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honak 
컴파일럿 II

1.포낙 컴파일럿 II

포낙 컴파일럿 II(ComPilot II)는 블루투스가 가능한 오디오 장치와 무선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스트리밍 장치로, 무선 기능이 탑재된 
Venture, Belong  보청기와 호환가능합니다. 

연결 고리 

고정 클립 

부분명칭 

2.포낙 컴파일럿 II와 휴대전화 페어링
※ 처음 사용하실 때, 반드시 3시간 이상 충전해주시기 바랍니다. 

1) 휴대전화 설정에서 블루투스를 켠 후, 블루투스 기기를 검색하십시오. 

2) 컴파일럿 II의 전원을 켠 후, 연결 버튼과 볼륨 증가(+) 버튼을 동시에 2초 이상 계속 누르십시오. 

3) 상태 표시등이 파란색으로 깜빡이면 버튼에서 손을 떼십시오. 
블루투스 페어링 :    + 연결 버튼

작동 원리 

컴파일럿 II를 목에 걸어주십시오.  

▪통화 중, 주변 소음이 심할 경우

- 컴파일럿 II를 입에 가까이 가져다 대십시오. 

- 볼륨 감소 버튼을 2초 이상 길게 누르십시오. 

복원하기 위해서는 볼륨 증가 버튼을 2초 이상 길게 누르십시오. 

3.포낙 컴파일럿 II 착용하기

① 메인 버튼

② 볼륨 버튼 (증가 / 감소)

③ 홈 버튼

④ 연결 버튼

⑤ 전원 스위치

⑥ 마이크로폰

⑦ 오디오 입출력 단자

⑧ 로저 / FM 

⑨ 충전 입력부

⑩ 오디오 상태 표시등

⑪ 전원 상태 표시등

⑫ 넥루프 입력부

⑬ 넥루프

본인 목소리 

발신자 목소리 



4.포낙 컴파일럿 II - 전화 사용하기

1) 전화 발신

휴대전화의 키패드를 이용하여

통화할 전화번호를 누른 후

통화 버튼을 누르십시오. 

3) 전화 종료

통화를 종료하시려면, 메인 버튼을 누르십시오. 

휴대전화의 종료 버튼을 눌러 통화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2)  전화 수신

휴대전화로 전화가 오면, 컴파일럿 II에 파란 표시등이 켜집니다. 

보청기로 벨소리가 들려오면, 컴파일럿 II의 메인버튼을 누르십시오. 

4) 통화 중 볼륨 조절

휴대전화의 볼륨 버튼으로 볼륨을 조절합니다. 

5.포낙 컴파일럿 II – 리모컨으로 사용하기

1) 볼륨 조절

볼륨 증가 : + 버튼

볼륨 감소 : - 버튼

2) 프로그램 변경

메인 버튼 누르면 다음 프로그램으로 변경됩니다. 
※ 스트리밍이 진행되지 않는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보청기에 설정된 첫 번째 프로그램과 보청기 초기 음량

으로 돌아가시려면 홈 버튼을 누르십시오. 

6.기타 세부 정보

1) 버튼 잠금

버튼이 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결 버튼과 홈 버튼을 눌러 잠그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태표시등이 빨간색으로 세 번 깜빡입니다.

2) 포낙 컴파일럿 II  상태표시등

상태  멀티기능버튼 색상  

  전원 켜기   초록 표시등이 2초간 켜짐 

  전원 끄기   빨간 표시등이 2초간 켜짐 

  배터리 10% 이하   초록 표시등이 2초간 켜짐  

  잠금/잠금 해제 여부  
  빨간 표시등이 세 번 깜빡임 – 잠금  
  초록 표시등이 세 번 깜빡임 – 잠금 해제  

  블루투스 연결    파란 표시등이 빠르게 깜빡임 

  블루투스를 이용한 통화 및 음악 청취    5초 간격으로 초록색 불이 깜빡임 (최대 1시간) 

  충전 요망(최소  2시간 이상)   전원 켜진 후 아무런 깜빡임 없음  

  배터리 충전 중   빨간 표시등 고정 

  플러그 or 유로플러그 스트리밍    주황색 표시등 고정  

“누르기” 



1.포낙 컴파일럿 에어 II
포낙 컴파일럿 에어 II(ComPilot Air II)는 블루투스가 가능한 오디오 장치와 무선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스트리밍 장치로 무선 기능이 
탑재된 Venture, Belong 보청기와 호환 가능합니다. 

메인 버튼 
볼륨 증가/감소 버튼 

충전 입력단자(mini-USB) 

연결 고리 

고정 클립 

전원 버튼 

상태 표시등 

마이크로폰 

부분명칭 

2.포낙 컴파일럿 에어 II와 휴대전화 페어링
※ 처음 사용하실 때, 반드시 3시간 이상 충전해주시기 바랍니다. 

