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삼성(Samsung) 스마트폰의 경우 갤럭시 스토어에서 ‘Sound Assistant’ 앱을 다운로드하면 휴대전화가 아닌

보청기를 통해서 휴대전화 벨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Phonak 
[ FAQ ] 블루투스
* 포낙의 다이렉트 보청기(파라다이스, 마블)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에서 전화가 왔을 때, 보청기에서는 벨소리가 들리지 않고 휴대전화에서만 벨소리가 울립니다.

보청기에서 전화 벨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설정방법

① 갤럭시 스토어에서 ‘Sound Assistant’ 앱을 다운로드 합니다.

② ‘Sound Assistant’ 앱을 실행한 후, 고급 설정 – 헤드폰 알림을 사용 중으로 활성화합니다.

③ 벨소리를 사용 중으로 설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휴대전화 알림도 보청기를 통해 들을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2. 안드로이드휴대전화에서블루투스페어링을한후에전화가왔을때, 전화받기버튼을누르지않았는데도자동으로전화가

받아집니다. 전화받기버튼을눌렀을때에만전화를받도록설정하는방법은무엇입니까?

 전화 설정에서 다음과 같이 설정을 변경하면 됩니다. 전화 – 설정 – 전화받기 및 전화끊기 – ‘자동으로 받기’ 비활성화

전화 설정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일반 설정의 검색창에서 ‘자동으로 받기’를 검색합니다.



4. 아이폰휴대전화에서전화가왔을때, 보청기의멀티기능버튼이나탭컨트롤을통해서전화를받을때에는오디오가자동으로

보청기로전환이되는데, 휴대전화버튼을눌러서전화를받으면보청기로자동전환이되지않아수동으로변경해야하는

불편함이있습니다. 휴대전화버튼을눌러서전화를받을때에도오디오가보청기로자동전환되게하는방법이있습니까 ?

 네, 휴대전화 설정에서 다음과 같이 설정을 변경하면 됩니다.

설정 – 손쉬운 사용 – 터치 – 오디오 통화 수단 – Bluetooth 헤드셋 선택

↳ 휴대전화 버튼을 눌러서 전화를 받았을 때, 오디오가 iPhone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

3. 안드로이드휴대전화에서스트리밍을시도했는데보청기와휴대전화에서동시에소리가재생됩니다. 보청기에서만소리를

들을수있는방법이있습니까?

 네, 휴대전화 설정에서 다음과 같이 설정을 변경하면 됩니다.

설정 – 소리 및 진동– 앱 소리 분리 재생 – ‘지금 켜기’ 활성화– 스트리밍하려는 ‘애플리케이션’ 선택(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

앱 추가 클릭) – 오디오 기기를 ‘블루투스 기기’로 선택



①안드로이드휴대전화(삼성, LG 등)

- ‘발신자 음성 안내’는 전화가 왔을 때 휴대전화연락처에저장된상대방의이름을음성지원을통해알려주는기능입니다.

예시) 전화가 왔을 때 “홍길동”이라고 보청기에서 음성 지원됨

- ‘발신자 음성 안내’ 기능을 사용하면 휴대전화를 들고 있지 않아도 누구에게 전화가 왔는지 듣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신자 음성 안내’ 기능은 휴대전화설정에서활성화해야 합니다(Target에서는 설정 불가). 

참고) 휴대전화 기종에 따라 ‘발신자 음성 안내’ 기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발신자 음성 안내’ 기능은 파라다이스 이후 보청기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마블 보청기는 사용 불가).

※ 휴대전화 설정에 검색 기능이 있을 경우, 검색창에 ‘전화받기 및 전화끊기’ 입력 – 발신자 이름 읽어주기(활성화)

방법 1) 휴대전화설정( )에서활성화하는방법

설정 – 접근성 – 입력 및 동작 – 전화받기 및 전화끊기 – 발신자 이름 읽어주기(활성화)

5. 파라다이스 보청기를 사용 중인데, 발신자를 읽어주는 기능이 있습니까?

 네, 파라다이스 보청기를 휴대전화와 페어링하여 블루투스 전화통화를 할 때 ‘발신자 음성 안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 3) SKT의 T전화에서활성화하는방법

T전화 – 설정 – 음성통화 설정– 발신자 정보 읽어주기(활성화)

방법 2) 전화( )에서활성화하는방법

전화 –⋮(모양 클릭)– 설정 – 전화받기 및 전화끊기 – 발신자 이름 읽어주기(활성화)

② iOS 휴대전화(아이폰)

설정 – 전화 – 발신자 알리기 – 항상 / 헤드폰 및 자동차 / 헤드폰 중에서 선택



6. 파라다이스보청기를사용중인데, 안드로이드휴대전화에서전화가왔을때내가설정한벨소리(대역-내벨소리)가

들리지않습니다. 블루투스벨소리를변경할수있는방법이있습니까?

 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설정 – 연결 – 블루투스 – 우측 ‘세로 점 3개’ – 고급 –‘벨소리 동기화’ 선택

* 특정 앱(안드로이드 오토)을 삭제하라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 앱을 삭제해야만 벨소리가 변경됩니다.

② 설정 – 휴대전화 정보 – 소프트웨어 정보 – ‘빌드 번호’ 반복해서 누름 – 다시 ‘설정’ – 개발자 옵션 – ‘대역 내 벨소리 사용 설정’ 선택

* 개발자 옵션은 개발자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기능이므로, 다른 설정은 변경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① 피팅 프로그램 : 보청기 인식 - [피팅] - [장치 옵션] - [블루투스&스트리밍] - ‘블루투스 이름’ 변경 후 [저장 및 닫기]

- 휴대전화에 블루투스를 연결하여 사용 중에 블루투스 이름을 변경한 경우, 휴대전화에 연결된 블루투스 목록을 삭제한 후에

다시 페어링해야 합니다.

③ iOS : [설정] - [Bluetooth] - [R-Phonak 보청기 혹은 L-Phonak 보청기] - [이름]

- 휴대전화에서 이름을 변경할 때는 보청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안드로이드 : [설정] - [연결] - [블루투스] - [R-Phonak 보청기 혹은 L-Phonak 보청기] - [이름 변경]

- 휴대전화에서 이름을 변경할 때는 보청기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7. 휴대전화블루투스에나타나는보청기의이름을변경하고싶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보청기의 블루투스 이름은 피팅 프로그램 및 휴대전화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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