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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베러마인드 테블릿 PC형 set 1

사    양    서
  

 

A.  특    징

1. 정신건강 자가진단 기능을 영역별 제공하여 일반인들의 심리장애 상태 척도 평가 기능을 제공하며, 

전문가 분들에게 일반인들의 심리변화 상태 평가 결과에 대한 전문적 관리 기능 제공함

2. 일반인들의 심리장애, 트라우마, PTSD 에 대한 심리적 이완과 회복 훈련에 필요한 아트테라피 콘텐

츠를 제공함

3. 아트테라피 콘텐츠는 임상미술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6단계의 게임화 콘텐츠로 제공함

4. PTSD 대응방안 교육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여 일반인들이 PTSD, 트라우마, 심리불안에 대한 대처 

방안 교육 전문성, 편의성을 제공함

5. 정신건강 자가진단 수행 결과 및 누적 분석결과를 제공함

6. 아트테라피 콘텐츠를 수행함으로서 심리이완, 트라우마 변화 추이 분석결과 제공함

B.  제품 사양

1. 소프트웨어 패키지    

 (1) 정신건강 자가진단
    1) 우울증 2)스트레스 3)자살 4)PHQ-9 5)학대 6)자존감 7)불안감 8)중독 9)분노 
      
 (2) 아트테라피 (심리, 트라우마 회복 훈련 게임)
    1)연령모드 선택 2)캐릭터 선정 3)심리상태 표현 4)1단계 콘텐츠 5)2단계 콘텐츠
    6)3단계 콘텐츠 7)4단계 콘텐츠 8)5단계 콘텐츠 9)6단계 콘텐츠 10)결과보기

(3) PTSD 대응 방안
    1) PTSD 소개 2)인적재해 3)자연재해 4)생존자를 위한 조언 5)연령별 심리적 지원

(4)결과보기, 관리기능 
 1)정신건강 자가진단 결과
 2)심리, 트라우마 회복 변화추이 결과
 3)마이챠트(자가진단에 대한 변화추이)
 4)회원 관리 기능 제공
 5)DB에 누적 데이터 관리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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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ARDWARE  SPECIFICATIONS

 (1)Client PC(일체형 터치스크린)
1)운영체제: Windows 10 home 64bit
2)프로세서: 7세대 인텔 코어 M3 프로세서
3)Display : 10.6 인치 (1920*1280 FHD)
4)메모리: 4GB 
5)내장 메모리: 128GB
6)네트워크/무선연결: Wifi 802.11 

7)멀티미디어: 웹캠 내장

(2)제품 이미지

  

 C.  비 고 
     1.  모든 견적된 아이템의 수량은 견적서 혹은 카달로그 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2.  장비의 설치 및 서비스는 무상으로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실행되어야 한다.

     3.  본 장비의 무상보증기간은 장비 공급,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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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베러마인드 일체형 터치스크린 PC형 set 1

사    양    서
  

 

A.  특    징

1. 정신건강 자가진단 기능을 영역별 제공하여 일반인들의 심리장애 상태 척도 평가 기능을 제공하며, 

전문가 분들에게 일반인들의 심리변화 상태 평가 결과에 대한 전문적 관리 기능 제공함

2. 일반인들의 심리장애, 트라우마, PTSD 에 대한 심리적 이완과 회복 훈련에 필요한 아트테라피 콘텐

츠를 제공함

3. 아트테라피 콘텐츠는 임상미술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6단계의 게임화 콘텐츠로 제공함

4. PTSD 대응방안 교육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여 일반인들이 PTSD, 트라우마, 심리불안에 대한 대처 

방안 교육 전문성, 편의성을 제공함

5. 정신건강 자가진단 수행 결과 및 누적 분석결과를 제공함

6. 아트테라피 콘텐츠를 수행함으로서 심리이완, 트라우마 변화 추이 분석결과 제공함

B.  제품 사양

1. 소프트웨어 패키지    

 (1) 정신건강 자가진단
    1) 우울증 2)스트레스 3)자살 4)PHQ-9 5)학대 6)자존감 7)불안감 8)중독 9)분노 
      
 (2) 아트테라피 (심리, 트라우마 회복 훈련 게임)
    1)연령모드 선택 2)캐릭터 선정 3)심리상태 표현 4)1단계 콘텐츠 5)2단계 콘텐츠
    6)3단계 콘텐츠 7)4단계 콘텐츠 8)5단계 콘텐츠 9)6단계 콘텐츠 10)결과보기

