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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집중력

언어능력

계산능력

기억력

소리인지력

집행능력
시공간능력

인지 기능 영역 별 관련 뇌 부위

영역 뇌 위치

1
주의
집중력

전두엽

2
시공간
능력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3 기억력 전두엽, 측두엽

4 집행능력 전두엽

5 언어능력 측두엽

6 계산능력 측두엽

7
소리
인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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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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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닥터는 신경과/정신과 치매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이 되었고, 오랜 시간 동안 임상 실험을 통하여 인지 기능의
개선 효과가 확인된 안전하고 효과가 뛰어난 제품으로 써

우리 뇌의 모든 부위와 각 뇌 부위의 인지 기능들을 7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모든 뇌 부위를 골고루 검사하고, 

정확하게 진단하여 실 시간으로 진단 결과를 알려 주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과 훈련이 가능합니다

브레인닥터를 꾸준히 사용하시면 인지 기능의 개선은 물론 뇌 기능의 향상에 도움을 드립니다.

브레인닥터는 ?

3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브레인닥터의 주요 특징

브레인닥터의 특징들을 간단하게
말씀 드립니다 브레인닥터의 몇 가지 주요 특징

① 브레인닥터는 보건복지부가 ‘신 의료 기술’로 지정한 ‘인지중재치료＇기술에 최적화
되도록 만들어진 인지중재치료 도구로써 인지중재치료 방법을 통한 인지 재활 및
치매 예방에 특화된 도구입니다

② 브레인닥터는 치매 전문의, 신경과/정신과 전문의들의 ‘신경인지치료‘ 이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검증이 된 인지중재치료 도구이자 치매예방 도구입니다

③ 브레인닥터는 사용자/학습자들의 진단, 학습, 훈련 결과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 저장이
되어 확인이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한 기능들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인지 재활 훈련
및 치매예방을 위한 데이터 관리가 가능합니다

④ 브레인닥터는 집에 계신 어르신들을 비 대면 원격으로 학습,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결과 데이터들의 원격 관리가 가능한 원격 관리 도구입니다

⑤ 브레인닥터는 숙제 기능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드립니다

⑥ 브레인닥터는 무엇보다도 인지 학습, 훈련을 통하여 인지 기능의 회복 및 인지 기능의
개선 효과가 뛰어나고, 치매 예방 효과가 뛰어난 도구입니다

⑦ 이 때문에, 브레인닥터는 경도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어르신이나,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어르신들이 치매로 전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인지 기능의 회복과 유지가
가능하도록 해 드리는 가장 효과적인 ‘인지중재치료’ 도구입니다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4



회원 가입하기

먼저, 브레인닥터를 사용하시기 전에

브레인닥터의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브레인닥터 사용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해요

제가 안내해 드릴테니 저를 따라 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레인닥터 도우미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즐거운 브레인닥터 시간을
가져볼까요?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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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하기

브레인닥터를 사용하기 전에 브레인닥터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을 합니다.

1. 브레인닥터 홈페이지
(www.braindoctor.co.kr)에 접속합니다

2. 브레인닥터2.0 으로 들어갑니다.

3.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4. 안내 순서에 따라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6



사용자 등록하기

브레인닥터를 사용하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브레인닥터 사용자 등록을 합니다.

1. 브레인닥터를 실행하고,

회원가입 시 부여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2. 회원가입 시 입력한 이 메일 주소 혹은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가 발송됩니다.

3. 제품키 입력란에 인증번호를 입력 후,

인증하기를 누르면 사용자 인증을 받으실 수 잇습니다.

4. 지금부터는 브레인닥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 이 작업은 초기 설치 시에 한번 만 하시면 됩니다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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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학습결과를 서버에 올리거나 저장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현재 브레인닥터의 버전정보입니다.

④ 게임 제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항목 입니다.

제한시간비활성화를 클릭하면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⑤ 사용자의 모든 정보를 초기화 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가 되면 사용자의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삭제되오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 가입한 후 승인된 아이디를 나타냅니다.

⑥ 원격을 실행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자동
Wi-Fi 연결이 원활한 경우 설정
(결과가 자동으로 업로드 됩니다)

수동

올려두기
Wi-Fi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시 설정
(학습 후, Wi-Fi가 원활한 곳에서 올려두기를 누르면 업로드
가능합니다)

받아오기
홈페이지에 저장된 정보를 받아오는 기능
※ 기존 데이터가 사라질 수 있으니 주의

1

사용자 등록 및 수정하기

브레인닥터 환경설정에서 사용자 정보를 등록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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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 정보등록을 위한 등록화면입니다

2.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성별에 따라 캐릭터가 선택됩니다.

