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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현실 기반 치매 예방/치료 시스템과그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치매환자 및 일반인에게 담당 의사의 진찰에 따른 적절한 치매 재활 시나리오를 치매
환자 및 일반인으로 하여금 인터넷 상의 가상현실 속에서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당 치매 환자를 치료하거나 사전에 예
방할 수 있는 치매 예방/치료 시스템과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명에서는 치매환자의 증상별 재활 시나리오를 사전에 저장한 후, 치매 담당의사로부터 치매 환자(일반
인)가 화상 및 음성을 통한 원격으로 진찰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 혹은 일반인도 가정에서 원
격으로 진찰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치매 담당의사의 처방에 따른 재활 시나리오를 인터넷 상의 가상현실 속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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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있도록 한 후, 그 수행결과를 해당 치매 담당의사에게 제공함으로써, 반복되는 재진찰과 그에 따른 재활 시나리
오의 수행에 따라 치매환자(일반인)의 치매 증세를 용이하게 치료 및 예방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가상현실, 재활 시나리오, 원격 진찰 서비스, 치매 환자, 치매 담당의사.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현실 기반 치매 예방/치료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현실 기반 치매 예방/치료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현실 기반 치매 예방/치료 시스템에 이용되는 가상현실 기반 치매 치료 및 
예방 프로그램 부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이용되는 증상별 재활 시나리오를 위한 스크립트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 웹 서버 110 : 증상별 재활 시나리오 데이타베이스

120 : 환자정보 데이터베이스 130 : 정보 제공부

140 : 게시판부

150 : 가상현실 기반 치매 치료/예방 프로그램부

160 : 원격 진찰부 170 : 재진찰부

180 : 통신망 191 : 일반인

192 : 환자 193 : 의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현실 기반 치매 예방 및 치료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써, 보다 상세하게 설명
하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치매환자 및 일반인을 담당 의사가 원격 진찰한 후 알맞은 재활 시나리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에서도 치매에 관련한 진찰 및 치매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현실 기반 치매 예방
/치료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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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통신기술 및 관련 의학기술이 발달하여 원격지에 있는 환자들의 신체 및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전송 받아 
진료할 수 있는 각종 신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의사 및 환자 또는 일반인들 사이에 원격 진료 시스템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격 진료 시스템은 환자의 생체 정보에 관한 진찰 및 처방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분의 
진료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치매 등의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진료에 대해서는 단순 진찰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 인해, 병원 및 진료소로의 거동이 어려우며 증상이 매우 심한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병원에 반드시 입원한 후, 재
활 프로그램을 받아야만 하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원격 진료 시스템에 관한 종래 기술로는 권리권자가 조인호인 [특허명칭 : 웹기반 무인처방 시스템 및 무인
처방 방법, 등록번호 : 2000-041763, 등록년도 : 2000년]의 특허가 있는데, 이는 웹서버에 등록된 디지털 처방전을 
통해 복용할 의약을 환자가 손쉽게 구매함으로써, 환자 및 일반인이 처방전을 휴대하고 다닐 필요가 없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는 환자의 생체 정보에 관한 진찰 및 처방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분의 진료에는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인터넷을 통해 접속된 치매 환자가 담당의사로부터 원격
으로 진찰받게 함과 동시에 그에 따라 처방 받은 치매 재활 시나리오를 인터넷 상의 가상현실 속에서 수행하게 함으로
써,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라도 일반 가정에서 해당 치매 증세를 예방 및 치료받을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현실 
기반 치매 예방/치료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통신망 상의 일반인(치매환자)이 치매 담당의사에게 웹사이트를 통해 접속하
여 원격으로 진찰 및 치료받을 수 있는 치매 예방/치료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일반인(치매환자)이 회원 가입 시 기재한 
회원정보를 상기 치매 담당의사에게 제공하는 회원 정보 관리 수단과 상기 회원정보를 제공받은 상기 치매 담당의사가 
화상 및 음성을 통해 상기 회원을 원격 진찰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원격 진찰 수단, 진찰 결과에 따라, 상기 치매 담
당의사가 상기 회원에게 부여하는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재활 시나리오들을 저장/관리하는 재활 시나리오 저장
/관리 수단 및 상기 회원이 처방받은 인터넷 상의 가상현실 및 그에 따른 재활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가상현실 기반 치매 
예방/치료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회원 정보 관리 수단은 상기 회원의 가상현실 재활 시나리오 수행 결과를 저장하며, 
저장한 상기 수행결과를 상기 치매 담당의사에게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양호하게는, 통신망 상의 일반인(치매환자)이 치매 담당의사에게 웹사이트를 통해 접속하여 원격으로 진찰 및 치료받
을 수 있는 치매 예방 및 치료 방법에 있어서, 인터넷 상의 가상현실 및 그에 따른 가상현실 재활 시나리오들을 저장 및 
관리하는 단계와 ; 상기 일반인(치매 환자)이 회원 가입 시 기재한 회원 정보를 상기 치매 담당의사에게 제공하는 단계 
; 상기 치매 담당의사가 화상 및 음성을 통해 상기 회원을 원격 진찰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단계 ; 상기 치매 담당의
사가 처방한 상기 가상 현실 재활 시나리오를 상기 회원에게 제공한 후, 그 수행결과를 저장하는 단계 및 ; 상기 수행결
과를 상기 치매 담당의사에게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반 치매 예
방/치료 시스템 및 그 방법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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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현실 기반 치매 예방/치료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으로서, 도시
된 바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현실 기반 치매 예방/치료 시스템은 웹 서버(100) 내의 정보 제공부(130)와 게시
판부(140), 가상현실 기반 치매 치료/예방 프로그램부(150), 원격 진찰부(160), 재진찰부(170), 증상별 재활 시나리
오 DB(110), 환자정보 DB(120)로 구성된다.

