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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Voice 블루투스 NM-200
LIKE MY EAR

난청! 안 들리는 문제 해결. 
통화! 상호 편안한 대화 해결.

“NM-200 역할”
본인의 난청 인체유형을 찾아, 유형에 맞는 음성증폭을 통한 해결!
전화통화를 편안하고, 명료한 대화로 의사소통 해결!
덤으로 명료한 유튜브 청취 해결!

난청 인체유형 분류 : 
전음 : 말을 크게 하면, 의사소통이 되는 경우.
신경 : 말을 크게 하여도, 잘 못 알아 듣는 경우.
감각 : 말을 크게 하면, 시끄럽다고 불편해 하는 경우.
혼합 : 주변 소음으로 대화가 어렵고, 말을 빨리 하면, 잘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

< 감각 또는 신경 중 편리한 부분 선택 >
충격음은 난청 인체유형에 따라 다르게 들리게 하고, 
주변에서 들리는 음성은 모두 같게 들리게 하는 난청 인체유형 AI 시스템 NM-200. 

“NM-200 지향 방향”

기술성

본인의 난청 인체유형 찾는 기술.
(Self Fitting).

개인 인체유형 제어로
잘 알아 듣기 위한
Self Fitting

잘 듣기 위한 명료도 추구
기술(P-EQ, MP-DRC).

선형/ 비선형 증폭 개념 반영
난청유형 주파수 조절 및

누가현상 감도 조절

잘 듣기 위한
P-EQ, MP-DRC

잘 알아 듣기 위한 주변소음
감쇄 기술(SNR) 

주변 소음 감쇄 기술 적용
Surround Noise Reduction

순간 충격음 및 Feedback 자동제어

좀더 명료하게
잘 알아듣기 위한
SNR

전화통화 할 때 주변 환경소음
감쇄로 상대방과 명료한 대화

거리(3m ~ 50cm)간
일정한 음량 청취

편의성

청약자를 위한
YouTube 청취

청력측정
[청력도]

귀 울림
제어



난청을 위한 Neck Media 음성증폭기는 난청 인체유형에
잘 적용되어 편안하고, 명료하게 잘 알아듣게 하는 시스템.

TV 시청과 함께 가족들과 대화를 하고 싶습니까?
지하철/버스 시끄러운 장소에서 편안한 전화통화를 하고 싶습니까?
유튜브 및 인터넷 방송도 명료하게 청취하고 싶습니까?
좀 떨어져서 대화하고 싶습니까?
귀 울림현상을 줄이고 싶습니까?
주변의 순간 충격음으로 인해 얻는 불쾌감을 해소하고 싶습니까?
잦은 배터리 교환으로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본인의 난청이 어떤 인체유형인지 알아야 합니다.

CapVoise NM-200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기존 문제점을 보완하여, 자기 자신만의 난청 유형 특성에 맞춤 방법으로
새롭게 탄생한 음성증폭기 CapVoice [ NM-200 ]를 소개 드립니다.

난청 인체유형 맞춤 Fitting à 편안하고, 명료하게 잘 알아듣고 à 전화 통화, 유튜브 청취

NM-200 Self Fitting
(전음/신경/감각)

★ CapVoice 스펙
■ 품 명 : 블루투스 기도형 음성증폭기
■ 모델명 : NM-200
■ 배터리 : 리튬폴리머 3.7V 
■ 사용시간 : 연속 13시간 이상
■ 신호처리 : 48Kfs DSP 신호처리
■ 동작온도 : -20℃ ~ 60℃
■ 무게 :  59g(본체)
■ 크기 : 150(W) x 200(H) x 15(D)

NM-200 Self Fitting
(전음/신경/감각)

난청 인체유형 분석 특허 , 주변소음 감쇠 관련 특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