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포낙 앱(버전 6.1 이상)에 건강 기능* 이 추가되면서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 계정을 생성하지 않아도 앱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 기능 사용 여부에 따라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계정 생성이 필요 없는 경우: 건강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보청기(파라다이스 충전식 외 제품)

혹은 건강 기능 사용을 원하지 않는 고객 → 1-1. 계정 생성없이 계속하기

· 계정 생성이 필요한 경우: 건강 기능을 사용하기 원하는 고객 → 1-2. 계정 생성하기

myPhonak
마이포낙 앱 시작하기(2022.07)

1. 계정생성진행여부

1-1. 계정 생성없이 계속하기

마이포낙 첫 화면 자료 제공 동의개인 정보 보호 동의계정 없이 계속하기

* 보청기 착용 시간, 걸음 수, 심박수 추적, 걷거나 달린 거리(‘심박수 추적’ 및 ‘걷거나 달린 거리'는 Audeo Fit 만 사용 가능)

➔ 계속해서 ‘2. 보청기 페어링하기’로 이동하여 진행합니다.

1-2. 계정 생성하기

계정 만들기 자료 제공 동의개인 정보 보호 동의 개인 이메일 주소 입력*

* 보청기 사용자의 이메일 계정이 없는 경우, 가족 구성원의 이메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wendy

bang

안녕하세요, Wendy Bang 님,

** 프로필 이름은 한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영문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선택

계정 생성 완료확인 코드 입력

이메일로 확인 코드 전송

프로필 이름 설정**

2. 보청기페어링하기

장치 페어링 보청기 찾기보청기 전원 켠 후 ‘계속’ 페어링 완료보청기 페어링

마이포낙 비밀번호 설정 이메일 확인하기



myPhonak 
마이포낙 앱

1) 홈

②

①

③

④ ⑤ ⑥

①프로그램변경: 자동, (추가프로그램*),

식당**, 음악환경**, TV**, (사용자프로그램*) 

②배터리잔여량: 충전식제품만해당

③볼륨조절: ±5단계(기본값 0을기준으로 ±2dB씩 증가/감소)

④음소거: 보청기마이크로폰음소거및음소거해제

⑤프로그램조정: 이퀄라이저, 볼륨, 소음감소, 

스피치포커스, 다이나믹, 프로그램생성

⑥좌/우개별볼륨조절

* 추가프로그램: Target에서청각전문가가생성(프로그램삭제불가), 
사용자프로그램: 마이포낙앱에서사용자가생성(프로그램삭제가능)

** 파라다이스보청기:기본프로그램(식당, 음악환경, TV) 삭제가능
마블보청기: 기본프로그램삭제불가능
삭제경로: [장치]-[보청기프로그램]-[프로그램삭제]

마이포낙앱(버전 6.1 이상)은새로운건강데이터추적기능을포함하여개별소리조정및원격지원이가능합니다.

마이포낙앱은크게다섯가지메뉴(홈, 건강(헬스), 장치, 지원, 프로필)로구성되어있으며, 건강기능은마이포낙계정을생성한

경우에만사용할수있습니다.

*스마트폰호환성: Bluetooth® 4.2, iOS 14.0 이상또는 Android 7.0 이상을지원하는스마트폰

1. 제품별마이포낙앱기능비교

2. 마이포낙앱메뉴안내

제품

기능

Audeo
B-D

Audeo M-R
(충전식) 

Audeo M-312
Audeo M-13T
Virto M-312
Naida M-SP

Audeo P-R
Audeo P-RL
Naida P-PR

(충전식)

Audeo P-312
Audeo P-13T
Naida P-UP
Virto P-312

Audeo P-R 
Fit

(충전식)

배터리잔여량확인 • • •

볼륨조절및프로그램변경 • • • • • •

프로그램조정(고급조절) • • • • •

원격지원 • • • • •

건강
(헬스)