    
웹 서버(100)는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일반인(191) 또는 치매환자(192)의 웹 브라우저에게 본 발명의 웹페이지를 전
송함으로써, 회원 가입 및 치매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회원 가입 시, 일반인(191) 또는 치매
환자(192)가 기입한 개인 신상 정보(연령, 성별, 주소, 전화번호, 차후 진찰비나 치료비의 지불수단 등에 관한 정보) 
및 자신의 증상에 대한 관련 정보를 기재한 문진표를 웹 서버(100) 내의 환자 정보 DB(152)에 전달한다. 이 때, 해당 
회원이 본 발명을 통해 담당 의사(193)로부터 진찰 받을 수 있는 예약 시간 역시 함께 전달한다.
    

정보 제공부(130)는 미리 저장된 치매 관련 정보(증세별 치매의 조기 진단법 및 대책 방안 등)를 치매환자(192) 및 
일반인(191)에게 제공한다.

게시판부(140)는 일반인(191) 및 치매환자(192)들이 전송 받은 웹페이지 내에서 치매에 관련한 각종 질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관련한 담당 의사(193)의 답변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인(191) 및 치매환자(192)들
의 치매에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해준다.

가상현실 기반 치매 치료/예방 프로그램부(150)는 담당의사(193)가 해당 회원(치매환자 또는 일반인)을 진찰한 후, 
진찰 결과에 따라 부여한 증상별 재활 시나리오를 해당 치매환자(192)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담당의사(193)가 해당 회원에게 처방하는 재활 시나리오는 단계별로 이루어진 일종의 게임과 같은 형식으로써, 
본 발명에 따른 가상현실 기반 치매/예방 프로그램부(150) 내의 가상 현실 속에서 단계별로 짜여진 재활 시나리오대로 
해당 회원이 수행해갈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회원으로 하여금 치매 증세를 호전시켜주는 일종의 주사 혹은 약과 같은 역
할을 한다. 예를 들어, 가상 현실 속에서의 보물을 찾기 위해, 쉬운 난이도의 관문부터 고 난이도의 관문까지 단계별로 
해결해나가는 일종의 시나리오 형식의 처방 프로그램이다.
    

증상별 재활 시나리오 DB(151)는 증상별 재활 시나리오들을 사전에 저장해 둠으로써, 담당 의사(193)가 해당 회원(
치매환자 또는 일반인)을 원격으로 진찰한 후, 진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담당의사(193)가 해당 회원에게 적당한 재활 
시나리오를 처방할 수 있게 한다.

원격 진찰부(160)는 해당 회원(치매환자 또는 일반인)과 담당의사(193)가 영상 및 음성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담당의사(193)가 해당 회원을 원격으로 직접 진찰할 수 있게 한다.

