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낙 Marvel
 All about Mar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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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we love Marvel !

Clear, Rich sound

Rechargeable

Connectivity

Smart Apps

처음 착용부터 뛰어난 음향 청취와
풍부한 스트리밍 기능

언제 어디서든 급속충전하여 사용하는
충전식 모델 지원

세상의 모든 블루투스® 전자기기와
연결하여 다양하게 활용

마이포낙앱(APP)을 통해
스마트하고 간편한 보청기 사용

최고의 보청기를 넘어
삶의 일부가 되는 Marvel
삶의 모든 순간, Marvel과 함께!

Everyone
loves Mar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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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oTM M

NaidaTM M

AudeoTM M

SkyTM M

혁신적인 Marvel
모든 타입의 보청기로 만나세요!

●    최고의 청취환경과 연결성을 제공하는 차별화된 기술
●    다양한 모델과 세련된 색상으로 만족스러운 착용감

●   고심도 난청을 위한
      강력한 고출력 사운드와 최적의 기술
●    강력한 내구성과 연결성을 갖춘 혁신적인 보청기

●    선명하고 풍부한 사운드를
       다양하게 청취할 수 있는 다기능 보청기
●    배터리 교체 없이, 충전하여 사용하는 충전식 모델 지원

●    업계유일, 유소아전용 운영체제
       ‘ 오토센스 스카이OS 3.0 ‘으로 최적화된 청취
●    안전하고 견고하게! 다양한 색상으로
       우리 아이를 위한 맞춤 디자인

귓속형보청기 (ITE)

고심도난청용
귀걸이형보청기 (BTE)

유소아용
귀걸이형보청기 (BTE)

오픈형보청기 (RIC)

It's
Marvel-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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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버드처럼 세련된
귓속형 보청기 

Nothing to hide!
비르토™ M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최상의 청취 환경 제공하는
‘바이오메트릭 켈리브레이션’ 기술

업계 유일!
모든 전자기기와 블루투스®로 
다이렉트 연결 가능한 귓속형 보청기

3D스캐닝, 프린팅 기술로
더욱 정밀하고 편안한 착용감

보청기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이어버드(Earbuds) 스타일의 블랙쉘

20200325_�������(2020-new-ver)_V3.indd   6-720200325_�������(2020-new-ver)_V3.indd   6-7 2020-03-25   �� 9:26:552020-03-25   �� 9:26:55



100만명이 선택한
오픈형 보청기 

오데오™ M 
청취환경에 따라 프로그램이
자동 변경되는 ‘오토센스 OS 3.0’이
탑재되어 선명하고 풍부한 사운드 청취

보청기로 받고 끊고, 듣고 말하는
완전한 핸즈프리 통화 기능

세상의 모든 전자기기와
블루투스®로 다이렉트 연결하여
양질로 청취하는 다양한 음원

3시간 급속충전하여
하루 종일 사용하는 충전식 모델로 
배터리 교체의 번거로움 해소

20200325_�������(2020-new-ver)_V3.indd   8-920200325_�������(2020-new-ver)_V3.indd   8-9 2020-03-25   �� 9:27:002020-03-25   �� 9:27:00



혁신적인 유소아용
귀걸이형 보청기

스카이™ M 
업계유일! 유소아 전용 운영체제
오토센스 스카이 OS 3.0으로
어음은 더욱 선명하고 명료하게,
음악은 더욱 풍부하게 전달

배터리 교체의 번거로움 없이,
급속충전 가능한  충전식 모델 지원

스마트폰, TV 등 전자기기와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다양한 청취 환경과 교육 제공

이중안전잠금 장치와 
방진방수 최고등급 IP68로 안전하게!
다양한 하우징컬러로 개성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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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도 난청을 위한
고출력 귀걸이형 보청기

나이다™ M 
고심도 난청인이 듣기 어려운 소리를
선명하게 전달해주는
새로운 피팅공식과 고주파수 압축 기술

방진방수 최고등급 IP68로
물과 먼지에도 끄떡없는
최고의 견고성과 내구성

스마트폰, TV, 로저송신기 등
모든 전자기기와 블루투스® 로
다이렉트 연결 가능

소음으로 출력이 부족할 땐 
소리를 5 dB 확장하는 브로드밴드 부스터로 
광대역 소리를 더 크고 편안하게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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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만으로는 청취가 어려운
소음환경/먼거리에서 어음명료도 향상
* 보청기 단독사용 대비 61% 청취향상

1:1대화/ 그룹대화/ 차 내 대화 등
각 청취환경에 따라 화자인식기능과
연결모드 설정기능으로 다양한 활용가능

포낙 Marvel 플랫폼과 별도 수신기 없이
다이렉트 스트리밍 가능 (로저iN만 가능)

작고 가벼워 휴대가 간편하고
간단한 터치방식으로 조작의 편리함까지!

소음과 먼거리에서
더 나은 청취를 위한 청각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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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s on

포낙보청기는 전세계의 다양한 난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정과 헌신을 기초로 1947년 스위스에서 시작된 글로벌
청각 전문 기업입니다.

70년 이상 '전세계의 난청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문 청각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포낙보청기의 'Life is on'은 일상 속의 소소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삶의 열정을 되찾아줄 기술을 추구하는 포낙보청기의
브랜드 비전입니다.

지금 바로 포낙보청기와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www.phon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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