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요양·독거노인:
VR Box를 활용하여 저렴하고 편리하게 VR 방문체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VR Box (1만원이하) 구입 후 네이버밴드 
vrmillion 횔용 하실수 있습니다. 

   [Nature Therapy]자연의 빛과 소리, 색감의 자연적 조화가     

사람의 뇌와 일치한 '공진주파수'를 이루어 어르신들의 뇌를 

자극하게 되고 심약해진 감성의 안정과 조화를 가져옵니다.  

   스마트폰의 QR코드리더로 좌측의 QR코드를 
읽으면 유튜브 영상이 나옵니다.  VR Box
를 가지고 계신 분은 스마트폰 오른쪽 아래를 
누르면 안경태가 나옵니다.  안경태를 누르시면 
화면이 두개의 창으로 변환된 후 스마트폰을 
VR박스에 삽입하시고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VR Therapy

감성마사지
(Why?) 나이가 들어 몸이 아프신 어르신들은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가족이나 사회와의  단절때문에 

발생하는 고립감은 때로는 죽음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누적된 피곤을 마사지로 풀어줄수 있듯이 

홀로 고독감 등으로 힘들어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정신적인 마사지가 필요합니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은 실제로 가볼 수 없는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을 나이 들어서도 체험할 수 있는 

감성 마사지를 선물해 드립니다.

=Who/Whom?

요양원·양로원·노인주간보호센터·방문요양등에서 
거주하시면서 우울함 등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어르신들

=How?

VR Therapy 감성마사지란? 

  제4차산업혁명기술인 VR(가상현실)을 이용하여 

나이들어 몸이 아파 거동이 불편하여 외출이 힘들고, 

가족과의 단절로 인한 대화 부족, 홀로 계셔야 하는 

외로움에 고통을 당하시는 삶의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는 

신세대 감성치료 기법입니다.   

[What]VR Therapy 분야

♣A.Nature Therapy: 빛, 소리, 색감 등으로 뇌를 

자극하여 감성의 안정을 도모하는 자연풍경을 담은 몰입형 

콘텐츠 

♣B.Home-town Therapy: 어르신들이 사시던 고향의 

모습을 담아 지난날의 아르다운 추억 등을 회상하며 감성적 

안정을 촉진하는 고향 컨텐츠 

♣C.Tour Therapy: 우리나라 및 세계 여러나라의 유명 

관광지를 여행하므로서 즐거움을 선사해 드리는 여행 

콘텐츠 

♣D.Concert Therapy: 유명한 가수·연예인들의 

공연이나 재미있는 오락 행사 들을 보여주는 오락 콘텐츠

♣E.Family Therapy: 요양원이나 치매보호기관에 

입소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지난 날 가족과 함께 했던 

가족들의 탄생, 입학식, 졸업식, 결혼식, 수상식, 손주·

손녀들의 재롱  등 추억을 담은 사진이나 비디오 영상 

들을 정리하여 만든 가족 콘텐츠를 보면서 집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감성적인 안정화를 촉진할 수 있는 

가족콘텐츠(비급여 프로그램 개발 가능)

주간보호기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선생님이 5~10명 그룹을 형성하여 
스마트폰이 필요없는 VR헤드세트와 이어폰을 착용하고 
감상하게 합니다. 매주 1~2회 VR Therapy  체험분야에 
있는 컨텐츠를 감상하게 합니다. 인지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므로 주로 Tour Therapy 와 콘서트 테라피 컨텐츠를 
권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그룹별 5~7인의 어르신들이 한 조를 이루어 VR테라피 
감성마사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선생님이 프로그램계획서에 기술된 
시나리오대로 어르신들에게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리고 VR 
컨텐츠를 감상한 뒤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치매어르신에게는  Family Therapy 프로그램을 비급여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필요없는 VR 헤드세트와 
이어폰, USB 저장장치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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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R T H E R A P Y



V R T H E R A P Y =구성 (Structure)

VR Therapy 감성마사지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장비와 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개별사용(VR Box) 그룹사용(uVR)

원
리

스마트폰을 VR
박스에 착용

스마트폰이 필요없는
uVR 해드세트 사용

구
성

◈ 스마트폰 1세트

◈ VR Box  1개

◈ uVR 헤드세트 5개+

◈ USB/Micro SD 1개

    (최소 32GB) 1개

◈ 이어폰 1개 

콘
텐
츠

◈ vrmillion band
◈ 홈페이지 사이트

◈ USB
◈ Micro SD

용
도

◈ 스마트폰을 가진
    개인/와상/독거어르신

◈ 별도 스마트폰 없이 
    5~10명 그룹 사용

비
용

◈ VR Box 1만원
◈ 컨텐츠이용:월3천원

◈ uVR Set 23만원/대
◈ 컨텐츠이용:
    월5천원/대(1년 후)

☞5명 이상 그룹 신청하시는 경우는 매주 1회 1개월간 현장
   방문하여 프로그램 진행과 직원교육 해드립니다.
   (프로그램진행계획서 및 진행 시나리오 제공)  
☞백만인클럽 회원들에게는 uVR Set 대당 15% 디스카운트
   해드립니다.

[사진]개인용 VR Box w/
        스마트폰

[사진]그룹용 
스마트폰이 
필요없는 
uVR 헤드세트 
(Emerald VR)

[표]소요 구성 부품 사양

문의처

(유니실버) 031-718-5811, 010-8915-6755
(총판: 에스이) 031-723-5814 (경기도 성남)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295번길 21,  
419호 (상현동, 광교푸르지오시티 1차1단지)

=Where?

네이버 밴드 'vr million'과 유니실버(주) 공식 홈페이지 
http://www.unisilver.org, 유튜브(라이브방송단100), 
veer 사이트(silverpiaonline)에 게시 되어 있습니다.
- 스마트폰 없는 VR 헤드 세트 사용고객:이메일 전송 (USB)  

◈ 네이버 밴드  vrmillion  - band.us/@vrmillion

◈ veer Site - https://veer.tv/vr/silverwill/
    uploads/all

◈VR Thearapy 홈페이지- 
   https://unisilvermso.wixsite.com/
   vr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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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기관명 전화

주문정보

개별용 수량                                                대      

그룹용                                        대          

주문 희망 시 이 부분만  사진  찍으셔서
 010-8915-6755로 보내주시면 견적서 보내드립니다.  

◈유니실버(주) 홈페이지- 
   https://www.unisilver.org(VR Therapy메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