환자정보 DB(152)는 회원별 신상 관련 정보와 문진표 및 회원이 직접 기재한 진료 받을 수 있는 진찰 시간 등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며, 해당 회원에 대한 진찰 결과와 그 결과에 따라 부여한 재활 프로그램의 종류 및 부여받은 재활 프로그
램을 수행한 후의 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저장한다.

재진찰부(170)는 담당 의사(193)가 환자정보 DB(120) 내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회원의 등록정보(신상 관련 정보 및 
재활 프로그램을 수행한 후의 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여, 해당 회원이 호전될 때까지 재진찰하여 새로운 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할 수 있게 한다.

즉, 일반인 및 치매 환자가 인터넷을 통해 본 발명의 웹 서버에 접속하면, 웹 서버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191) 또는 
치매환자(192)의 웹 브라우저에게 치매 웹페이지를 전송한다. 치매 웹페이지를 접한 일반인(191) 또는 치매환자(19
2)는 치매 웹페이지의 이곳 저곳을 검색하면서, 원하는 치매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궁금한 사항을 게시판에 기재함
으로써, 그에 대한 담당의사(193)의 답변을 접하면서 궁금증을 해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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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치매 담당 의사(193)로부터 직접 진찰을 받고 싶은 경우, 치매 웹페이지에 포함되어 있는 회원등록 아이콘을 클
릭함으로써, 회원등록화면을 전송받게 된다. 이후, 전송 받은 회원 등록 화면 내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기입란에 필요
한 정보들을 기재하여 등록함으로써, 본 발명에 따른 치매 웹페이지의 회원이 된다.

이 때, 치매 웹페이지에 접속한 일반인(191) 혹은 치매 환자(192)가 기가입 회원이라면, 회원등록절차 없이 ID 및 비
밀번호의 입력만으로도 바로 문진표를 작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로를 거쳐 회원이 된 일반인(191) 및 치매환자(192)는 자신의 증상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문진표와 함
께, 진찰받을 수 있는 예약 시간을 기재한 후, 해당 웹사이트와의 접속을 종료한다.

한편, 치매 웹페이지에 접속한 치매 담당의사(192)는 환자정보 DB(152)에 저장되어 있는 회원별 신상정보와 문진표 
및 회원의 예약 시간을 검색한 후, 진찰 가능한 시간을 정해, 해당 회원에게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해 통보한다. 이후, 
해당 회원은 담당의사(192)로부터 통보 받은 시간에 진료를 받게 되거나, 재조정을 통해 다시 정한 시간에 진료를 받
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진료를 받거나 혹은 진찰하게 되면, 이에 관한 진료 결과(처방한 재활 시나리오 및 담당 전문의, 
재활 시나리오를 수행한 후의 결과 등에 관한 정보)는 환자 정보 DB(152) 내에 저장된다.

이후, 담당 의사(152)는 본 발명의 웹사이트에 재접속한 후, 환자 정보 DB(152) 내의 정보를 검색하여 재활 시나리오
를 수행한 후의 회원(치매환자)의 상태를 점검한다.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회원을 재진찰함으로써, 새로운 재활 시나
리오를 부여한다. 이와 같은 과정들은 해당 회원(치매환자)의 증세가 호전될 때까지 반복되며, 이 모든 관리 및 운영은 
본 발명에 따른 웹 서버가 설치된 병원 내의 치매 담당 의사(193)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현실 기반 치매 예방/치료 시스템의 동작 과정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현실 기반 치매 예방/치료 시스템의 동작 과정을 순차적으로 
도시한 흐름도이다. 먼저, 환자 또는 일반인이 본 발명에 따른 웹서버에 접속하면, 접속한 일반인 또는 치매환자의 웹 
브라우저에게 치매 웹페이지를 제공한다(S211). 이후, 치매 웹페이지에 포함되어 있는 회원등록 아이콘을 해당 일반인 
또는 치매환자가 클릭함으로써, 회원 가입 요청이 수신(S212)되면, 해당 회원등록화면을 제공한다(S213). 이후, 일반
인 및 치매환자가 회원 가입 시 기재한 신상 관련 정보와 문진표 및 진찰 받을 수 있는 예약 시간 등을 회원 정보 DB 내
에 저장한다(S214).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 저장된 회원에 관한 정보를 본 발명의 웹페이지에 접속한 치매 담당의사에 
제공해 줌으로써, 치매 담당 의사와 해당 회원과의 원격 진찰 및 진찰에 따른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S215). 이후, 담당의사가 처방한 가상현실 속의 시나리오에 따라, 해당 회원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S
216), 그에 따른 결과를 회원 정보 DB 내에 저장함으로써, 이후 치매 웹페이지에 접속하는 치매 담당의사에게 제공한
다(S217). 이 때, 해당 회원의 치료 결과를 접한 담당의사로부터 재진찰 요구가 수신(S218)되면, 해당 회원의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 수행한다(S215 내지 S218). 이 때, 해당 회원에 대한 재 진찰 여부는 환자 정보 DB 
내에 저장된 치매환자의 치료 결과를 본 발명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당 의사가 결정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현실 기반 치매 예방/치료 시스템에 이용되는 가상현실 기반 치매 치료 및 
예방 프로그램부(도 1의 150)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으로서, 도시된 바와 같이, 가상현실 기반 치매 치료/예방 프로그
램 부(300)는 메인 애플릿(310)과 스크립트 로더(320), 모델 프로세서(330), 텍스트 프로세서(340), 이벤트 프로세
서(350), 맵 프로세서(360), 사운드 프로세서(370)로 구성된다.