4. 학습 결과에 대한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 메일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사용자 등록 및 수정하기

브레인닥터 환경설정에서 사용자 정보를 등록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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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추가하기

사용자 정보를 최대 5명까지 등록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등록이 완료되면 ‘사용자 추가＇에 사용자가 추가 등록이

됩니다

1. 사용자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 화면의 캐릭터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2. 메인 메뉴에서 환경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환경 설정 첫 번째 메뉴에서 등록/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사용자 등록/수정 페이지에서 사용자 추가를 클릭하면

사용자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등록/추가 전

사용자 등록
추가 후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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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닥터 사용 순서

브레인닥터는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이나 인지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 기능들에 1, 2, 3, 등의
숫자로 표시를 하여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10

다음의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숙제 내주기

진단 하기

매일학습 하기

뇌 부위별로, 인지 영역 별로
인지 기능을 진단합니다

진단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에 맞추어
매일 학습을 합니다

학습 결과를 볼 수 있고
결과가 매일 저장이 되고
관리가 됩니다

자꾸 틀리는 문제나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숙제를 부여합니다

약한 인지 기능에 대해서는
집중훈련이 가능하도록
집중학습을 합니다.

집중학습 하기

①

②

③

⑤

결과 보기④

결과 보기④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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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닥터 기능 설명

번호 기 능 설 명

1 진단하기 인지 기능의 상태를 진단합니다.

2 매일학습
인지 기능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
며, 계획을 세워서 매일 매일 학습을 반복합니다.

3 집중학습
매일학습의 진행상황과 결과에 따라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
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4 결과보기 진단하기, 매일학습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숙제
틀린 문제나 약한 부분을 반복 복습할 수 있도록

숙제를 부여합니다.

6 그때는
옛날로 돌아가 추억을 회상하며 마음의 안정과 함께 행복
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대화 거리를 만들어 드립니다.

7 앨범
가족사진, 친구사진, 풍경사진등을 모아 놓고 언제라도 보
실 수 있게 해 드립니다.

8 알람
약 먹을 시간, 학습할 시간, 식사 할 시간등을 정해놓고 알
람을 울리게 해 드립니다. 

9 원격
집에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원격으로 학습할 수 있게
기능을 제공합니다

10 뇌 건강체조
뇌 기능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손가락운동, 

안구운동을 할 수 있게 해 드립니다

10

브레인닥터는 뇌 부위별 인지 기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매일 학습과 집중 학습을 통하여 인지 기능이 개선 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재미있고, 즐겁게 즐기면서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11

12

13
11 사용 방법 브레인닥터 사용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12 환경 설정 브레인닥터의 환경 설정 작업을 위해 필요합니다

13 종료하기 브레이닥터의 사용을 종료합니다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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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선택하기

학습자를 선택하고, 학습자를 등록합니다.

현재 학습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테스트11)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학습자(개똥)를 선택합니다

화면 전환

새로운 학습자(개똥)이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메인 화면으로 이동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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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하기

브레인닥터는 우리 뇌의 부위별로

인지 능력을 구분하여 각 뇌 부위 별로

인지 기능을 진단하고, 학습을 시켜드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각 뇌 부위 별로 인지 영역들을 7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인지 영역 별로 재미있는 콘텐츠로

구성을 하여 어르신들이 재미있게 즐기시면서

두뇌 훈련을 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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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영역 별 콘텐츠 구성

브레인닥터의 콘텐츠는 우리 뇌의 중요한 부위별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각각의 인지 기능들을 총 7개의

인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인지 영역 별로 해당 인지 기능들을 진단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를 제공합니다.

주의집중력

언어능력

계산능력

기억력

소리인지력

집행능력
시공간능력

인지 기능 영역 별 관련 뇌 부위

영역 뇌 위치

1
주의
집중력

전두엽

2
시공간
능력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3 기억력 전두엽, 측두엽

4 집행능력 전두엽

5 언어능력 측두엽

6 계산능력 측두엽

7
소리
인지력

전두엽, 측두엽

주의집중력

시공간능력

기억력

집행능력

언어능력

계산능력

소리인지력

7
가
지

인
지
영
역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주의집중력’ 진단, 학습, 훈련을 위한 콘텐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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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영역 별 콘텐츠 구성

브레인닥터의 콘텐츠는 우리 뇌의 중요한 부위별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각각의 인지 기능들을 총 7개의

인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인지 영역 별로 해당 인지 기능들을 진단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를 제공합니다.

주의집중력

언어능력

계산능력

기억력

소리인지력

집행능력
시공간능력

인지 기능 영역 별 관련 뇌 부위

영역 뇌 위치

1
주의
집중력

전두엽

2
시공간
능력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3 기억력 전두엽, 측두엽

4 집행능력 전두엽

5 언어능력 측두엽

6 계산능력 측두엽

7
소리
인지력

전두엽, 측두엽

주의집중력

시공간능력

기억력

집행능력

언어능력

계산능력

소리인지력

7
가
지

인
지
영
역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16

‘시공간능력’ 진단, 학습, 훈련을 위한 콘텐츠 구성



인지 영역 별 콘텐츠 구성

브레인닥터의 콘텐츠는 우리 뇌의 중요한 부위별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각각의 인지 기능들을 총 7개의

인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인지 영역 별로 해당 인지 기능들을 진단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를 제공합니다.

