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Vue
Ambient Healing AudioVisu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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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Vue 영상/음악 힐링 솔루션…
 임상용으로 제작된 자연테마영상, 음악, 소리, 빛을 이용하여 환자, 의료진, 내원객의 스트레스 완화와 감성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과학/예술 영역을 의료분야에 적용한 신개념 힐링 솔루션
 의사, 음악가, 사진작가에 의해 임상적, 예술/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전제품, 전과정을 검증한 솔루션
 영상 및 음악 컨텐츠는 임상용 컨텐츠를 전문으로 만드는 덴마크 Wavecare 사 제품
 빔프로젝터 또는 TV, 음향시설, 타블렛PC를 이용한 전 과정 자동제어 방식
 환자 Respiration Gating(RPM) 화면을 천정화면에 투영하여 환자 호흡패턴을 유도
 치료 중 환자와 보호자 또는 의료진과의 화상소통을 통해 환자심리 안정
 신규 치료장비 설치 때 뿐만 아니라 기존 치료장비가 설치되어있는 방에도 설치할 수 있음
 단순 조명인테리어 제품인 스카이뷰(또는 Sky Ceiling)와는 완전히 다르게 임상용으로 만들어진 동영상과 음악을
사용하는 신개념의 환자힐링 제품
 특허 (Patent Number) 제 10-1984738 호

임상효능…
 긍정적인 분위기 연출로 환자 및 내원객들에게 집과 같은 편안함과 행복감을 제공하여 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검사 또는 치료의 과정 및 결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함
 치료중인 환자와 보호자 또는 의료진과의 화상소통을 통한 환자심리 안정효과
 약물진정(Sedation)의 필요성 감소효과
 약물주입(Injection)의 증진 효과
 통증완화관리(Pain Management)
 검사/치료결과 향상효과

국내설치사례…
 서울아산병원

4 Rooms - Linac, CTsim, CyberKnife, Tomo

 아주대병원

1 Room - Linac

 성빈센트병원

5 Rooms - Tomo(2), CTsim, 외래, Main Lobby

 한림대한강성심병원

1 Room - CT

 익산나은병원

1 Room - MRI

 고대구로병원

1 Room - Linac

 홍성의료원

1 Room - CT

 은평성모병원

6 Rooms - Linac, PETCT, SPECTCT, 호스피스병동, Main Lobby(2)

 계명대동산병원

2 Rooms - Linac, Brachytherapy

 고대안산병원

1 Room - Linac

 용인세브란스병원

1 Room - Elekta

 원주세브란스병원

1 Room - Radiology

 부산백병원

1 Room - Lin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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