Addon 기본정보
/ 뇌파 분석 및 3차원 뇌맵핑 프로그램 (Addon 방식)
뇌파 분석결과의 뇌맵핑 시각화
3D Brain, Skull, Head에 맵핑
다른 부위간 연결선 형태의 맵핑
2차원 그래프 배치형 맵핑

ERS Addon
ERS Addon 기본정보
/ 사건(이벤트)관련 시계열 분석용 소프트웨어 (Addon 방식)
사건관련 유발전위 (Event Related Potential, ERP) 검출
N200, P300, N400 등의 ERP Peak의 진폭 및 잠재기 분석
단순 시각, 청각 자극뿐 아니라 임의 설정한 도형, 문자, 그림과 같은 복합 자극도 가능
Ensemble Average Function : 이벤트 조건을 만족하는 신호들을 평균화
Wave Extractor :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이벤트 전후 구간만 추출하는 분석법
Response Time : 특정 제시 이벤트에 대한 특정 피검자 반응키와 관련된 분석법
Extract Region Between Two Events : 특정 두 이벤트 사이 구간을 추출

수십 ~ 수백개의
대량 측정 데이터도
BatchPro Addon를
이용하면 한번에
처리 끝!

소프트웨어

전산화 폴리그래프 시스템

PolyG

Polygraphy

폴리그래프
전산화 폴리그래프 시스템
/ 최고사양의 전산화 폴리그래프 시스템, PolyG-I, PolyG-A
인체에서 발생하는 뇌파, 심전도, 근전도, 맥파, 호흡, 안전도, 피부전기반사 등의 생리신호를 동시에 측정
인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기초학술연구분야에서 부터 과학수사와 같은 첨단응용연구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활용영역
고급연구/개발자를 위한 솔루션 기본제공
- 각 생체신호의 아날로그 출력기능 기본 제공.
- 외부트리거소스로부터 마킹신호 BNC커넥터로 연결가능.
- 자신의 개발프로그램에서 PolyG의 완전한 제어 및 실시간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win32 API DLL 무상 제공.
감성공학, 심리학, 인간공학, 원예학, 의류학, 자동차공학, 조경 환경학, 건축학, 교육학, 범죄 수사관련 분야 등에 사용

PolyG-I

PolyG-A

Sensor

PolyG-I

PolyG-A

EEG (뇌파)

8

21

ECG (심전도)

1

1

EMG (근전도)

2

4

PPG (맥파)

1

1

RESP (호흡)

1

1

GSR (피부전기반사)

1

1

EOG (안전도)

-

2

확장입력

2

-

채널

16

31

PolyG

Polygraphy

PolyG-A / PolyG-I 스펙

EEG

PolyG-A

PolyG-I

EOG

Number of Channels

21

8

Number of Channels

2

- Max : 20.4 uV / half window
- Min : 3.47 mV / half window
- S/W 16 steps control

Sensitivity

- Max : 20.4 uV / half window
- Min : 3.47 mV / half window
- S/W 16 steps control

Pass Band Frequency

0.7 ~ 46Hz (-3dB)

Pass Band Frequency

0.1 ~ 9Hz (-3dB)

Notch Filter

AC frequency ( auto-tracking)

Notch Filter

AC frequency ( auto-tracking)

Sensitivity

CMRR

90dB (min)

Internal Noise level

1.41uVrms (max)
Uni-polar

Polarity
ECG

PolyG-A

PolyG-I

Number of Channels

1

Sensitivity

- Max : 245 uV / half window
- Min : 41.7 mV / half window
- S/W 16 steps control

Pass Band Frequency

0.14 ~ 30.4Hz (-3dB)

Notch Filter

AC frequency ( auto-tracking)
90dB (min)

CMRR

5.3uVrms (max)

Internal Noise level

CMRR

90dB (min)

Internal Noise level

1.41mVpp (max)

Polarity

bi-polar

AUX

PolyG-I Exclusive

Number of Channels

2

Sensitivity

- Max : 60 mV / half window
- Min : 10 V / half window
- S/W 16 steps control

Pass Band Frequency

0.07 ~ 28Hz (-3dB)