주의집중력

언어능력

계산능력

기억력

소리인지력

집행능력
시공간능력

인지 기능 영역 별 관련 뇌 부위

영역 뇌 위치

1
주의
집중력

전두엽

2
시공간
능력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3 기억력 전두엽, 측두엽

4 집행능력 전두엽

5 언어능력 측두엽

6 계산능력 측두엽

7
소리
인지력

전두엽, 측두엽

주의집중력

시공간능력

기억력

집행능력

언어능력

계산능력

소리인지력

7
가
지

인
지
영
역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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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력’ 진단, 학습, 훈련을 위한 콘텐츠 구성



인지 영역 별 콘텐츠 구성

브레인닥터의 콘텐츠는 우리 뇌의 중요한 부위별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각각의 인지 기능들을 총 7개의

인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인지 영역 별로 해당 인지 기능들을 진단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를 제공합니다.

주의집중력

언어능력

계산능력

기억력

소리인지력

집행능력
시공간능력

인지 기능 영역 별 관련 뇌 부위

영역 뇌 위치

1
주의
집중력

전두엽

2
시공간
능력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3 기억력 전두엽, 측두엽

4 집행능력 전두엽

5 언어능력 측두엽

6 계산능력 측두엽

7
소리
인지력

전두엽, 측두엽

주의집중력

시공간능력

기억력

집행능력

언어능력

계산능력

소리인지력

7
가
지

인
지
영
역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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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능력’ 진단, 학습, 훈련을 위한 콘텐츠 구성



인지 영역 별 콘텐츠 구성

브레인닥터의 콘텐츠는 우리 뇌의 중요한 부위별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각각의 인지 기능들을 총 7개의

인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인지 영역 별로 해당 인지 기능들을 진단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를 제공합니다.

주의집중력

언어능력

계산능력

기억력

소리인지력

집행능력
시공간능력

인지 기능 영역 별 관련 뇌 부위

영역 뇌 위치

1
주의
집중력

전두엽

2
시공간
능력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3 기억력 전두엽, 측두엽

4 집행능력 전두엽

5 언어능력 측두엽

6 계산능력 측두엽

7
소리
인지력

전두엽, 측두엽

주의집중력

시공간능력

기억력

집행능력

언어능력

계산능력

소리인지력

7
가
지

인
지
영
역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언어능력’ 진단, 학습, 훈련을 위한 콘텐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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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영역 별 콘텐츠 구성

브레인닥터의 콘텐츠는 우리 뇌의 중요한 부위별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각각의 인지 기능들을 총 7개의

인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인지 영역 별로 해당 인지 기능들을 진단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를 제공합니다.

주의집중력

언어능력

계산능력

기억력

소리인지력

집행능력
시공간능력

인지 기능 영역 별 관련 뇌 부위

영역 뇌 위치

1
주의
집중력

전두엽

2
시공간
능력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3 기억력 전두엽, 측두엽

4 집행능력 전두엽

5 언어능력 측두엽

6 계산능력 측두엽

7
소리
인지력

전두엽, 측두엽

주의집중력

시공간능력

기억력

집행능력

언어능력

계산능력

소리인지력

7
가
지

인
지
영
역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계산능력’ 진단, 학습, 훈련을 위한 콘텐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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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영역 별 콘텐츠 구성

브레인닥터의 콘텐츠는 우리 뇌의 중요한 부위별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각각의 인지 기능들을 총 7개의

인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인지 영역 별로 해당 인지 기능들을 진단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를 제공합니다.

주의집중력

언어능력

계산능력

기억력

소리인지력

집행능력
시공간능력

인지 기능 영역 별 관련 뇌 부위

영역 뇌 위치

1
주의
집중력

전두엽

2
시공간
능력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3 기억력 전두엽, 측두엽

4 집행능력 전두엽

5 언어능력 측두엽

6 계산능력 측두엽

7
소리
인지력

전두엽, 측두엽

주의집중력

시공간능력

기억력

집행능력

언어능력

계산능력

소리인지력

7
가
지

인
지
영
역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소리인지력’ 진단, 학습, 훈련을 위한 콘텐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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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브레인닥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용자 어르신의 인지 기능을

진단해보기 위하여

‘진단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진단 하기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22



1. 진단하기 기능을 클릭합니다

진단 하기

2. 진단하기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사용자 혹은 학습자의 인지 기능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하여 진단하기를 실시합니다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3. 시작하기를 누릅니다.
23



진단 하기 1 - 주의집중력

시작하기를 누르면 진단하기가 시작이 되고, 진단하기는 주의집중력, 시공간능력, 기억력, 집행능력, 언어능력,

계산능력,  소리인지력의 순서로 차례대로 자동으로 진행이 되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주의집중력 (전두엽) 진단하기

콘텐츠 사례

[같은 그림 찾기] 능력 진단하기

[같은 그림 찾기] 능력 진단을 통하여

주위집중력과 (전두엽)의 인지기능의

상태를 진단합니다.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진단 하기 1 – 주의집중력 진단

