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QVS HM-200S
RSBT(Rhythms Sound Brain Tuning)을 활용 인체동조 훈련

HQVS(High Quality Virtual Sound)역할!

뇌 동조운동을 통한 뇌 가소성 향상, 이명 완화, 난청 개선
및 스트레스 완화 에 따른 인체 동조 Sound Massage.

1) 소리이동에 따른 청각 인지력 훈련
시각, 청각에 의한 뇌 가소성 향상으로 치매 예방 효과.

2) CAPHIT 난청도/이명도 AI 3D분석에 따라 이명완화, 청력개선 훈련
난청의 인체유형(전음, 감각, 신경, 혼합성) 파악.
이명의 인체유형(잠재, 활성, 가상, 만성)이명 분석
및 정확한 이명위치 파악으로 이명완화, 난청개선에
따른 자기만의 AI Sound Code 생성 동조훈련.

Device
Rhythms Sound

Brain Tuning

Equipment
3D 분석 [CAPHIT]

뇌 동조 프로그림
AI Data 축출

뇌 인지 평가

Feedback를 통한 난청개선/이명완화 과정 모니터링. [객관적 data 축적]



본인의 이명/난청이 어떤 인체유형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나요!

눈이 침침하고,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십니까?
이명 및 난청으로 고통 받고 계신가요?
대화를 편안하게 하고 싶으신가요?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이명이 커지시나요?
청력검사에서는 정상인데, 이명이 들리시나요?
청력은 매우 나쁜데 이명이 들리기 시작하셨나요?
갑자기 청력악화로 이명이 시작되었나요?

뇌 동조 훈련에 의한 뇌 가소성 향상 및 이명/난청을 위한 리듬 훈련
시각, 청각에 의한 뇌 가소성 향상으로 치매 예방 효과 및 이명완화/청력개선
을 고려한 리듬훈련으로 이명은 들려서 문제이고, 난청은 안 들려서 문제인 것
을 완화와 개선을 통하여 인체를 도와주는 Solution입니다.

HQVS HM-200S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지각인지에 따른 뇌 가소성 향상, 이명완화, 난청개선을 도와주는
나만의 Rhythms Sound Brain Tuning인 HQVS[HM-200S]를 소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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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QVS 스펙
■ 품 명 : Capvoice HQVS
■ 모델명 : HM-200S
■ 적용범위 : Rhythms Therapy
■ 배터리 : 리튬폴리머 3.7V 
■ 사용시간 : 연속 20시간 이상
■ 신호처리 : 48Kfs DSP 신호처리
■ 동작온도 : -20℃ ~ 50℃
■ 무게 : 45g(본체)
■ 크기 : 30(W) x 50(H) x 15(D)

뇌 동조 훈련에 의한 뇌 가소성 향상 및 이명/난청을 위한 리듬 훈련
시각, 청각에 의한 뇌 가소성 향상으로 치매 예방 효과 및 이명완화/청력개선
을 고려한 리듬훈련으로 이명은 들려서 문제이고, 난청은 안 들려서 문제인 것
을 완화와 개선을 통하여 인체를 도와주는 Solution입니다.

HQVS HM-200S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지각인지에 따른 뇌 가소성 향상, 이명완화, 난청개선을 도와주는
나만의 Rhythms Sound Brain Tuning인 HQVS[HM-200S]를 소개 드립니다.

난청 /이명 인체유형 분석 특허, 청력자극과 뇌 가소성 관련 특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