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gie Cheon 
Clinic Sales & Training Manager / Phonak Korea

DSDM (Digital Service Delivery Model)



We Care

• 코로나-19로사회적거리두기를시행해야하는시기동안, 원격지원을통해고객관리서비스를제공할수있습니다 :

센터에방문하지않고실시간으로원격피팅

고객은마이포낙앱을통해보청기를조절하여최적화가능

• 포낙의고객(청각전문가)의비즈니스에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포낙은노력하고있습니다 : 

청각전문가가고객의청력관리과정을함께할수있도록지원

코로나-19가완전히해소될때까지보청기판매를계속할수있도록지원

At Sonova, Values Drive Our Actions



양질의고객 “케어”가중요합니다

보청기피팅을원격으로지원

향후몇주~몇개월동안지속적으로고객을케어

이후클리닉및센터에서고객대면시, 더욱잘이해할수있도록도움



청각전문가를위한무선 ‘원격지원’

원격지원은 TV 리모컨처럼, 보청기조절을위한장거리무선원격제어

(remote control) 입니다. 

• 고객이센터에방문하지않아도, 고객이멀리있어도, 조절이가능합니다. 

• 별도의설치과정이나변경없이, 고객의보청기는바로사용가능합니다. 

• 작은소리부터큰소리, 맑은소리부터둔탁한소리, 방향성, 소음감소, 

심지어사운드리커버 II까지원격지원으로조절이가능합니다. 



원격지원대상자

원격지원은모든사용자에게가능할까요?

스마트폰또는태플릿을보유한

모든고객은원격지원이가능합니다.

(가족이보유해도상관없음) 



스마트폰을사용하고있거나

스마트폰으로

도움을줄수있는가족이나

친구가있는고객

18세이상성인
포낙마블보청기를사용하고

있는기존고객*

적합한대상자

* 호환가능한보청기: 마블보청기(오데오 M, 비르토M, 나이다 M 등)

난청에대해즉각적인처치를원하는고객

가능하다면청력관리여정이고객의가족을참여시키는것을고려하십시오! 



Digital Service Delivery – 5 단계

청력검사

보청기구매

원격지원설정

원격지원세션

사후관리

Disclaimer: Please note that this document or Sonova does not provide you with legal advice. We also encourage you to consider your local requirements and whether following this digital 
hearing healthcare journey allows you to fulfill the technical standards that apply to you.



DSDM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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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고객

신규고객

센터방문 (필수)



원격지원원리

블루투스

포낙마블보청기

인터넷

마이포낙앱
비디오, 오디오, 채팅가능한
포낙 Target 피팅소프트웨어

청각전문가고객



1. 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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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지원 – 요구조건

• 센터의 Target 소프트웨어를통해고객의보청기에

RID(Rendezvous IDentity ; 만남신원)를생성

• 고객의마이포낙앱은보청기에서이 RID를읽음

• RID는센터와고객간독점적인원격지원을가능하게하는 ‘요소’.

• 요구사항:

• Phonak Target 6.2.8 버전이상

• 원격지원전에, 센터에방문하여피팅 1회실시
- RID는자동으로생성되어고객의보청기에저장됨

• MyPhonak 3.0.6 app



청각전문가 고객

원격지원설정

센터방문후
앱과보청기재페어링

포낙 Target 및
마이포낙앱에서원격지원

피팅소프트웨어 (원격가능버전) 재설치
센터에서피팅 1회실시

①

②

③



새로운버전의피팅소프트웨어다운받기

• www.webhard.co.kr

• ID : Phonak 

• PW : phonak2017

• 피팅소프트웨어 – Target 6.2.8 

• 비밀번호 : allmarvel

• eSolution 탭이나타나야올바르게
설치완료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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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ebhard.co.kr/


2. 원격지원을위한페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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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한적이없는경우, ‘사용가능한

원격지원 ID를찾을수없습니다’ 

라고나타납니다.

• 마블보청기를포낙 Target에

연결하여원격지원 ID를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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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지원설정과정
청각전문가



원격지원설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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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전문가

• [세션열기]로세션을열어피팅후, 

[세션닫기]를하면 RID가자동으로

생성됩니다. 

• 이외별도의과정은필요하지

않습니다. 



원격지원설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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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전문가

• 원격지원에서는최대출력(MPO) 

은조절불가합니다. 

• 사전에센터방문피팅시, 이중

화살표버튼을사용하여최대출력을

높이는것을추천 (그러나, 

120dB는넘기지않는것을권장)



• 고유한원격지원 ID는

피팅소프트웨어를통해보청기에

저장됩니다. 

• 올바르게 ID가생성되었는지여부는

eSolution 우측의톱니바퀴표시를

누르시기바랍니다.

• 회색으로 RID가나타나면올바르게

생성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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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지원설정과정
청각전문가



원격지원설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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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전문가

• [설정] – [온라인서비스] -

하단 ‘원격지원연결테스트’클릭



3. 원격지원세션 (청각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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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휴대전화가마이포낙앱과페어링이되어있지않으면

‘휴대전화와페어링되지않음’으로나타납니다. 

• 마이포낙앱과보청기를페어링합니다. 

• 고객보청기와마이포낙앱이안정적으로연결되면, Target은

‘휴대전화와페어링하기’ 라는문구로변경됩니다. 

원격지원
청각전문가



• 청각전문가와고객과약속한시간에
[원격지원시작] 버튼을누릅니다.

• 좌측에영상이나타납니다.

• [세션열기]를누릅니다. 

원격지원
청각전문가



• 이후에는피팅방식과동일하게진행하시면

됩니다. 

• 보청기인식에시간이소요됩니다. (테스트

결과, 30초이상)

• 연결된후, 실시간으로조절가능합니다. 

• 고객휴대폰의인터넷은와이파이를

권장합니다. 

원격지원
청각전문가



• 저장할때, 하단데이터베이스아래

‘원격지원세션’ 이라고표기가되어

있습니다. 

원격지원
청각전문가



4. 원격지원세션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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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포낙앱재설치및보청기페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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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포낙앱재설치및보청기페어링

I    Footer27 08/06/2020



마이포낙앱재설치및보청기페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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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세션 – 질문과답변 / 권장사항

• 자주묻는질문

• 피드백및실이검사가능여부 : 원격피팅에서불가

• 오디오그래다이렉트가능여부 : 원격피팅에서사용가능

• 권장사항

• 원격지원을시작하기전에인터넷(와이파이) 상태가안정적인지확인하십시오. 

• 피팅세션이저장되기전에휴대전화를화면을닫지마십시오. 

• 원격지원은실시간으로서로보는화상통화로진행됩니다. 

• 주변환경이너무시끄러울경우, 상대방의말을들을수있는조용한공간으로이동하십시오. 

• 보청기를조절할때도움이될수있도록가능하면가족이나친구를통화에참여시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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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angie.cheon@phon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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