일일착용시간 • • • • • •
평균착용시간및
청취환경 • •

걸음및활동수준 • •

목표설정 • •
심박수추적및
걷거나달린거리 •



3) 장치

①배터리잔여량: 충전식제품만해당

②프로그램관리

- 보청기프로그램: 프로그램삭제및이름편집

③귀하의보청기

- 제품정보:  보청기정보(모델명, 보청기소프트웨어업데이트, 로저라이선스), 장치삭제하기

④ 보청기설정

- 블루투스전화통화연결선택: 일반음질또는향상된음질(Target에서스탠다드, 어드밴스드) 

- 블루투스를통한스트리밍설정: 블루투스클래식활성화안내

- 탭컨트롤설정: 탭컨트롤기능및감도설정

- 자동켜짐설정변경: 충전식만해당

- 세척미리알림설정: 보청기청소에대한알림설정(빈도: 매주~8주)

②보청기프로그램삭제하기 ③보청기장치삭제하기

2) 건강(헬스)

①착용시간: 일/주/월/년평균착용시간, 좌/우개별착용시간, 사운드환경, 일일목표설정

②일일걸음수:  일/주/월/년평균걸음수, 현재걸음수, 활동수준, 일일목표설정

③사이트방문: 건강관리앱안내②①

③

② 일일걸음수및활동수준①착용시간및사운드환경

①

③

④

②



5) 프로필

①마이포낙계정안내

②개인정보및보안: 프로필(이름, 성, 이메일주소, 국가) 변경, 

암호변경, 계정삭제

③설정

- 건강기본설정: 건강데이터측정비활성화및데이터삭제

- 데이터개인정보보호: 건강데이터공유동의및비동의

④로그아웃: 계정로그아웃시데이터동기화불가능

②

①

③

④
②개인정보변경하기

4) 지원

①원격지원: 화상통화를통해청각전문가와이야기하기

②도움말: FAQ(영문), 앱기능(영문), 사용자설명서*, 앱둘러보기

③법적문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마이포낙소개**, 

참고자료, 라이선스

* ‘사용자설명서’에서앱사용과관련된내용을확인할수있습니다.

** ‘마이포낙소개’에서마이포낙앱의버전을확인할수있습니다.

①원격지원시작 대기실입장 원격지원중

②

①

[참고] 원격지원절차

③

통화종료



myPhonak 
마이포낙 메모리(myPhonak Memory)

1. 마이포낙 메모리(myPhonak Memory)란?

마이포낙 앱(myPhonak app)에서 고객이 생성한 사용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도중에 전화통화 혹은 알림음이 발생한 후1)에도

해당 사용자 프로그램이 그대로 유지되는 기능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용한 사용자 프로그램이 멀티-기능 버튼에 저장되어, 앱을 종료하거나2)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되어

전원이 꺼지더라도3) 사용자 프로그램이 유지되며, 보청기의 멀티-기능 버튼으로 프로그램(자동 프로그램, 수동 프로그램, 

사용자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마이포낙 앱 4.0.3 버전 까지는 사용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도중에 전화통화를 하거나 휴대전화에서 알림음이

발생하면 시작 프로그램(보통은 오토센스OS)으로 되돌아 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고급 조절에서 조정 후
사용자프로그램생성

사용자 프로그램 사용 중 전화 통화 전화 통화 후
오토센스 OS 4.0으로 전환

사용자 프로그램 사용 중 전화 통화 전화 통화 후에도
사용 중이던

사용자 프로그램 유지

이
전
방
식

마
이
포
낙
메
모
리

2. 마이포낙메모리특징

① 마이포낙 앱 4.0.4 버전 이상에서 사용 가능

⇒ 최신 버전의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의 소프트웨어가 최신 버전이어야 함

② 파라다이스 이상의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마블 보청기는 마이포낙 메모리 사용 불가)

