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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ong Platform _ 빌롱 플랫폼

2017년 6월 출시

Virto™ B-Titanium (귓속형 보청기)

Belong Platform _ 빌롱 플랫폼

2018년 1월 출시

Virto™ B (귓속형 보청기)B B

제품 코드

B90 063-0196-01

B70 063-0197-01

제품 코드

B90 063-0206-01 063-0287-01 063-0211-01 063-0216-01 063-0159-01

B70 063-0207-01 063-0288-01 063-0212-01 063-0217-01 063-0224-01

B50 063-0208-01 063-0482-01 063-0213-01 063-0218-01 063-0234-01

B30 063-0209-01 063-0483-01 063-0214-01 063-0219-01 063-0235-01

방향성 여부 전방향성

무선 기능 여부 불가

배터리 10A

배터리 사용시간 60 ~ 67시간

크로스B 호환 불가 

쉘타입 IIC ~ CIC

IP등급 (방진/방수) IP68

방향성 여부 전방향성 전방향성 전방향성 방향성 방향성

무선 기능 여부 불가 불가 가능 가능 가능

배터리 10A 312A 10A 10A 312A

배터리 사용시간 90 ~ 95시간 86 ~ 96시간 75시간 86 ~ 86시간 46 ~ 60시간

크로스B 호환 X X O O O 

쉘타입 IIC ~ FS IIC ~ FS CIC ~FS MC ~ FS ITC ~FS

IP등급 (방진/방수) IP68 없음 IP68 없음 없음

M P SP

최대출력 / 이득 최대출력 / 이득 최대출력 / 이득

109/40 115/50 119/60

면판 색상

P8 벨벳 블랙

본체 색상

티타늄 그레이

티타늄을 사용하여, 
쉘의 두께를 0.2mm로 줄여, 
보청기 내부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M P SP UP

최대출력 / 이득 최대출력 / 이득 최대출력 / 이득 최대출력 / 이득

109/40 115/50 119/60 127/70

경도 ~ 중도 난청 경도 ~ 중고도 난청 경도 ~ 고심도 난청 경도 ~ 심도 난청

비르토™ 
B-10 NW O

비르토™ 
B-312 NW O

비르토™ 
B-10 O

비르토™ 
B-10

비르토™ 
B-312

비르토™ B-티타늄

바이오메트릭 켈리브레이션 (Biometric Calibration)
귀의 내/외부를 분석한 1600개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청기의 방향성 빔포밍1 기능을 

향상시키는 비르토 B만의 제작 기술

(단, B-10, B-312제품만 적용가능)

1 보청기의 방향성 빔포밍 기술이란?
소리가 나는 방향을 확인하여 더욱 세밀하게 소리를 인지하는 기술.

경도 ~ 중도 난청 경도 ~ 중고도 난청 중도 ~고심도 난청

26 핑크 36 레드 37 블루

쉘 색상

26 핑크 22 코코아 06 블랙

면판 색상

※ 귓속형 제품명의 의미
NW : Non-Wireless (무선기능 불가), O : Omni (전방향성), 10 : 10번 배터리, 312 : 312번 배터리 (배터리 크기순서 (소⇢대) : 10번 ⇢ 312번 ⇢ 13번)

면판 색상
쉘 색상

0.2mm

 피팅 범위  피팅 범위

 제품 특징

 제품 특징

 제품 정보  제품 정보

 제품 색상*  제품 색상*

* 비르토™ B-티타늄은 한가지 색상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 비르토 B-10 NW O의 면판은 블랙(06)과 코코아(22)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비르토 B-10 O의 면판은 코코아(22) 색상만 가능합니다.
* 비르토 B-312 NW O / 비르토 B-10 / 비르토 B-312의 면판은 핑크(26)만 가능합니다.

● 비르토 B-티타늄 내부

기존 nano보청기보다 26% 
작아진 사이즈

- 기존보다 50% 얇아진 쉘의 두께(0.2mm)로 
내부 공간이 확보되었습니다.

- 배터리 모듈에 마이크가 통합되어 내부 부품이 
더욱 컴팩트해졌습니다.

- 칩셋의 성능은 향상되었지만, 
사이즈는 기존보다 작아졌습니다.

가벼우면서도 안전한 
티타늄 소재 사용

- 의료용 소재의 티타늄 소재를 사용하였습니다.

- 하이-테크 스포츠 용품과 동일한
티타늄 소재로 제작됩니다.

귓속형 최초 
방진방수 IP68 등급

- 귓속형 최초로 방진방수 IP68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NEW

(IIC /CIC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