    
메인 애플릿(310)은 가상현실 기반 치매 치료/예방 프로그램부(300)의 전체적인 관리 및 클라이언트 서버간의 통신을 
담당하며, 스크립트 로더(320)는 시나리오 스크립트의 로딩(loading)과 파싱(parsing) 및 프로그램의 진행을 담당하
며, 모델 프로세서(330)는 시나리오 스크립트에 기록된 환경이나 인물들의 가상현실 모델 데이터를 처리하며, 텍스트 
프로세서(340)는 시나리오 스크립트에 기록된 대화나 지시사항에 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하며, 이벤트 프로세서(
350)는 시나리오 스크립트에 기록된 시나리오 내에서 성취해야 할 목표를 나타내는 해당 이벤트 데이터를 처리하며, 

 - 5 -



공개특허 특2002-0076829

 
맵 프로세서(360)는 시나리오 스크립트에 기록된 맵 데이터를 처리하며, 사운드 프로세서(370)는 시나리오 스크립트
에 기록된 대화나 효과음에 관한 사운드 데이터를 처리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증상별 재활 시나리오를 위한 스크립트의 구조도로서, 도시된 바와 같이, 증상별 재활 시나리오
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델 데이터(410)와 사운드 데이터(420), 텍스트 데이터(430), 이벤트 데이터(440) 및 맵 데
이터(450)들이 줄 단위로 기록된 시나리오 스크립트 구조로 되어 있다.

위에서 양호한 실시예에 근거하여 이 발명을 설명하였지만, 이러한 실시예는 이 발명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시하
려는 것이다. 이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숙련자에게는 이 발명의 기술사상을 벗어남이 없이 위 실시예에 대한 다양한 변
화나 변경 또는 조절이 가능함이 자명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발명의 보호범위는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서만 한정될 
것이 아니며, 위와 같은 변화예나 변경예 또는 조절예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인터넷을 통해 치매 담당의사로부터 원격진찰 받은 후, 진찰 결과에 따라 처방 받은 재
활 시나리오를 본 발명에 따른 웹 서버 상의 가상현실 속에서 단계별로 수행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 또는 일
반인이 원격지의 병원에 입원하거나 혹은 통원 치료받을 필요 없이, 일반 가정에서도 인터넷상의 가상 현실에 따른 시
나리오를 수행함으로써 계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통신망 상의 일반인(치매환자)이 치매 담당의사에게 웹사이트를 통해 접속하여 원격으로 진찰 및 치료받을 수 있는 치
매 예방/치료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일반인(치매환자)이 회원 가입 시 기재한 회원정보를 상기 치매 담당의사에게 제공하는 회원 정보 관리 수단과,

상기 회원정보를 제공받은 상기 치매 담당의사가 화상 및 음성을 통해 상기 회원을 원격 진찰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원격 진찰 수단,

진찰 결과에 따라, 상기 치매 담당의사가 상기 회원에게 부여하는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재활 시나리오들을 저장
/관리하는 재활 시나리오 저장/관리 수단 및,

