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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 온 iN (2021.09)

2. 로저온 iN 장치설명

1. 기능버튼

2. 마이크로폰(4개)

5. 연결버튼

6. 클립

7. 내장배터리

로저온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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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USB-C 연결부

9. 설치버튼(핀툴사용)

1. 로저온 iN

로저온 iN은배경소음이있거나먼거리에서대화할때사용하는다용도무선송신기입니다.

청취환경에따라마이크로폰모드가자동으로전환되어직장, 학교, 사교모임, 종교활동등에서

대화에집중할수있는유연성을제공합니다.

1) 로저다이렉트TM 가내장된보청기와다이렉트연결(단, 로저설치과정필요)

2) 3가지마이크로폰모드(테이블, 포인팅, 목걸이모드)

3) 멀티미디어장치와연결(로저다이렉트사용시, 스테레오사운드제공)

4) 다화자청취를위한멀티토커네트워크(MultiTalker Network)

5) 로저사용을최적화하기위한 myRogerMic 앱

6) 충전식내장배터리(3시간충전시, 로저다이렉트: 8시간사용 / 일반수신기 : 6시간사용)

7) 방진방수 IP54

3. 전원(On/Off) 슬라이더

4. 디스플레이

3. myRogerMic 앱

1) 마이크로폰빔방향조정

2) 마이크로폰모드변경: 자동 / 회의(테이블) 모드 / 인터뷰(포인팅)모드 / 목걸이모드

3) 음소거/음소거해제

4) 장치상태확인(배터리잔량및현재마이크로폰모드)

마이로저마이크앱으로로저온을사용자가쉽게원격조정할수있습니다.



4. 로저온 iN 디스플레이

로저온 iN의디스플레이를통해마이크로폰모드, 장치상태그리고배터리상태를확인할수있습니다.

아이콘은세로로최대 3개까지표시됩니다.

[ 마이크로폰모드 ]

테이블 포인팅 목걸이 음소거

[ 장치상태 ]

[ 배터리상태 ]

자동 잠금 오디오

100%
(8시간)

50%
(4시간)

배터리
부족

 마이크로폰모드

1) 테이블모드(멀티빔 2.0 테크놀로지)

그룹대화시, 테이블중앙에올려놓으면테이블에둘러앉아있는

사람들의목소리를청취할수있습니다.

테이블모드는디스플레이에원모양의아이콘으로표시됩니다.

*사용예시: 식당, 카페, 미팅등의소규모모임

2) 포인팅모드 2.0

로저온을손에쥐고청취하고자하는방향을가리키면자동으로좁은

빔의마이크로폰이활성화됩니다.

포인팅모드는디스플레이에삼각형모양의아이콘으로표시됩니다.

*사용예시: 배경소음이있는상황에서특정사람의목소리청취

3) 목걸이모드

화자가로저온을목에걸고있으면먼거리에서도청취가

가능합니다(최대 25m).

발표자모드는디스플레이에사람모양의아이콘으로표시됩니다.

*사용예시: 세미나, 강의, 종교및체육활동등한사람의목소리청취

4) 음소거

기능버튼을 2초간길게누르면음소거됩니다.

음소거를해제하려면기능버튼을다시 2초간길게누릅니다.

 장치상태

기능버튼을한번누르면로저온 iN의각도와상관없이해당

마이크로폰모드로고정됩니다.마이크로폰모드는테이블모드, 

포인팅모드, 목걸이모드, 자동모드순으로변경됩니다.

테이블모드
(고정)

포인팅모드
(고정)

목걸이모드
(고정)

자동모드

 멀티미디어장치연결

로저온 iN을도킹스테이션에꽂고, 광케이블(TV) 혹은오디오

케이블을멀티미디어장치와연결합니다. 연결중에는로저

마이크로폰이자동으로음소거되며, 기능버튼을 2초간길게

누르면음소거가해제되어오디오음원과로저음원을동시에

청취할수있습니다.

 로저송/수신기연결및연결해제(설치과정아님)

로저온 iN과연결하고자하는로저송신기혹은수신기를

10cm 이내에두고, 연결버튼을누릅니다.