1) 휴대전화 설정에서 블루투스를 켠 후, 블루투스 기기를 검색하십시오. 

2) 컴파일럿 에어 II의 전원을 끈 후, 볼륨 증가 버튼(+)을 누른 채로 컴파일럿 에어 II의 전원을 켭니다. 

3) 상태 표시등이 파란색으로 깜빡이면 볼륨 증가 버튼에서 손을 떼십시오. 

블루투스 페어링 :    + 전원 켜기

본인 목소리 

최대 작동거리 : 
40cm 

작동 원리 

통화 

발신자 목소리 

포낙 컴파일럿 에어 II를 옷깃에 착용하십시오.  

▪통화 중, 주변 소음이 심할 경우

- 컴파일럿 에어 II를 입 가까이 하십시오. 

- 볼륨 감소 버튼을 2초 이상 길게 누르십시오. 

복원하기 위해서는 볼륨 증가 버튼을 2초 이상 길게 누르십시오. 

3.포낙 컴파일럿 에어 II 착용하기

※ 컴파일럿 에어 II의 

 최대 스트리밍 시간 : 4시간

Phonak 
컴파일럿에어 II



4.포낙 컴파일럿 에어 II - 전화 사용하기

1) 전화 발신

휴대전화의 키패드를 이용하여

통화할 전화번호를 누른 후

통화 버튼을 누르십시오. 

3) 전화 종료

통화를 종료하시려면, 메인 버튼을 누르십시오. 

휴대전화의 종료 버튼을 눌러 통화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2)  전화 수신

휴대전화로 전화가 오면, 컴파일럿 에어 II에 파란 표시등이 켜집니다. 

보청기로 벨소리가 들려오면, 컴파일럿 에어 II의 메인버튼을 누르십시오. 

4) 통화 중 볼륨 조절

휴대전화의 볼륨 버튼으로 볼륨을 조절합니다. 

“누르기” 

5.포낙 컴파일럿 에어 II – 리모컨으로 사용하기

1) 볼륨 조절

볼륨 증가 : + 버튼

볼륨 감소 : - 버튼

2) 프로그램 변경

메인 버튼 누르면 다음 프로그램으로 변경됩니다. 
※ 스트리밍이 진행되지 않는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6.기타 세부 정보

1) 버튼 잠금

볼륨 증가와 감소 버튼을 동시에 눌러 버튼을 잠그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태표시등이 빨간색으로 세 번 깜빡입니다.

2) 포낙 컴파일럿 에어 II  상태표시등

상태  멀티기능버튼 색상  

  전원 켜기   초록 표시등이 2초간 켜짐 

  전원 끄기   빨간 표시등이 2초간 켜짐 

  배터리 10% 이하   초록 표시등이 2초간 켜짐  

  잠금/잠금 해제 여부  
  빨간 표시등이 세 번 깜빡임 – 잠금  
  초록 표시등이 세 번 깜빡임 – 잠금 해제  

  블루투스 연결    파란 표시등이 빠르게 깜빡임 

  블루투스를 이용한 통화 및 음악 청취    5초 간격으로 초록색 불이 깜빡임 (최대 1시간) 

  배터리 충전 중   빨간 표시등 고정 



1.포낙 파일럿원 II

부분명칭 

볼륨 증가 

볼륨 감소 

프로그램 변경 

“홈” 버튼 

켜기/끄기 슬라이더 상태 표시등 

배터리 도어 

연결 고리 

2.보청기와 포낙 파일럿원 II, 페어링하기
1) 준비물 : 피팅 할 컴퓨터, USB 케이블, 파일럿원 II, 피팅장비, 보청기 케이블, 보청기

2) 보청기는 케이블과 연결하여 피팅 장비에, 파일럿 원 II는 USB케이블과 연결하여 피팅할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보청기 케이블 

피팅 장비 

USB 케이블 
(첫 오더 시, 제공) 

포낙 파일럿 원 II 
- 건전지 도어 제거 하면, USB 케이블 꽂는 포트 보임

피팅 할 컴퓨터 

보청기 

※  Audeo V-10, Audeo B-10,
Audeo B-R은 iCube II 이용!

Phonak 
파일럿원 II

파일럿원 II(PilotOne II)은 보청기의 프로그램과 볼륨을 쉽게 바꾸기 위한 리모컨으로, 무선 기능이 탑재된 Venture, Belong 보청기와 호환 
가능합니다. 



4.포낙 파일럿원 II 상태 표시등

3.포낙 파일럿 원 II 사용하기

1) 전원 켜기

그림의 방향으로 슬라이드를 밀어 전원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2) 볼륨 조절

“+”를 누르면 볼륨이 증가됩니다. 