Available Power

±5V (100mA)

Signal Input type

Voltage input

EMG

PolyG-A

PolyG-I

Signal Input Level

Number of Channels

4

2

Supply Power Protection

Sensitivity

- Max : 105 uV / half window
- Min : 17.9 mV / half window
- S/W 16 steps control

Pass Band Frequency

13 ~ 350Hz

Notch Filter

AC frequency ( auto-tracking)

CMRR

90dB (min)

Internal Noise level

10.6uVrms (max)

Polarity

Bi-polar

PPG

PolyG-A
1

Sensitivity

- Max : 60mV / half window
- Min : 10V / half window
- S/W 16 steps control

Pass Band Frequency

0.1 ~ 9Hz (-3dB)

Operation Mode

Continuous Mode
+5V
RED

Respiration

PolyG-A

PolyG-I
1

Sensitivity

- Max : 60mV / half window
- Min : 10V / half window
- S/W 16 steps control

Pass Band Frequency

0.1 ~ 6Hz (-3dB)

Operation Mode

Inductive Respiratory
3MHz

Sensor type

Active Sensor

GSR

PolyG-A

Sensitivity

Communication

System Output

PolyG-A

Mechanical Property

- Max : 710 umho / half window
- Min : 3.24 umho / half window
- S/W 16 steps control

PolyG-I
USB

PolyG-A

PolyG-I
For Event Marking

PolyG-A

PolyG-I
USB Port

Digital Out

Analog Output Port
Channels : 16

Analog Output Port
Channels : 32
Fixed Gain
-EEG : 3600
-ECG : 300
-EMG : 700
-PPG : 1.25
-RESP : 1.25
-GSR : 58.2 umho/V
-EOG : 3600

Fixed Gain

-EEG : 3600
-ECG : 300
-EMG : 700
-PPG : 1.25
-RESP : 1.25
-GSR : 58.2 umho/V
-AUX : 1.25

PolyG-A

PolyG-I

Main Body

- Size:310(W)X230(H)X340(D)
- Weight : PolyG-A 5.4 kg / PolyG-I 5.6 kg

Junction Box

- Size:200(W)X150(H)X55(D)
- Weight : PolyG-A740g / PolyG-I 770g

Line Voltage

PolyG-I

- Max : 4.17 umho / half window
- Min : 710 umho / half window
- S/W 16 steps control

- 128, 256, 512 Hz / CH
w- S/W control

Electrical Property

1

Number of Channels

Sampling Frequency

Analog Out

Number of Channels

Excitation Frequency

PolyG-I
16bits

External Input

Number of Channels

Emitting Light

PolyG-A

Resolution

External Marker BNC
PolyG-I

Excitation Voltage

ADC

±2.5V max.
Overload Warning : RED LED

Protocol

Surface Type

Electrode Type

PolyG-A Exclusive

PolyG-A

PolyG-I

110-240 VAC(Free voltage), 50/60Hz

Power Consumption

21 VA

Fuse

TIAL-250V
Class I, type BF

Safety
Operating Condition

PolyG-A

PolyG-I

Temperature

PolyG-A 10 ~ 38 ℃ / PolyG-I 10 ~ 40 ℃

Humidity

30 ~ 80 %

Pass Band Frequency

DC ~ 6Hz

Operation Mode

DC

Transport and
Storage Condition

Excitation Voltage

0.2V

Temperature

-20 ~ 60 ℃

Sensor type

Passive Sensor

Humidity

20 ~ 90 %

PolyG-A

PolyG-I

HRV Addon

심박변이도 관련 분석 소프트웨어

Software

소프트웨어
HRV Addon 기본정보
/ 심박변이도 (HRV) 관련 분석법들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Addon 방식)
심전도, 맥파, 심박 펄스타입 데이터등에 적용
심박변이도 및 타코그램 추출 가능
HRV관련 각종 주파수영역 분석
(VLF, LF, HF, TP, norm LF, norm HF, LF/HF 등)가능
HRV관련 각종 시간영역 분석
(mean HP, mean HR, SDNN, HRV-index, pNN50, RMSSD, SDSD 등)기능
연속 심박수 시계열에도 활용가능 (등간격 변이도로 변환 가능)