전두엽 진단

24



진단 하기 2 - 시공간능력

시작하기를 누르면 진단하기가 시작이 되고, 진단하기는 주의집중력, 시공간능력, 기억력, 집행능력, 언어능력,

계산능력,  소리인지력의 순서로 차례대로 자동으로 진행이 되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시공간능력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진단하기 콘텐츠 사례

[나는 누구일까요] 능력 진단하기

[나는 누구일까요] 능력 진단을 통하여

시공간능력과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의

인지기능 상태를 진단합니다.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진단 하기 2 – 시공간능력 진단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진단

25



진단 하기 3 - 기억력

시작하기를 누르면 진단하기가 시작이 되고, 진단하기는 주의집중력, 시공간능력, 기억력, 집행능력, 언어능력,

계산능력,  소리인지력의 순서로 차례대로 자동으로 진행이 되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진단 하기 3 – 기억력 진단

전두엽, 측두엽 진단

기억력 (전두엽, 측두엽) 진단하기

콘텐츠 사례

[국기 기억하기] 능력 진단하기

[국기 기억하기] 능력 진단을 통하여

기억력과 (전두엽, 측두엽)의

인지기능 상태를 진단합니다.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26



진단 하기 4 – 집행 능력

시작하기를 누르면 진단하기가 시작이 되고, 진단하기는 주의집중력, 시공간능력, 기억력, 집행능력, 언어능력,

계산능력,  소리인지력의 순서로 차례대로 자동으로 진행이 되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진단 하기 4 – 집행능력 진단

전두엽 진단

집행능력 (전두엽) 진단하기

콘텐츠 사례

[틀린 그림 찾기] 능력 진단하기

[틀린 그림 찾기] 능력 진단을 통하여

집행능력과 (전두엽)의

인지기능 상태를 진단합니다.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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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하기 5 – 언어 능력

시작하기를 누르면 진단하기가 시작이 되고, 진단하기는 주의집중력, 시공간능력, 기억력, 집행능력, 언어능력,

계산능력,  소리인지력의 순서로 차례대로 자동으로 진행이 되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진단 하기 5 – 언어능력 진단

측두엽 진단

언어능력 (측두엽) 진단하기

콘텐츠 사례

[단어 찾기] 능력 진단하기

[단어 찾기] 능력 진단을 통하여

언어능력과 (측두엽)의

인지기능 상태를 진단합니다.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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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하기 6 – 계산 능력

시작하기를 누르면 진단하기가 시작이 되고, 진단하기는 주의집중력, 시공간능력, 기억력, 집행능력, 언어능력,

계산능력,  소리인지력의 순서로 차례대로 자동으로 진행이 되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진단 하기 6 – 계산능력 진단

측두엽 진단

계산능력 (측두엽) 진단하기

콘텐츠 사례

[돌림판 게임] 계산 능력 진단하기

[돌림판 게임] 계산 능력 진단을 통하여

계산능력과 (측두엽)의

인지기능 상태를 진단합니다.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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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하기 7 - 소리인지력

시작하기를 누르면 진단하기가 시작이 되고, 진단하기는 주의집중력, 시공간능력, 기억력, 집행능력, 언어능력,

계산능력,  소리인지력의 순서로 차례대로 자동으로 진행이 되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진단 하기 7 – 소리인지력

전두엽, 측두엽 진단

소리인지력 (전두엽, 측두엽) 진단하기

콘텐츠 사례

[소리에 맞는 그림 찾기] 능력 진단하기

[소리에 맞는 그림 찾기] 능력 진단을

통하여 소리인지력과 (전두엽,측두엽)의

인지기능 상태를 진단합니다.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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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셨습니다.

진단하기가 모두 끝이 났으면

진단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결과는,

1. 7개의 인지 영역별로 점수 확인이

가능하고

2. 뇌의 각 부위별로도 점수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진단 하기 결과 보기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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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과보기 기능을 클릭합니다

진단하기가 끝이 나면 진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7개의 인지영역별 진단결과(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뇌 부위 별 진단 결과(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브레인 점수(BQ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 하기 결과 보기

진단 하기의 결과 보기 화면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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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매일 저와 함께 매일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학습은 7개의 인지 영역 별로

골고루 진행을 하면서

사용자 어르신의 인지 기능과 뇌 기능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매일 빠지지 않고 하루 30분씩 꾸준히

하시면 인지 기능이 많이 좋아집니다

매일 학습 하기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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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학습 하기

진단하기가 끝이 나고, 진단 결과가 확인이 되면, 진단 결과에 맞는 학습 단계를 선택하여 매일 학습을 진행합니다.

매일 꾸준히 학습을 하고 학습 결과를 관리하면 인지 기능의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진단하기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2. 매일 학습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3. 7개의 인지 영역을 매일 골고루 학습을 합니다.

