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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젼

미션

Global Smart Healthcare Leader

보다아름답고보다풍요로운 삶을위한인류건강증진에기여

핵심가치 신뢰(TRUST) / 소통(Communication) / 변화(Change)



옴니씨앤에스는8개팀, 연구센터

그리고33명의전문가로구성되어있습니다.

대표이사 이사회/ 감사 주주총회

경영지원팀

옴니핏생체신호연구센터
Product팀

Healthcare1팀 Healthcare2팀 전략영업팀 Application팀 Service팀 UI/UX팀

VR 서비스
운동 처방

마인드케어, 
링, 브레인 서비스

국내 및 해외 영업 어플리케이션 개발 웹, 서버, DB 개발 디자인

제품 설계/ 생산 관리 /
품질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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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신호 분석 및
알고리즘 개발



옴니씨앤에스사업분야

OMNIFITMindcare/OMNIFITVR
OMNIFIT Brain / OMNIFIT Ring

Myanmmar Mobile Biz
Global Healthcare

맥파/뇌파의생체신호를기반으로
스트레스, 두뇌건강, 수면등을분석하는
정신건강관리솔루션으로
국내외Mental Healthcare 시장의
선두주자로자리매김하고있습니다.

Healthcare와Mobile VAS를기반으로
적극적인글로벌사업을펼치고있으며, 
해외네트워크및파트너를보유하여
빠른글로벌사업을확장하고있습니다.

Healthcare 
OMNIFIT

Overseas 
Biz

Mobile
VAS

Mobile SI/SM
Mobile Biz Consulting

다년간의프로젝트수행과경험을바탕으로
가치를더한Smart Mobile Biz를추구합니다.
깊이있는노하우와차별화된통찰력으로
모바일시장을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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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씨앤에스Timeline

1998~2013

1 Step
2014

• OMNIFIT 상용화

• 공공헬스케어사업참여

옴니텔설립/ 모바일사업시작

비타민음원(심리치료) / 힐링뮤직개발(2005)

옴니핏뉴로,펄스시제품개발 (2011)

옴니핏심리상담솔루션개발(Prototype)

옴니핏펄스200대납품(학교상담실)

옴니핏뉴로대구DIP 과제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증진센터고도화

삼성화재보험연계서비스개발

삼성전자갤럭시기어1/2/S APP 5종개발

삼성전자갤럭시VR 3D 런치및갤러리개발

2 Step

• 판매본격화및채널확대

• 서비스확대

2015 벤처기업인증

옴니핏상표등록출원

옴니핏밴드및링개발

대구IOT 헬스케어실증사업/ 대구DIP 휴먼케어사업선정

IBCM 스포츠실증사업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증진센터2차고도화

LG 전자Smart Watch App 20종개발

LG U+ 걷기코치App 개발

2016 옴니핏Mindcare/ Ring상용화

옴니핏VR개발 (IITP)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증진센터3차고도화

국민건강보험공단정신건강시범사업

Coway IOT 사업전략컨설팅선정

삼성화재보험연계서비스고도화

국민안전처CBS이전· 구축

MPT Mobile VAS 컨설팅선정(미얀마)

2017
전국보건소총판계약체결(㈜팜월드)

금천구마음건강스마트케어구축사업(서울시)

ICT기반마음톡톡행복지원구축사업(대구TP)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증진센터정신건강측정장비임차사업

스포츠몬스터스마트밴드개발사업

감정노동자통합건강관리서비스개발사업(산자부)

통합수면관리서비스개발사업(산자부)

가상현실기반주의집중심리치료서비스개발사업(NIPA)

VR 힐링음원콘텐츠IRB 승인

2018 건강검진센터/한의원총판계약체결(㈜인바디스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성인/청소년건강관리시범사업

가상현실기반감정노동자정신건강관리훈련콘텐츠제작사업(휴먼케어)

ICT기반마음톡톡행복지원구축2차사업(대구TP)

행복도시스마트시티체험존서비스구축사업(한국토지주택공사)

옴니핏브레인The 집중상용화

옴니핏VR  -GS 1등급취득, 특허등록

소방서, 초/중/고등학교총판계약체결(무진테크)

건설, 물류, 운송총판계약체결(씨엔코)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대학교총판계약체결(마이헨지)