연결을해제하려면,연결버튼을 8초간길게누릅니다.

연결성공 호환되지
않는장치

장치를찾을수
없음

연결해제



Roger
로저 온 iN 설치 가이드

로저 온 iN을 로저 다이렉트가 내장된 포낙 보청기(파라다이스, 마블)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저 수신기(03)를

보청기에 설치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 Audeo P Trial 보청기에는 로저 수신기(02)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로저 온 iN을 시연할 때에는 연결(페어링)을 하고,

로저 온 iN을 구입한 경우에는 설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설치 과정

1) 로저 온 iN의 전원을 켭니다.

로저 온 iN의 전원을 최초로 켰을 때
혹은 연결된 수신기가 없을 때,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아이콘

2

7) 양쪽 보청기 착용 시, 두번째 보청기도 1~6단계를 반복합니다.

이 때, 설치 과정이 끝난 반대쪽 보청기의 전원은 반드시 꺼 두어야 합니다.

2) 로저 온 iN 뒷면에 있는 설치 버튼을 2초간 길게 누릅니다.

설치 버튼을 2초간 길게 누르면
설치 버튼 아이콘이 깜빡 깜빡거림

3) 한 개의 보청기 전원을 켭니다. 주변에 다른 보청기의 전원은 반드시 꺼 두어야 합니다.

4) 보청기를 로저 온 iN 송신기에 가까이 둡니다(10cm 이내).

5) 설치가 완료되면 디스플레이에 설치 완료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6)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로저 온 iN 뒷면에 있는 연결 버튼을 눌러야만 설치된 로저 수신기가 로저 온 iN과 연결됩니다.

설치 완료 아이콘

설치 실패 아이콘

[실패 이유]
- 보청기에 이미 로저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로저 온 iN과 보청기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멉니다.
- 로저 온 iN에는 설치 가능한 로저 수신기가 없습니다.
- 해당 보청기에는 로저 다이렉트 기능이 없습니다.

연결 완료 아이콘

※ 설치 가능한 로저 수신기 개수 확인하는 방법

설치 버튼을 짧게 한 번 누르면 디스플레이에
수신기 개수가 표시됩니다.
- 2 : 설치 가능한 로저 수신기 개수 2개
- 1: 설치 가능한 로저 수신기 개수 1개
- 0 : 설치 가능한 로저 수신기 개수 0개

2. 제거과정

제거 과정은 설치 과정과 동일한 방식 및 순서로 진행합니다.

제거 후에는 반드시 설치 버튼을 짧게 한 번 눌러서 제거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디스플레이 숫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설치 버튼 위치



myRogerMic
마이로저마이크%앱
마이로저마이크앱은사용자가로저온송신기를제어할수없는상황(발표자혹은테이블모드)에서도원격으로조정이가능한로저전용앱입니다.

 호환가능한로저송신기: 로저온 iN (로저펜, 로저셀렉트호환불가)

 스마트폰호환성: 블루투스 4.2 및안드로이드OS 7.0 이상을지원하는스마트폰, 저전력블루투스기능이있는 iOS 13.0 이상

기능

1) 마이크로폰빔방향조정

2) 마이크로폰모드변경

: 자동 / 회의(테이블)모드 / 인터뷰(포인팅) 모드 / 목걸이모드

3) 음소거&음소거해제

4) 장치상태확인(배터리잔량및현재마이크로폰모드)

① 로저온

1)

3)

2)
4)

회의(테이블) 모드에서는원하는청취방향을선택한후

사용자모드로최대 2개까지저장할수있습니다.

저장된사용자모드는로저온의기능버튼으로도제어가

가능합니다.

* 앱을종료하여도기능버튼으로사용자모드제어가능

현재설정을사용자모드로저장

저장된사용자모드

사용자모드삭제

② 로저온설정

최대 10개의로저온송신기를

페어링할수있습니다.

로저온송신기를추가하려면

‘로저장치추가’를클릭합니다.