HRV Addon 분석법 소개
Heart Rate Variability, RR-Interval Variability
RR Tachogram
HR-Tacho to RR-Variability
Probability Distribution (for Tacho)
2-D Phase Plot(for Tacho)
Geometric Triangular-index (for Tacho)
pNN Parameter (for Tacho)
Peak Finding
Peak to Peak Intervals
Peak Envelope
Peak-Intvs Tachogram (for 0-1 Type Peaks)
Absolute Extreme Correction

BrainMap Addon

뇌파 분석 및 뇌맵핑 프로그램

Software

소프트웨어
BrainMap Addon 기본정보
/ 뇌파 분석 및 3차원 뇌맵핑 프로그램 (Addon 방식)
뇌파 분석결과의 뇌맵핑 시각화
3D Brain, Skull, Head에 맵핑
다른 부위간 연결선 형태의 맵핑
2차원 그래프 배치형 맵핑

대량의 데이터를 자동 처리하는 S/W

Software
BatchPro Addon

소프트웨어
BatchPro Addon 기본정보
/ 대량의 데이터 신호처리를 자동 일괄 처리하는 플러그인 S/W (Addon 방식)
TeleScan S/W에 추가되어 작동
수십 ~ 수백의 대량 데이터 자동 일괄 신호분석 수행
사용자가 임의 설계한 분석법 적용가능
초보자라도 마우스 클릭만으로 데이터 특징 추출 가능

수십 ~ 수백개의
대량 측정 데이터도
BatchPro Addon를
이용하면 한번에
처리 끝!

다양한 결과 출력 형식 지원

초보자라도 분석 아이콘 클릭만으로 원하는 임의 분석 지표 추출 가능!

Data

각 데이터 별 분석지표들이 일목 요연 정리된 텍스트 파일로 자동생성!

ERS Addon

시계열 분석용 소프트웨어

Software

소프트웨어
ERS Addon 기본정보
/ 사건(이벤트)관련 시계열 분석용 소프트웨어 (Addon 방식)
사건관련 유발전위 (Event Related Potential, ERP) 검출
N200, P300, N400 등의 ERP Peak의 진폭 및 잠재기 분석
단순 시각, 청각 자극뿐 아니라 임의 설정한 도형, 문자, 그림과 같은 복합 자극도 가능
Ensemble Average Function : 이벤트 조건을 만족하는 신호들을 평균화
Wave Extractor :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이벤트 전후 구간만 추출하는 분석법
Response Time : 특정 제시 이벤트에 대한 특정 피검자 반응키와 관련된 분석법
Extract Region Between Two Events : 특정 두 이벤트 사이 구간을 추출

ERS Addon 분석법 소개
Ensemble Averaging
Wave Extractor by Event-Condition
Response Time
Extract Region between Two Events
Up & Down - edge to Event
Amp - Conditional Event - Deletion
Blank Event - Deletion
Event to signal Conversion

EMG Addon

근전도 신호 분석 소프트웨어

Software

소프트웨어
EMG Addon 기본정보
/ 근전도 신호 분석에 있어 유용한 기능이 구현된 소프트웨어 (Addon방식)

[Raw Data]

근육신호의 시작 시점을 알려주는
Onset Time

개별적인 피험자 근수축력 값에 대한
% MVC, % RVC 정규화 기능

Extract Region Between Two Events :
특정 두 이벤트 사이 구간을 추출

텍스트 형식의 데이터를 분석

Software
TextOpen Addon

소프트웨어
TextOpen Addon 기본정보
/ TeleScan 프로그램에서 텍스트 형식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Addon 방식)
타사 장비를 이용한 텍스트 형식의 시계열 데이터 분석 가능
타사 프로그램을 이용한 텍스트 형식의 시계열 데이터 분석 가능
㈜락싸 TeleScan 및 관련 Addon시리즈에 적용하여 분석 가능

타사 장비를 이용한
텍스트 형식의
시계열 데이터

락싸의 TeleScan및
관련 Addon시리즈
적용하고자 할때

TextOpen Add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