MPT Mobile Web Portal 런칭(미얀마)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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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분야총판계약(GPS패밀리)

옴니핏브레인The쉼상용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증진센터정신겅강측정장비임차계약(5년)



I N D E X

2. 사업현황

Business Position

OMNIFIT Solution

OMNIFIT 경쟁력

Target Customer

With OMNI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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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osition

Sports
Fitness

Mental

Food

Smart Healthcare

⚫ Mindcare
⚫ Brain
⚫ VR
⚫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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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al Healthcare Solution OMNIFIT

ICT Solution

ICT기기활용으로흥미유발

1분측정으로심리적부담저하

Network Base

측정관련데이터지속적관리가능및

거점확대용이

알고리즘고도화를통한신뢰성확보

Bio-Signal (EEG/PPG)

임상시험데이터기반의

생체신호(맥파/뇌파) 측정을통한

객관적분석데이터제공

Training Contents

임상시험완료된

맞춤형치유·훈련콘텐츠제공

측정→ 분석→ 치유·훈련

One Stop Solution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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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측정> 분석> 가이드> 치유·훈련One Stop Solution

측정

생체신호 심리설문

정량 정성

분석

일반 관심군

가이드

치유콘텐츠 전문상담

치유·훈련 건강예방 / 관리 / 증진선순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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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NIFIT은Wearable Device, Software, Contents, Big Data 구성

Wearable Device Software Contents

Mindcare
Headset

VR Mask

Ring

측정App 분석App

스트레스

두뇌건강

수면상태

심리분석

Algorithm

진단
처방/
가이드

분석
O2O Service

Digital Contents

힐링뮤직 명상 호흡훈련

VR 두뇌훈련 수면

상담사 힐링제품 건강식품 힐링프로그램

Server / CMS

DB (Big Data) Algorithm
▪사용자기반데이터분석
▪통계/추이분석

* 지속확장예정

Mindcare

Brain

Ring

심리검사

13

Brain



Wearable Device –생체신호 (뇌파/EEG, 맥파/PPG)측정Device

중추신경계–EEG (뇌파)

: 뇌로대표됨.척수포함

Mindcare
Headset

자율신경계–PPG (맥파)

: 심장박동, 소화, 호흡, 땀같은신진대사담당

VRMask

Ring Pu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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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2등급

식약처안전성유효성심사에서

적합판정을받은의료기기2등급제품

IRB 승인임상시험데이터

뇌파(EEG), 맥파(PPG)추출데이터모두

임상시험을통한신뢰성있는데이터제공

Brain



Software -뇌파기반두뇌건강과맥파기반자율신경건강분석,진단,가이드

뇌파로확인하는두뇌건강

두뇌건강점수 집중도

두뇌활동정도 두뇌스트레스

좌우뇌불균형 기본뇌파

두뇌인지능력을

분석한종합

두뇌건강점수

주변상황을경계하는

주의력과특정대상에

집중하는몰입력평가

정신적작업의부하

수준으로두뇌인지

활동의활성화상태

평가

두뇌의긴장, 

불안상태의정도

평가

좌우뇌파의

신경학적균형

상태를확인

뇌파의각주파수별

파워의정도

현재스트레스로

나타나는즉각적인

신체반응정도

맥파로확인하는스트레스 (자율신경건강)

자율신경나이 스트레스

심장건강 누적피로도

신체활력도 자율신경건강도

자율신경활성

정도를분석한

자율신경의나이

심장박동의

간격으로확인하는

심장건강상태

반복적인스트레스로

인해나타나는신체의

피로정도

현재신체의활력, 

무기력상태의정도

심장박동, 소화, 호흡

등신진대사를

담당하는자율신경

기능의건강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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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뉴로피드백 / 뇌파동조기술적용한Contents

16

MBSR(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명상

뉴로피드백게임

분노, 불안, 좌절, 우울등부정적인감정을
긍정적감정으로유도함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ADHD, 두통개선에
도움이되며부작용이없음

집중력, 주의력, 면역력향상에효과적이며
숙면유도등의효과도있음

집중력확인및훈련
(집중력 상승법 터득)

주 2~3회반복
(뇌 신경세포 변화)

집중뇌파의활성
(훈련된 뇌파로 고정)

바이노럴비트음악/ VR영상

수면유도단계별뇌파동조비트

수면

• 뇌파

• 수면 유도 비트뇌파

시간

→

→

→

수면의질
개선

빠른
수면유도

뉴로피드백이란?