1. 매일학습 기능을 클릭합니다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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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학습이 끝날 때 마다

결과보기를 통하여 점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1. 7개의 인지영역 별 점수

2. 뇌 부위별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점수

3. 일일 별 점수의 변동 그래프

4. 월별 학습 내역

매일 학습 결과보기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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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과보기 기능을 클릭합니다

매일 학습이 끝날 때 마다 학습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7개의 인지영역별 학습결과(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뇌 부위 별 학습 결과(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매일 일별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월별 학습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학습 결과 보기

인지능력별 점수 결과보기 화면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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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과보기 기능을 클릭합니다

매일 학습이 끝날 때 마다 학습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7개의 인지영역별 학습결과(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뇌 부위 별 학습 결과(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매일 일별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학습 결과 보기

뇌 영역 별 점수 결과보기 화면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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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과보기 기능을 클릭합니다

매일 학습이 끝날 때 마다 학습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7개의 인지영역별 학습결과(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뇌 부위 별 학습 결과(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매일 일별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학습 결과 보기

일별 점수 결과보기 화면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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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과보기 기능을 클릭합니다

매일 학습이 끝날 때 마다 학습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7개의 인지영역별 학습결과(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뇌 부위 별 학습 결과(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매일 일별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학습 결과 보기

월별 학습 내역 결과보기 화면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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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학습 결과를 확인해 보고,

인지 기능이 특별히 부족한 뇌의 영역과

좀 더 훈련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하여

난이도 별로, 단계별로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집중 훈련을 통하여

인지 기능이 많이 좋아지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집중학습 하기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40



1. 집중학습 기능을 클릭합니다

집중학습 하기

매일학습 결과에 따라 학습자의 인지 상태에 따라, 부족한 인지 기능의 상태에 따라 난이도를 조정해 가면서

단계별로 집중학습을 진행합니다

① 학습난이도 단계를 조정하여 수준에 맞는 학습

② 각 7개 인지능력 중 원하는 학습만 선택하여 학습

2. 주의집중력 학습 으로 들어갑니다

3.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난이도별로, 단계별로 선택하여

집중 학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두엽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위집중력을 단계별로,

콘텐츠별로 집중 훈련을 실시

합니다.

집중학습 하기 - 주의집중력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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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중학습 기능을 클릭합니다

집중학습 하기

매일학습 결과에 따라 학습자의 인지 상태에 따라, 부족한 인지 기능의 상태에 따라 난이도를 조정해 가면서

단계별로 집중학습을 진행합니다

① 학습난이도 단계를 조정하여 수준에 맞는 학습

② 각 7개 인지능력 중 원하는 학습만 선택하여 학습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공간능력을

단계별로, 콘텐츠별로 집중 훈련을

실시합니다.

2. 시공간능력 학습 으로 들어갑니다

3. 난이도별로, 단계별로 집중 학습을 합니다

집중학습 하기 - 시공간능력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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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중학습 기능을 클릭합니다

집중학습 하기

매일학습 결과에 따라 학습자의 인지 상태에 따라, 부족한 인지 기능의 상태에 따라 난이도를 조정해 가면서

단계별로 집중학습을 진행합니다

① 학습난이도 단계를 조정하여 수준에 맞는 학습

② 각 7개 인지능력 중 원하는 학습만 선택하여 학습

전두엽, 측두엽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억력을 단계별로, 

콘텐츠별로 집중 훈련을

실시합니다.

2. 기억력 학습 으로 들어갑니다

3. 난이도별로, 단계별로 집중 학습을 합니다

집중학습 하기 - 기억력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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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중학습 기능을 클릭합니다

집중학습 하기

매일학습 결과에 따라 학습자의 인지 상태에 따라, 부족한 인지 기능의 상태에 따라 난이도를 조정해 가면서

단계별로 집중학습을 진행합니다

① 학습난이도 단계를 조정하여 수준에 맞는 학습

② 각 7개 인지능력 중 원하는 학습만 선택하여 학습

전두엽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집행능력을 단계별로, 

콘텐츠별로 집중 훈련을

실시합니다.

2. 집행능력 학습 으로 들어갑니다

3. 난이도별로, 단계별로 집중 학습을 합니다

집중학습 하기 - 집행능력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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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중학습 기능을 클릭합니다

집중학습 하기

매일학습 결과에 따라 학습자의 인지 상태에 따라, 부족한 인지 기능의 상태에 따라 난이도를 조정해 가면서

단계별로 집중학습을 진행합니다

① 학습난이도 단계를 조정하여 수준에 맞는 학습

② 각 7개 인지능력 중 원하는 학습만 선택하여 학습

측두엽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언어능력을 단계별로, 

콘텐츠별로 집중 훈련을

실시합니다.

2. 언어능력 학습 으로 들어갑니다

3. 난이도별로, 단계별로 집중 학습을 합니다

집중학습 하기 - 언어능력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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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중학습 기능을 클릭합니다

집중학습 하기

매일학습 결과에 따라 학습자의 인지 상태에 따라, 부족한 인지 기능의 상태에 따라 난이도를 조정해 가면서

단계별로 집중학습을 진행합니다

① 학습난이도 단계를 조정하여 수준에 맞는 학습

② 각 7개 인지능력 중 원하는 학습만 선택하여 학습

측두엽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산능력을 단계별로, 

콘텐츠별로 집중 훈련을

실시합니다.