장치이름변경

장치삭제

기능

1) 로저장치추가

2) 장치이름변경및삭제

1)

2)

2)



유형 로저 송신기

규격(길이 x 너비 x 높이) 99.7 x 23.5 x 13.6 mm

무게 27 g 

색상 샴페인

구성품 USB 케이블을 포함한 전원 공급 장치, 아날로그 케이블, 
목걸이, 케이스

작동 조건 0°~ +40°C (+32°~ +104°F) 상대 습도 <90% 
(비응축 시)

운반 및 보관 조건 -20°~ +60°C (-4°~+140°F)장기간 상대 습도 90%

장치 설명

디스플레이

4개의 마이크로폰

전원(On/off) 슬라이더

기능 버튼

클립

내장 배터리

연결 버튼

USB-C 연결부

설치 버튼 

로저 온 iN은 배경 소음이 있거나 먼 거리에서 대화할 때 사용하는 다용도 무선 송신기입니다. 
로저 온 iN의 주요 특징은 멀티빔 2.0 기술과 포인팅 모드 2.0이며,
새로운 myRogerMic 앱으로 로저 온 iN의 사용자화 및 원격 제어가 용이합니다. 
로저 온 iN은 로저 다이렉트™가 내장된 모든 보청기 및 모든 로저 수신기와 호환됩니다.

기술 데이터

Roger 
로저 온TM  iN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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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된 로저의 소음 하 청취 성능1

• 로저 다이렉트를 통한 멀티빔 2.0 기술 / 그 밖의 로저 수신기를 통한 멀티빔 기술
• 독립 방향성의 목걸이 모드
• 포인팅 모드 2.0
• 멀티미디어 장치와 연결
• 네트워크에서 다중 송신기 사용(멀티토커 네트워크)
• 방진방수 IP54
• 빔 조종 및 원격 제어를 위한 앱

사용 사례

테이블 모드

식당

포인팅 모드 목걸이 모드 오디오 스트리밍

회의

모임 발표/강의

대화 수업

Car

Apple App Store 로고는  Apple Inc 의 상표입니다.
Google Play store 로고는  Google LLC 의 상표입니다.

Roger On Technical Data

로저 설치

로저 온 iN에는 로저 다이렉트가 내장된 한 쌍의 보청기에 설치할 수 있는 두 개의 로저 수신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청취

1 Thibodeau, L. (2014). Comparison of speech recognition with adaptive digital and FM wireless technology by listeners who use hearing aids. 

American Journal of Audiology, 23(2), 201-210.

myRogerMic 앱



마이크로폰 특성
마이크로폰 개수 4

마이크로폰 모드 테이블, 포인팅, 목걸이

라디오 정보
스트리밍 기술 로저 기술

주파수 범위 적응형 자동 주파수 호핑을 
포함한 2.4 GHz ISM 대역

RF 전력 최대 100 mW

전송 범위
(장애물이 없을 경우)

최대 25m

오디오 정보
오디오 입력 USB-C 소켓을 통한 

디지털 및 아날로그

지원되는 디지털 형식 돌비 오디오, 스테레오(PCM)

최대 아날로그 전압 1 Vrms

오디오 대역폭 100 Hz – 7.3 kHz

전원 공급
유형 DC, 안정화됨

1차 전압 100-240 V

2차 전압 5 VDC

최대 전류 1.0 A

단자 USB-C

중요 정보 포낙에서 제공하는 USB 전원 
장치만 사용5VDC, > 500 mA

배터리
유형 리튬 폴리머

용량 260 mAh

전압 3.7 V

작동 시작 8시간: 로저 다이렉트 사용 시 
6시간: 로저 수신기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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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호환성
호환되는 로저 수신기 사운드필드를 제외한

모든 로저 수신기

연결 가능한 수신기 개수 제한 없음

송신기 호환성 (멀티토커 네트워크 )
멀티토커 네트워크는 발표자 모드(목걸이 혹은 클립 착용)에서
만 사용 가능

호환되는 로저 송신기 로저 온™
로저 셀렉트™ 
로저 펜™ 
로저 온™ iN 
로저 셀렉트™ iN 
로저 펜™ iN

연결 가능한 송신기 개수 최대 10개

표준
유럽 EN 300 328, EN 301 489, 

EN 62368-1, IEC/EN 62311
캐나다 RSS-247, RSS-102
일본 ARIB-T66
미국 CFR 47, part 15.247, 

FCC OET Bulletin No.65

방진방수 등급

IP54 물과 먼지로부터 보호

돌비, 돌비 오디오 및 이중 D 기호는 돌비 연구소의 상표입니다.