뇌파의 변화를 특정 자극으로 확인하면서
안정적인 뇌파를 스스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훈련

뇌파동조기술이란?

빛, 소리 등 외부에서 적절한 자극(뇌파와 동일한 주파수)을
주어 원하는 상태의 뇌파로 유도하는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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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CMS- 회원관리, 통계, 보고서작성및DB 관리

회원관리

관심군관리

자동보고서

→

→

→

회원관리/조회, 회원별 측정이력조회,  측정히스토리. 상담이력등
회원을관리할수있는기능

맥파/ 뇌파 측정이력,  심리검사지 이력조회, 측정요약서, 
측정상세결과서등 측정이력을관리할수있는기능

각측정항목중 분석결과가 주의나 높은단계인 경우
관심군으로자동으로분류하여 추가관리가용이

회원및이용현황통계,  맥파/뇌파측정통계, 심리검사통계등
서비스전반의 통계현황을제공

관리자를고려하여보고서를 자동으로생성하는편의기능제공
보고서다운로드및 출력기능제공

측정이력관리→

통계→



OMNIFIT Solution Line up

측정Solution

【KIOSK Type 】

OMNIFIT Mindcare  

PPGEEG
【Portable Type 】

뇌파와맥파를측정하여임상시험기반12가지분석결과제공

힐링Solution (Personal)

OMNIFIT Brain EEG

게임, 음원, 명상훈련등을통한

집중력향상및스트레스완화

OMNIFIT Ring PPG

호흡훈련, 명상, 음원을통한

스트레스완화및수면관리

힐링Solution (Public)

OMNIFIT VR

PPGEEG

VR 영상을통해산책, 명상, 만다라그리기등힐링진행

18



OMNIFIT **체커 ***맥파 ***매니저

뇌파측정 O X X X

맥파측정 O O O O

심리검사지 O X X X

전용App O O O O

CMS O X O X

DB(Big Data) O X X X

요약보고서 O O O O

종합보고서 O X X X

Device O X X X

Contents O X X X

OMNIFIT 경쟁력
정신건강관련통합솔루션시장은도입단계이며측정> 분석> 가이드> 치유·훈련의통합기능제공은OMNIFIT이유일

측정

분석

가이드

훈련

19



Target Customer

공공기관및일반기업 / 집중이필요한청소년및힐링이필요한성인대상

20

국민건강
보험공단

(보건복지부산하)

소방서
(행정안전부산하)

학교
(교육부산하)

군부대
(국방부산하)

경찰/검찰
(법무부산하)

집중이필요한

청소년

휴식이필요한

성인/직장인B to G
고객센터
콜센터

백화점
대형마트

건강식품
판매사

의료기관
병·의원

EAP기업
심리상담소

금융사
보험사B to B B t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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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OMNIFIT
건강보험공단, 분당서울대병원, 금천구, 대구/경산시등국내외많은곳에서OMNIFIT을도입하여정신건강관리솔루션으로활용

B2GReference B2BReference Overseas Reference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건강증진센터납품

부산, 영동군등보건소납품

남양주등치매안심센터납품

금천구, 대구·경산지역정신건강관리서비스구축

한국건강관리협회시범운영

대한적십자혈액관리본부시범운영

:

분당서울대병원정신의학과납품

SK엠엔서비스, 포스코, 웰크론, 아모레퍼시픽등 납품

SK 건설, 두산건설현장출입자관리용납품

대한통운현장출입자관리용납품

이지웰니스등EAP 전문업체사업협력및납품

민간심리상담소, 정신의학과납품

:

일본SUCCESS, 중국CPT납품

대만자이럭스와사업제휴진행(헤드셋1.5)

일본 스미토모사업제휴진행

아마존EU LaunchPad선정/등록

베트남 Kangaroo 사업협력

베트남VinmecNDA 체결후사업협의중

스페인Ingesport/포르투갈Webavenue외다수

해외업체와NDA 체결후사업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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