2. 계산능력 학습 으로 들어갑니다

3. 난이도별로, 단계별로 집중 학습을 합니다

집중학습 하기 - 계산능력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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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중학습 기능을 클릭합니다

집중학습 하기

매일학습 결과에 따라 학습자의 인지 상태에 따라, 부족한 인지 기능의 상태에 따라 난이도를 조정해 가면서

단계별로 집중학습을 진행합니다

① 학습난이도 단계를 조정하여 수준에 맞는 학습

② 각 7개 인지능력 중 원하는 학습만 선택하여 학습

전두엽, 측두엽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리인지력을 단계별로, 

콘텐츠별로 집중 훈련을

실시합니다.

2. 소리인지력 학습 으로 들어갑니다

3. 난이도별로, 단계별로 집중 학습을 합니다

집중학습 하기 - 소리인지력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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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과보기 기능을 클릭합니다

집중 학습이 끝날 때 마다 학습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7개의 인지영역별 학습결과(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뇌 부위 별 학습 결과(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매일 일별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월별 학습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중 학습 결과 보기

인지능력별 점수 결과보기 화면

두뇌 영역별 점수 결과보기 화면

7개의 인지영역 별

결과보기 점수를

확인합니다.

뇌의 각 영역 별

결과보기 점수를

확인합니다.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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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틀리시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숙제를 내 드릴 거예요

제가 드리는 숙제를 잘 하시면 인지 기능이

확실히 좋아져요

숙제는 꼭 하셔야 해요. 

숙제기능 하기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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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기능 하기

매일학습 결과에 따라, 학습자의 인지 상태에 따라, 부족한 인지 기능의 상태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숙제를 내 주고 숙제 결과를 받아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자 only)
숙제가 존재할때는 과제 수와 함께 숙제 표시가 됩니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집중학습 또는 매일학습의 틀린 문제 학습으로 숙제 수행 모드로 자동 전환 됩니다

1. ‘숙제’ 기능을 클릭합니다

2. 과제 관리하기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50



학습하시고, 숙제 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지금부터는 어르신들의 추억을 회상하며

그 때 그 시절의 즐거웠던 옛 이야기들을

저 에게 들려 주실래요?

추억 회상 하기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51



‘그때는’ 추억 회상 기능

1. ‘그때는’ 기능을 클릭합니다

2. 추억 회상하기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어르신들이 추억을 회상하며 많은 얘기 거리와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추억 회상하기＇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해 드릴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 회복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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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추억 회상 기능

어르신들이 추억을 회상하며 많은 얘기 거리와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추억 회상하기＇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해 드릴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 회복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1. ‘광고’ 분야를 클릭합니다

그때 그 시절의 광고들을 보면서 즐거운 회상에

잠깁니다.

그때 그 시절의
광고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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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추억 회상 기능

어르신들이 추억을 회상하며 많은 얘기 거리와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추억 회상하기＇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해 드릴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 회복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1. ‘문화’ 분야를 클릭합니다

그때 그 시절의 영화나 연극등 문화시설들을 보면서

즐거운 회상에 잠깁니다.

그때 그 시절의
문화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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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추억 회상 기능

어르신들이 추억을 회상하며 많은 얘기 거리와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추억 회상하기＇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해 드릴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 회복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1. ‘생활’ 분야를 클릭합니다

그때 그 시절의 생활상들을 보면서

즐거운 회상에 잠깁니다.

그때 그 시절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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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추억 회상 기능

어르신들이 추억을 회상하며 많은 얘기 거리와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추억 회상하기＇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해 드릴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 회복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1. ‘역사’ 분야를 클릭합니다

그때 그 시절의 우리의 생활의 역사들을 보면서

즐거운 회상에 잠깁니다.

그때 그 시절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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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닥터로 사진을 찍으시고

사진들을 ‘앨범＇에 저장해 두세요

가족들이 보내 온 사진,

친구들이 보내 온 사진들,

여행가서 찍으셨던 사진들,

모두 ‘앨범＇에 저장해 두세요

‘앨범’ 기능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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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이 가족,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 여행가서 찍은 사진들을 저장하고 많은 얘기 거리와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앨범＇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해 드릴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 회복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1. ‘앨범’ 기능을 클릭합니다

2. ‘앨범’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앨범’ 기능

앨범

어르신들이 찍은 사진이 저장 되거나

가족들이 찍어서 보낸 사진들

친구들이 찍어서 보낸 사진들이 저장이 됩니다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58



제가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시간들을

기억했다가, 시간이 되면 어르신들에게

알람을 울려드릴 거예요

1. 약 먹을 시간

2. 브레인닥터 학습할 시간

3. 식사하실 시간

4. 병원 가실 시간

5. 주무실 시간

6. 또 필요하신 시간이 있나요?

