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perience the DOC Difference™ 
저희는 귀하의 자녀를 위한 최고의 치료를 제공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직 사두증 
치료에만 전념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 어린이 및 가족 친화적인 저희 센터는 사두증 아동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물리 및 직업 치료사, 교정 
전문가 및 RN들이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 각 Cranial Technologies 임상의는 첨단 진료 의료인일 뿐만 아니라 300 시간 이상 사두증 전문 교육을 
받습니다. 

• 저희 임상의는 발달 이정표를 모니터링하고 근본적인 목 기능 장애 또는 사경을 발견합니다. 

조심스럽지만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영아의 모든 
머리 모양에 맞는 맞춤형 
디자인 

일반적으로 무게가 6 온스 
미만이며 다른 기기보다 32% 더 
가볍기 때문에 영아의 균형 또는 
일상 활동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민감한 피부를 위한 
저자극성 고품질 
소재 

각 밴드는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각 유아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작됩니다. 

상부가 44% 더 
개방되어 영아를 
시원하고 편안하게 
합니다. 

맞춤형 디자인 
저희가 치료하는 모든 아이들은 독특합니다. 따라서 각 DOC Band®는 수 시간의 개별 평가와 맞춤형 설계 
및 지속적인 평가를 필요로 합니다. 

DOC Experience® 
포괄적인 치료, 손쉬운 관리, 탁월한 결과, 행복한 가족 
 



 

“치료는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치료 전과 치료 후의 이미지를 공유하고 치료의 
물리적 근거를 많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설명하였고, 이제 
그들은 이것이 단지 둥근 머리 모양 이상의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Monica & Jonathan A. 

치료 전 치료 후 

치료 기간: 3개월 

치료 기간: 3.75개월 

탁월한 결과 

Digital Surface Imaging®(DSi®) 
디지털 표면 이미징(DSi: Digital Surface Imaging)은 성공적인 사두증 치료의 기초입니다. 탁월한 결과를 
보장하는 프로세스로 시작함으로써 귀하는 신뢰할 수 있는 치료 제공자와 함께하게 됩니다. 
 

• 사두증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유일한 기술 
• 10대의 고해상도 카메라 사용 
• 안전성: 독립적 안전 분석으로 뒷받침됩니다.1 

• 속도: 단 1/180 초가 걸립니다. 
• 정확성: 임상 연구에서 신용 카드의 1/4인 0.25 밀리미터 이내의 정확도가 입증되었습니다.2 

• 영아 머리의 360도 이미지를 캡처합니다. 
• DOC Experience® 독점 

치료 기간: 2개월 



 

참조: 1.Data on file, Cranial Technologies.2.Littlefield TR, Kelly KM, Cherney JC, et al.  
Development of a New Three-Dimensional Cranial Imaging System J Craniofac Surg 2004; 15(1) 175-18 

무료 번역 서비스! 
(844) 447-5894 • www.cranialtech.com 

다음에 근거하여 귀하의 아이를 위한 경험을 선택하십시오. 
 

• 거의 35년에 이르는 탁월한 사두증 치료 
 
 
• 직원들은 오직 사두증 치료에만 전념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 약 175,000명의 아기 치료 
 
 
• 탁월한 임상 결과 
 
 
• 사두증 치료를 위한 가장 포괄적인 제품 및 서비스 
 
 
• 평균적으로 설문 조사에 참여한 부모들은 1 Cranial Technologies의 DOC Experience®를  “좋음”에서 
“우수”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만족도” 및 “전반적인 만족도”는 96.5% 이상입니다.* 
 
• “서비스 레벨”은 97.5%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