상기 회원이 처방받은 인터넷 상의 가상현실 및 그에 따른 재활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가상현실 기반 치매 예방/치료 수
단을 포함하며,

상기 회원 정보 관리 수단은 상기 회원의 가상현실 재활 시나리오 수행 결과를 저장하며, 저장한 상기 수행결과를 상기 
치매 담당의사에게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매 예방/치료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가상현실 재활 시나리오는 상기 가상현실 기반 치매 예방/치료 수단이 제공한 가상현실 속에서 상기 회원이 단계
별로 풀어나가는 다단계 게임 형식의 시나리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매 예방/치료 시스템.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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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치매 관련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여 상기 일반인(치매환자)에게 제공하며, 상기 일반인(치매환자)의 치매 관련 궁
금증에 관한 글 및 그에 대한 상기 치매 담당의사의 해결 방안을 게제 및 관리하는 정보 제공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치매 예방/치료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회원정보는,

상기 회원에 관한 회원별 신상정보와 상기 회원이 문진표에 기재한 치매 증세에 관한 정보, 상기 치매 담당의사로부터 
상기 회원이 진찰 받을 수 있는 예약 시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매 예방/치료 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치매 담당의사는 상기 회원 정보 관리 수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상기 회원의 가상현실 재활 시나리오 수행 결과를 
이용하여 상기 회원을 재진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매 예방/치료 시스템.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가상현실 기반 치매 예방/ 치료 수단은,

전체 프로그램의 관리 및 클라이언트 서버간의 통신을 담당하는 메인 애플릿과,

상기 재활 시나리오 스크립트에 대한 로딩과 파싱 및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스크립트 로더,

상기 스크립트에 기록된 환경 및 인물들의 가상현실 모델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델 프로세서,

상기 스크립트에 기록된 대화 및 효과음에 관한 사운드 데이터를 처리하는 사운드 프로세서,

상기 스크립트에 기록된 대화 및 지시사항에 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하는 텍스트 프로세서,

상기 스크립트에 기록된 상기 재활 시나리오에서의 성취해야 할 목표에 대한 이벤트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벤트 프로세
서 및,

상기 스크립트에 기록된 맵 데이터의 처리를 담당하는 맵 프로세서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매 예방/치료 시스
템.

청구항 7.

제 1 항 또는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재활 시나리오는,

환경 및 인물들에 관한 가상현실 모델 데이터와 효과음에 대한 사운드 데이터, 대화나 지시사항에 대한 텍스트 데이터, 
상기 재활 시나리오에 성취해야 할 목표를 나타내는 이벤트 데이터 및 맵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매 
예방/치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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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제공 수단은 상기 일반인(치매환자)에게 상기 치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부와,

상기 일반인(치매환자)의 치매 관련 궁금증 및 그에 대한 상기 치매 담당의사의 해결 방안을 게제 및 관리하는 게시판
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매 예방/치료 시스템.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가상현실 재활 시나리오는 치매 증상별 가상 현실 재활 시나리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매 예방/치료 시스템.

청구항 10.

통신망 상의 일반인(치매환자)이 치매 담당의사에게 웹사이트를 통해 접속하여 원격으로 진찰 및 치료받을 수 있는 치
매 예방 및 치료 방법에 있어서,

인터넷 상의 가상현실 및 그에 따른 가상현실 재활 시나리오들을 저장 및 관리하는 단계와 ;

상기 일반인(치매 환자)이 회원 가입 시 기재한 회원 정보를 상기 치매 담당의사에게 제공하는 단계 ;

상기 치매 담당의사가 화상 및 음성을 통해 상기 회원을 원격 진찰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단계 ;

상기 치매 담당의사가 처방한 상기 가상 현실 재활 시나리오를 상기 회원에게 제공한 후, 그 수행결과를 저장하는 단계 
및 ;

상기 수행결과를 상기 치매 담당의사에게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매 예방 및 치료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치매 관련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는 단계와 ;

상기 치매 관련 정보를 상기 일반인(치매환자)에게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매 예방 및 치료 
방법.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일반인(치매환자)이 게제한 치매 관련 궁금증에 관한 글 및 그에 대한 상기 치매 담당의사의 해결방안에 대한 글
을 게재 및 관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매 예방/치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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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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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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