‘알람’ 기능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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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이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시간들을 기억했다가, 시간이 되면 어르신들에게 알람을 울려드립니다

이 기능 역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릴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 회복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1. ‘알람’ 기능을 클릭합니다

2. ‘알람 설정’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알람’ 기능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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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기능

코로나의 위험성 때문에 어르신들이

모이지 않고, 집에서 브레인닥터를 하실 수

있도록 ‘원격’ 기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집에 계신 상태에서 저희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데이케어센터 어디에든

연결을 시켜드리고,

어르신들이 케어를 받으실 수 있게

해 드립니다.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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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기능

코로나의 위험성 때문에 어르신들이 모이지 않고, 집에서 브레인닥터를 하실 수 있도록 ‘원격’ 기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2. ‘원격’ 으로 학습을 시켜드리고, 

3. ‘원격’으로 어르신들을 케어해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안심 솔루션

1. 집에서 ‘원격’ 기능을 클릭합니다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및 인지 재활을 위한

UNTACT 비대면 온라인 원격 그룹 교육, 원격 학습 및

원격 관리 시스템

브레인닥터 서버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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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뇌 건강에 도움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재미있는

운동 시간을 가져 볼까요?

1. 손가락 운동

2. 안구 운동

3. 어지럼 예방운동

4. 두통예방운동

5. 박수 운동

‘뇌 건강 체조’ 기능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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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건강에 도움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재미있는 뇌 체조 운동 기능을 제공합니다

1. ‘뇌 건강 체조’ 기능을 클릭합니다
2. ‘뇌 건강 체조’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3. 손가락 운동을 시작합니다.

‘뇌 건강 체조’ 기능

손가락 운동 따라 하기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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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건강에 도움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재미있는 뇌 체조 운동 기능을 제공합니다

1. ‘뇌 건강 체조’ 기능을 클릭합니다
2. ‘뇌 건강 체조’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3. 손가락 운동을 시작합니다.

‘뇌 건강 체조’ 기능

손가락 운동따라 하기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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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건강에 도움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재미있는 뇌 체조 운동 기능을 제공합니다

1. ‘뇌 건강 체조’ 기능을 클릭합니다
2. ‘뇌 건강 체조’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3. 손가락 운동을 시작합니다.

‘뇌 건강 체조’ 기능

안구 운동 따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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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건강에 도움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재미있는 뇌 체조 운동 기능을 제공합니다

1. ‘뇌 건강 체조’ 기능을 클릭합니다
2. ‘뇌 건강 체조’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3. 안구 운동을 시작합니다.

‘뇌 건강 체조’ 기능

안구 운동 따라 하기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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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건강에 도움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재미있는 뇌 체조 운동 기능을 제공합니다

1. ‘뇌 건강 체조’ 기능을 클릭합니다
2. ‘뇌 건강 체조’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3. 손가락 운동을 시작합니다.

‘뇌 건강 체조’ 기능

어지럼 예방 운동 따라 하기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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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건강에 도움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재미있는 뇌 체조 운동 기능을 제공합니다

1. ‘뇌 건강 체조’ 기능을 클릭합니다
2. ‘뇌 건강 체조’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3. 어지럼 예방 운동을 시작합니다.

‘뇌 건강 체조’ 기능

어지럼 예방 운동 따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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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건강에 도움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재미있는 뇌 체조 운동 기능을 제공합니다

1. ‘뇌 건강 체조’ 기능을 클릭합니다
2. ‘뇌 건강 체조’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3. 손가락 운동을 시작합니다.

‘뇌 건강 체조’ 기능

두통 예방 운동 따라 하기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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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건강에 도움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재미있는 뇌 체조 운동 기능을 제공합니다

1. ‘뇌 건강 체조’ 기능을 클릭합니다
2. ‘뇌 건강 체조’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3. 두통 예방 운동을 시작합니다.

‘뇌 건강 체조’ 기능

두통 예방 운동 따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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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건강에 도움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재미있는 뇌 체조 운동 기능을 제공합니다

1. ‘뇌 건강 체조’ 기능을 클릭합니다
2. ‘뇌 건강 체조’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3. 손가락 운동을 시작합니다.

‘뇌 건강 체조’ 기능

박수 운동 따라 하기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72



뇌 건강에 도움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재미있는 뇌 체조 운동 기능을 제공합니다

1. ‘뇌 건강 체조’ 기능을 클릭합니다
2. ‘뇌 건강 체조’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3. 박수 운동을 시작합니다.

‘뇌 건강 체조’ 기능

박수 운동 따라 하기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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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즐거우셨나요?