“-”를 누르면 볼륨이 감소됩니다. 

3) 프로그램 변경

프로그램 버튼을 누르면, 보청기 내의 프로그램 순서대로 변경됩니다.

3) 홈 버튼

“홈” 버튼을 누르면 보청기 프로그램의

첫 번째 프로그램과 초기 설정한 볼륨으로 돌아갑니다. 

ⓘ 변경된 사항은 양쪽 보청기에 동시에 적용됩니다. 

상태  멀티기능버튼 색상  

  전원 켜기   초록 표시등이 2초간 켜짐 

  배터리 10% 이하   빨간 표시등 고정 



2.포낙 티비링크 II 충전 슬롯 변경 방법
 ※ 처음 사용하실 때, 반드시 3시간 이상 충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티비링크 II는 포낙 컴파일럿 에어 II 클립-온 스트리머를 위한 충전 슬롯으로 제공됩니다. 

 컴파일럿 또는 컴파일럿 II를 사용하는 경우 1호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슬롯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1) 하단의 나사를 풉니다. 그림과 같이 충전 슬롯을 들어올립니다.  2) 다른 슬롯을 알맞게 삽입한 후, 나사를 조이도록 합니다. 

1. 포낙 티비링크 II
 포낙 티비링크 II(TV Link II)는 TV 소리를 보청기로 직접 전달하여, 잡음 없이 편안한 음질과 음량으로 TV를 청취할 수 있는 액세서리입니다. 

 티비링크 II는 컴파일럿, 컴파일럿 II, 컴파일럿 에어 II와 함께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부분명칭 작동 원리 

컴파일럿 에어 II * 티비링크 II 본체 

보청기 

최대 거리 : 
30m 

① 볼륨 감소 버튼

② 전원 버튼 / 메인 상태 표시등

③ 볼륨 증가 버튼

④ 페어링 버튼

⑤ 전원 입력부

⑥ 디지털 오디오 입력부(optical)

⑦ 디지털 오디오 입력부 (coaxial)

⑧ 아날로그 오디오 입력부 (3.5mm)

⑨ 오디오 상태 표시등

⑩ 충전 슬롯

광케이블(“Toslink”) 
디지털 신호 광섬유 케이블 

동축 케이블 
디지털 신호 RCA 케이블 

아날로그 케이블 
아날로그 신호 3.5mm 플러그 

Phonak 
티비링크 II



4.포낙 티비링크 II 사용하기

컴파일럿과 티비링크 II의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컴파일럿과 티비링크 II의 거리는 최대 30m 입니다.  

작동 범위 밖으로 벗어나면, 오디오 전송이 멈추게 되며, 벽이나 가구에 의해 간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 볼륨 조절

볼륨 버튼을 통해 TV 스피커의

음량을 조절합니다. 

보청기와 TV의 전반적인 볼륨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컴파일럿의 볼륨 조절 버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소리를 줄이려면(보청기 음소거) 

컴파일럿의 볼륨 감소 버튼을 2초 이상 누르시기 바랍니다. 

2) 스트리밍 일시정지 / 재실행

일시정지 하려면, 

메인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일시 정지 시, 

컴파일럿과 티비링크 II 모두 파란색으로 깜빡일 것입니다. 

3) 티비링크 II와 휴대전화

컴파일럿이 휴대전화와 페어링 되어 있을 경우, 티비링크 II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전화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상태  멀티기능버튼 색상  

오디오 상태표시등  
  선택된 입력음 표시    주황색 표시등 느리게 깜빡임  

  선택된 입력음과 오디오 입력 가능    주황색 표시등 고정  

메인 상태표시등  

  전원 켜기   초록색 표시등 고정  

  전원은 켜졌지만, 입력된 오디오 없음   초록색 표시등이 깜빡임  

  페어링 모드    파란색 표시등이 빠르게 깜빡임  

  스트리밍    파란색 표시등 고정  

  일시 정지    파란색 표시등이 깜빡임 

  테스트 모드    다양한 색상이 깜빡임 

5.포낙 티비링크 II 상태표시등

1) 컴파일럿 에어 II 사용 시

볼륨 증가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전원을 켭니다.  

2) 컴파일럿 에어 II 사용 시

전원을 켭니다. 연결버튼과 볼륨 증가 버튼을 
2초간 동시에 누르십시오.  

※ 티비링크 II로 페어링 한 적이 없을 경우, 전원 스위치를 켜면 자동으로 페어링 모드가 됩니다. 
이 때 상태 표시등은 빠르게 깜빡일 것입니다. 

뒷면에 있는 페어링 버튼을 누르면, 메인 상태 표시등이 빠르게 파란색으로 깜빡일 것입니다. 

3.포낙 스트리머와 페어링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