(3) PTSD 대응 방안
    1) PTSD 소개 2)인적재해 3)자연재해 4)생존자를 위한 조언 5)연령별 심리적 지원

(4)결과보기, 관리기능 
 1)정신건강 자가진단 결과
 2)심리, 트라우마 회복 변화추이 결과
 3)마이챠트(자가진단에 대한 변화추이)
 4)회원 관리 기능 제공
 5)DB에 누적 데이터 관리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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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ARDWARE  SPECIFICATIONS

 (1)Client PC(일체형 터치스크린)
1)운영체제: Windows 10 home 64bit
2)프로세서: Intel Core i3 7세대 이상
3)Display : 21.5 형 롱 터치 스크린
4)메모리: 8GB 이상
5)외장하드: SSD 120GB 이상
6)네트워크/무선연결: Wifi 802.11 b/g/n 및 BT 4.0

7)포트: USB 3.0 2개, USB 2.0 2개, 헤드폰, 마이크로 콤보 1개

8)입력장치: 무선 키보드 및 광 마우스

9)오디오: DTS Studio Sound

10)멀티미디어: 웹캠 내장

(2)제품 이미지

 C.  비 고 
     1.  모든 견적된 아이템의 수량은 견적서 혹은 카달로그 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2.  장비의 설치 및 서비스는 무상으로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실행되어야 한다.

     3.  본 장비의 무상보증기간은 장비 공급,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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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베러마인드 KIOSK형 set 1

                 

사    양    서
  

 

A.  특    징

1. 정신건강 자가진단 기능을 영역별 제공하여 일반인들의 심리장애 상태 척도 평가 기능을 제공하며, 

전문가 분들에게 일반인들의 심리변화 상태 평가 결과에 대한 전문적 관리 기능 제공함

2. 일반인들의 심리장애, 트라우마, PTSD 에 대한 심리적 이완과 회복 훈련에 필요한 아트테라피 콘텐

츠를 제공함

3. 아트테라피 콘텐츠는 임상미술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6단계의 게임화 콘텐츠로 제공함

4. PTSD 대응방안 교육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여 일반인들이 PTSD, 트라우마, 심리불안에 대한 대처 

방안 교육 전문성, 편의성을 제공함

5. 정신건강 자가진단 수행 결과 및 누적 분석결과를 제공함

6. 아트테라피 콘텐츠를 수행함으로서 심리이완, 트라우마 변화 추이 분석결과 제공함

B.  제품 사양

1. 소프트웨어 패키지    

 (1) 정신건강 자가진단
    1) 우울증 2)스트레스 3)자살 4)PHQ-9 5)학대 6)자존감 7)불안감 8)중독 9)분노 
      
 (2) 아트테라피 (심리, 트라우마 회복 훈련 게임)
    1)연령모드 선택 2)캐릭터 선정 3)심리상태 표현 4)1단계 콘텐츠 5)2단계 콘텐츠
    6)3단계 콘텐츠 7)4단계 콘텐츠 8)5단계 콘텐츠 9)6단계 콘텐츠 10)결과보기

(3) PTSD 대응 방안
    1) PTSD 소개 2)인적재해 3)자연재해 4)생존자를 위한 조언 5)연령별 심리적 지원

(4)결과보기, 관리기능 
 1)정신건강 자가진단 결과
 2)심리, 트라우마 회복 변화추이 결과
 3)마이챠트(자가진단에 대한 변화추이)
 4)회원 관리 기능 제공
 5)DB에 누적 데이터 관리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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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ARDWARE  SPECIFICATIONS

 (1)Client PC(일체형 터치스크린)
1)운영체제: Windows 10 home 64bit
2)프로세서: Intel i5 
3)Display : 32인치 터치스크린(정전식)
4)메모리: 8GB 이상
5)외장하드: SSD 120GB 이상
6)네트워크/무선연결: Wifi 802.11

7)포트: USB 2.0 2개

(2)제품 이미지

 C.  비 고 
     1.  모든 견적된 아이템의 수량은 견적서 혹은 카달로그 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2.  장비의 설치 및 서비스는 무상으로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실행되어야 한다.

     3.  본 장비의 무상보증기간은 장비 공급,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