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EEG Brainwear® 장치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이다.

지금 주문

주요 기능
EMOTIV EPOC X 장치는 감정을 통해 생각을 읽고 사용이 쉽고 혁신적인 설계로 뇌 데이
터에 신속하게 액세스하도록 설계된다.

14개의 채널 EEG

장치를위한 무선 연결
PC 및 모바일

는 뇌 전체를 감지한다

용 가능 최대화

재충전 가능
최대 9 시간의 배터리 수명으로

회전식 헤드 밴드로 착

염분 기반 전극

9 축 모션 센서로

새로운 설계 및 쉬운 재수화

헤드 움직임 감지

사양

설치

책임 부인- EMOTIV 제품은 개인적 연구 및 사용 애플리케이션에만 사용된다. 우리의 제품은 EU의 93/42 / EEC 지지에 정의된대로 의료 기기로 판매되지 않는다. 우리 제품은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에 사용하도록
설계되거나 예정되지 않는다.

새로운 소식?
우리의 10주년 기념 버전은 EMOTIV 커뮤니티가 선호하는 EPOC+의 기능을 포함하지만,
그것의 혁신 설계는 더 많은 경우에 신경과학 연구를 허용할 수 있다.

회전식 헤드 밴드
EPOC X는 머리 꼭대기 또는 머리 뒤쪽에 위치할 수 있는 회전식 헤드밴드
로 설계되었다. 이 개선은 수면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며 머리 받침대가 있거나 머리 받침대가 필요할 때 사용자에게 편안
한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재수화 시간 단축
우리는 각 센서 후면에 개구부가 포함되도록 설계를 수정했다. 후면 개구부
는 제자리에있는 동안 각 센서를 재수화하기 쉽게 해준다.중단 시간을 줄이
고 더 긴 시간 동안 시험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강력한 센서 개선

성능 및 연결성 향상

EMOTIV Brainwear®에 힘을 더해주고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기 위해, 우리는
EPOC X 전극을 전기 도금하여 산소화 과정을 줄이고 보다 지속가능한 센서를 재설계
하여 센서 파손을 방지한다.

더 나은 성능 및 안테나, 라디오에 연결 가능을 개선한다.

신호 품질 개선

/친환경 설계 및 포장

EEG는 잡음에 매우 민감하므로 EPOC X의 잡음을 줄이고 신호 품질을 향상시키는 능
력을 높이기 위해 증폭기를 조정하고 재배치했다.

EPOC X에서 교체 가능한 부품의 수를 줄인다. 재활용 가능한 여행용 보호 케이스; 즉,
버려진 상자 쓰레기가 없다.

EPOC X로 개발
처리되지 않은 EEG , 뇌 명령, 성능 지수 및 얼굴에서 표정 발견

허가 옵션보기

뇌 연구 및 교육

사업 이해

비영리

상업

EPOC X를 우리의PRO API License및 EmotivPRO 소프트웨어와 결합하여 전

EPOC X는 차세대 마케팅, 기업 및 사용자 건강 연구를위한 확장 가능하고 사용하

문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EEG 신호를 기록하고 분석한다.

기 쉬운 솔루션이다.

자세히 알아보기

자세히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