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낙 비르토TM

 M
정교하고 세련된 귓속형 보청기

Nothing to hide



귓속형 보청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포낙의 차별화된 솔루션

비르토M-312

포낙 비르토 M
●  선명하고 풍부한 사운드
●  개인별 맞춤형 제작
●  스마트폰(iOS and Android), TV, 로저송신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와의 다이렉트 연결 *
●  스마트앱으로 편리한 조정 *

* 비르토M-312만가능

포낙은 70년 이상 ‘전세계 난청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문 청각 연구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난청인들의 삶을 위한 
청각솔루션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리딩 브랜드입니다.

포낙 비르토 M 보청기는 독보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최상의 
개인별 맞춤형 보청기를 제공합니다. 포낙의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다양한 청취 환경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자동 변경함으로써 착용한 처음 순간부터 
탁월한 음질을 제공합니다. 

비르토는 뛰어난 기능에 다양한 소재를 적용하여 귓속형 
보청기의 고정관념과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르토 M은 티타늄 소재를 사용하여 기존 나노 
보청기보다 작고 내구성 높은 ‘비르토 M-티타늄’ 뿐만 아니라, 
업계 최초 블랙쉘을 통해 이어버드(Earbuds) 스타일의    
세련된 보청기 ‘비르토 M-312’를 함께 선보입니다.

비르토 M을 통해 귓속형 보청기의 놀라운 기능과                   
세련된 스타일을 편안한 착용감과 함께 경험해보세요.



혁신적인 기술을 담은
귓속형 보청기

비르토TM M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최상의 청취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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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메트릭 켈리브레이션
(Biometric Calibration)

오토센스 OS 3.0 
(AutoSense OS 3.0)

사운드리커버2
(SoundRecover2)

귀의 내/외부에 대한 1,600개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정교한 맞춤 제작 및 청취력 향상

소리를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7가지의 환경기능을 혼합하는
‘오토센스 OS 3.0’ 기술로 
최적의 청취환경 제공

고주파수의 가청도를 복원하는 동시에 
저주파수를 그대로 보존하는 기술로
듣기 어려운 소리도 명료하게 청취

비르토M-10 NW O

첫 착용부터 탁월한 음질
비르토의 독자적인 기술



이어버드(Earbuds) 스타일
세련된 귓속형 보청기

비르토TM M-312
블루투스® 지원하는
다양한 전자기기와 다이렉트 연결

Youtube
멜론/지니/애플뮤직
Wavve, Tving
넷플릭스

카카오톡
영상통화
핸즈프리콜
팟캐스트
지도앱 (네비게이션)

TV와 다이렉트 연결

TV 커넥터로
가족들과 동시시청

로저iN 송신기
리모트 컨트롤
파트너마이크
TV커넥터

마이포낙앱
(My Phonak App)

마이Call-To-Text앱*
(My Call-To-Text App)

첫 착용부터 뛰어난
청취 만족도

정교한 개인별 맞춤
귓속형 보청기

●  스마트폰과 다이렉트 연결 – iOS/Android 지원
●  에어스트림 기술로 풍부한 스테레오 음질 청취와
    무선 액세서리(TV커넥터, 파트너마이크 등) 사용 가능

●  선명하고 풍부한 소리로 소음 속 어음 이해도 향상 
●  소음 속 청취노력(스트레스) 감소

●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최상의 청취환경 제공
●  포낙만의 3D 기술을 사용하여 편안한 착용감

비르토M-312

업계유일, 블루투스 지원의 다양한 전자기기와
다이렉트 연결되는 귓속형 보청기

갤럭시홈 (삼성)
알렉사 (Amazon)
누구 (SK)
기가지니 (KT)

* 약 10억개의
   전자기기와 연결 가능 * 국내 추후 적용 예정

태블릿
노트북
데스크탑
라디오



가장 작고, 가볍고, 견고한 보청기 

비르토TM M-티타늄 (Titanium)

더욱 작아진 사이즈

더욱 견고한 보청기

더욱 향상된 퀄리티

●  아크릴 보청기보다 50% 얇은 쉘 두께
●  초소형 맞춤 제작의 귓속형 보청기
●  배터리 모듈과 마이크를 통합하여 내부 공간까지 컴팩트하게

●  아크릴 보청기보다 15배 단단한 티타늄
●  의료용 티타늄 소재를 사용하여 안전한 사용
●  귓속형 최초 방진방수 최고등급 IP68 획득

●  비르토만의 3D 기술을 사용하여 정밀한 제작
●  칩셋 성능은 향상시키고, 사이즈는 작게

비르토M-Titanium



먼지, 습도, 물로부터 보호
방진방수 최고등급 IP68

방진방수 최고등급 IP68로 강력한 내구성까지
비르토 M은 먼지, 습도, 물로부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방진방수 최고등급 IP68을 획득하였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견고성을 갖춘 귓속형 보청기를 경험해보세요.

비르토 M-티타늄

비르토 M

 ●  먼지, 습도, 물로부터 안전하게 

     내구성을 갖춘 귓속형 보청기

 ●  강력하고 선명한 사운드를
     모든 순간, 오랫동안 걱정없이

 ●  방진방수 최고등급 IP68 획득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는
귓속형 보청기

IIC, CIC
비르토 M-티타늄

26 핑크 

26핑크  06블랙*

* M-312만 가능

22 코코아 

22코코아 36레드 

06 블랙 

06블랙 37블루 26핑크 

면판 색상

면판 색상 쉘 색상

IIC~MC
비르토M-10 NW O

CIC~ITC
비르토M-312 NW O

ITC~FS
비르토M-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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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P68 indicates that the hearing aid is water resistant and dust tight. It  
survived continuous immersion in 1 meter of water for 60 minutes and  
8 hours in a dust chamber as per the IEC60529 standard.

The Bluetooth® word mark and logos are registered trademarks owned by 
Bluetooth SIG, Inc. and any use of such marks by Sonova AG is under  
license.

iOS is a trademark of Cisco, Inc.  Android is a trademark of Google, Inc.

It’s not just a great 
hearing aid.
It’s a multifunctional 
mar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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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