Phonak Communications AG • Herrenschwandweg 4
CH-3280 Murten • Switzerland
www.phon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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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 로저 온 iN 2021.09

1. 로저 온 iN의 작동 범위는 로저 펜 혹은 셀렉트와 유사합니까?

로저 온 iN은 최대 25m까지 작동합니다.  

작동 범위는 사람, 벽 혹은 가구와 같은 장애물로 인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로저 온의 음성 픽업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목걸이 모드 : 30cm(화자의 입에서)

• 테이블 모드 : 1.5m

• 포인팅 모드 : 최대 4m

3. 포인팅 모드 2.0 이 음성을 수신할 수 있는 거리는 얼마입니까?

픽업 범위는 소음 수준에 따라 다르며, 조용한 환경에서는 최대 4m, 큰 소음 환경에서는 최대 1m 입니다.

4. 로저 온의 마이크로폰 모드를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디스플레이에 마이크로폰 모드가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5. 로저 온은 로저 펜, 로저 셀렉트에 비해 무엇이 개선되었습니까?

로저 온은 로저 펜의 인터뷰 모드와 로저 셀렉트의 테이블 모드(멀티빔 기술)가 결합된 제품입니다.

로저 온에는 3개의 마이크로폰 모드가 있습니다.

1) 포인팅 모드 2.0 : 3개의 마이크로폰을 기반으로 함(기존 인터뷰 모드보다 개선됨)

2) 테이블 모드 : 멀티빔2.0 기술로 스테레오 빔포머와 스테레오 사운드를 생성(기존 테이블 모드보다 개선됨)

3) 목걸이 모드 : 방향-독립 마이크로폰을 기반으로 최적의 SNR 생성

6. 로저 온을 PC 에 USB-C 로 연결하면 입/출력 장치로 인식됩니까? 즉, 로저 온 송신기를 “헤드셋” 장치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오디오를 PC 로 전송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로저 온은 PC 에서 보청기로 오디오만 전송합니다. 화상 통화 중에도 로저 온이 아닌 PC 의 마이크에 

대고 말해야 합니다. 



7.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그림에는 4 개의 마이크로폰이 있지만, 연속된 3 개의 마이크로폰이 빔을 생성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4 번째 마이크는 무엇을 합니까? 

마이크로폰은 모드에 따라 4 개의 마이크로폰 중 3 개의 마이크로폰이 다르게 배열되어 빔을 생성합니다. 

 테이블 모드 : 삼각형으로 표시된 3 개의 마이크로폰을 사용하여 6 개의 빔을 생성합니다(멀티빔 기술).

 포인팅 모드: 일렬로 표시된 3 개의 마이크로폰을 사용하여 포인팅을 위한 빔을 생성합니다.

8. 앱을 사용하지 않고 로저 온을 음소거 및 음소거 해제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네, 로저 온의 기능 버튼을 길게 누르면(2초) 음소거 및 음소거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9. 마이로저마이크 앱은 모든 휴대전화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까?

마이로저마이크 앱은 iOS 13 및 안드로이드 7 이상의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10. 포낙 제품이 아닌 보청기 혹은 인공와우를 사용해도 마이로저마이크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마이로저마이크 앱은 마이포낙 앱과는 별도로 로저 온 사용자는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11. 마이로저마이크 앱을 여러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네, 앱을 설치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사용은 한 번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폰과 범위를 벗어나면 로저 온이 다른 스마트폰과 연결됩니다.


	슬라이드 번호 1
	슬라이드 번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