저희 브레인닥터는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브레인닥터프로그램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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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브레인닥터 하드웨어 단말기 사용 설명서

1) 단말기 하드웨어 사양

2) 단말기 기능 설명 (전면, 측면)

3) 단말기 기능 (후면)

4) 배터리 충전하기

5) 배터리 충전 시 알아두기

6) 절전 모드와 초 절전 모드

7) 메모리 카드 삽입 하기

8) 메모리 카드 분리 하기

9) 전원 켜기/끄기

10) 인터넷 (와이파이) 연결 하기

11) 브레인닥터 앱 연결 하기

12) 분실 시 피해 방지 설정

브레인닥터단말기하드웨어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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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하드웨어 사양

브레인닥터 단말기 하드웨어 사양

주요사양
갤럭시탭4 어드밴스드
SAMSUNG Galaxy Tab 4 Advanced 
(SM-T536 모델의 경우)

사양 1.6GHz 옥타코어

메모리
2 GB RAM(램) + 32GB
ROM(내장메모리) 외장메모리 추가 시 최대 128GB 
확장가능

디스플레이
LCD

약 10.7인치-255.8mm 크기 및
1250x800 WXGA 해상도

카메라 화소
전면카메라 200만
후면 500만 화소

배터리 배터리 용량 6,800 mAh

배터리 시간
와이파이 인터넷 사용시간 최대
9시간
비디오 10시간, 오디오 175시간

크기 176.4x243.4x7.9 mm

해상도
2592x1944 ,1280x720
30fps 지원

태블릿 PC   

SAMSUNG Galaxy Tab 4 Advanced  

Android O/S

브레인닥터단말기하드웨어사용설명서

77



기능 설명 (전면, 후면)

① 전원 버튼 : 전원을 켜고, 끄는 버튼입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전원이 켜지거나 꺼집니다
전원버튼을 짧게 누르면 화면이 켜지거나
화면이 꺼집니다

② 음량 버튼 : 소리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는 버튼입니다.

③ 메모리 카드 삽입구 : 메모리 카드를 꼽는 자리입니다

④ 전면 카메라 :  사진을 찍을 때 사용되는 카메라 렌즈입니다

⑤ 이어폰 연결잭 : 이어폰을 연결하는 단자입니다.

⑥ 스피커 : 왼쪽, 오른 쪽 스테레오 스피커입니다

⑦ 터치 스크린 : 정전 식 터치 스크린 10.1”

⑧ 최근 실행 앱 버튼 : 최근에 실행했던 앱들을 보여줍니다

⑨ 홈 버튼 : 홈 화면으로 돌아갈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⑩ 충전 단자 : 충전기를 꽂는 단자입니다

외부 커넥터 : 충전기 연결과 함께 외부 커넥터를 연결하기도

합니다

⑪ 취소 버튼 :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①
②

⑥

⑨

⑪
⑧

④
⑤

⑥

⑦

③

⑩

브레인닥터 단말기 하드웨어 기능 설명 (전면,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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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명 (후면)

⑬ 후면 카메라 : 후면부 카메라입니다

⑭ GPS안테나 : GPS용 안테나가 들어있는 곳입니다.

⑮ 마이크 : 마이크 입력부 입니다

⑬
⑭

브레인닥터 단말기 하드웨어 기능 설명 (후면)

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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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충전 하기

브레인닥터 단말기 하드웨어 기능 설명 (배터리 충전하기)

⑩ 기능 설명 부에서

충전기 연결 용

외부 커넥터 연결 용

브레인닥터단말기하드웨어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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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충전 시 알아 두기

브레인닥터 단말기 하드웨어 기능 설명 (배터리 충전 시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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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전 모드 들어 가기

브레인닥터 단말기 하드웨어 기능 설명 (절전 모드, 초 절전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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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카드 삽입 하기

브레인닥터 단말기 하드웨어 기능 설명 (메모리 카드 삽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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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카드 분리 하기

브레인닥터 단말기 하드웨어 기능 설명 (메모리 카드 분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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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켜기/끄기

브레인닥터 단말기 하드웨어 기능 설명 (전원 켜기/끄기)

브레인닥터단말기하드웨어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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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닥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브레인닥터에 들어가기 전에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연결이 가능한데, WiFi 방식과 LTE 방식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LTE단말기가 아닌 경우
사용 전에 항상 WiFi가 연결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하고

안되어 있으면 WiFi를 연결 시켜주어야 합니다.

인터넷 연결 하기

와이파이 (WiFi)

브레인닥터 단말기 하드웨어 기능 설명 (인터넷 연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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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닥터를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앱’입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브레인닥터의 화면으로 들어가고
브레인닥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블릿PC 안에 브레인닥터가 제공해 드리는 모든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바탕화면에 깔려있는 브레인닥터‘앱＇을 한번 클릭하기만 하면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브레인닥터 앱 연결 하기

브레인닥터

브레인닥터 단말기 하드웨어 기능 설명 (브레인닥터 앱 연결하기)

브레인닥터단말기하드웨어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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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분실 시 피해 방지

브레인닥터 단말기 하드웨어 기능 설명 (제품 분실 시 피해 방지 설정)

브레인닥터단말기하드웨어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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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브레인닥터 단말기 사용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세요 ~  

브레인닥터단말기하드웨어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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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닥터가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레인닥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295155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2951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