③ 최대 10개의 사용자 프로그램 생성

④ 마지막으로 사용한 사용자 프로그램이 멀티-기능 버튼에 자동 저장



3. 마이포낙메모리 FAQ

Q1. 기존에 파라다이스 보청기를 구입한 고객도 마이포낙 메모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 네, Target 7.1.9에서 보청기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면 마이포낙 메모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방문했을 때

Target에 보청기를 인식하여 반드시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2. 마블 보청기 사용자도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면 마이포낙 메모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아니요, 마블 보청기는 펌웨어 업데이트 대상이 아니며 추후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여도 마이포낙 메모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블 보청기는 블루투스 클래식(전화통화, 스트리밍)을 사용한 후에 자동으로 오토센스OS 3.0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휴대전화 설정에서 터치 사운드, 알림음 등을 끄거나 하나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다시 피팅해야

합니다.

Q3. 최대 몇 개의 사용자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까? 사전 프로그램도 개수에 포함됩니까?

⇒ 네, 3개의 사전 프로그램(레스토랑, 음악 환경, TV)을 포함하여

최대 10개의 프로그램 생성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목록순서]

- 오토메틱(오토센스 OS): 자동 프로그램

- 수동 프로그램: 청각전문가가 Target에서 추가한 수동 프로그램

- 사전프로그램 3개: 오토센스 OS를 기반으로 사전에 생성되는 프로그램

- 사용자프로그램 7개: 사용자가 앱에서 직접 조정해서 생성한 프로그램

Q4. 사전 프로그램 3개(레스토랑, 음악 환경, TV)가 마이포낙 앱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전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여러가지 슬라이더를 조정할 필요 없이 환경에 따라 빠르게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전 프로그램은 고급 조절에서 사용자가 추가 조정할 수 있으며, [보청기 정보]-[프로그램]에서 삭제도 가능합니다.

Q5. 만약 사용자 프로그램을 저장하지 않고, 앱을 통해 조정(볼륨 감소 혹은 고급 조절 등)한 경우에도 마이포낙 메모리 기능으

로 사용자 설정이 유지됩니까?

⇒ 리모컨 메인 화면에 있는 볼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사용자 프로그램은 반드시 저장이 되어야 마이포낙 메모리가 작

동하여 해당 사용자 프로그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Q6. 앱이 “절전(백그라운드에 있을 때)”된 후에도 선택한 사용자 프로그램이 유지됩니까?

⇒ 보청기와 앱의 연결이 끊길 수는 있으나 멀티-기능 버튼에 사용자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그대로 유지됩니다.

앱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하거나 보청기를 재시작을 하기 전까지는 선택한 프로그램이 유지됩니다.

Q7. Naida P는 마이포낙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 네, 마이포낙 메모리는 모든 파라다이스 보청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동 프로그램

사전 프로그램

자동 프로그램

사용자 프로그램



myPhonak 
마이포낙 앱 건강 기능
마이포낙앱에서개인의건강데이터를확인할수있습니다. 마이포낙앱의건강정보는단순히정보제공의목적

이므로건강에대한궁금한점은전문의료인과상담하시기바랍니다.

마이포낙앱에서확인가능한건강기능및보청기호환성은아래의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품
기능

오데오
B-D

마블
충전식

마블
비충전식

파라다이스
충전식

파라다이스
비충전식

오데오
P-R Fit

건강
(헬스)

일일착용시간 • • • • • •

평균착용시간및
청취환경

- - - • - •

걸음및활동수준 - - - • - •

건강데이터
목표설정

- - - • - •

심박수추적및
걷거나달린거리

- - - - - •

1. 일일착용시간

일일착용시간은하루동안보청기의전원이켜져있는시간으로기록됩니다.

2. 평균착용시간및청취환경분석

1) 다양한청취환경에서일일착용시간이나타나며됩니다.

2) 착용시간은일별, 주별, 월별, 연도별로기록됩니다.

3) 청취환경은조용한환경, 소음환경(소음속어음, 큰소음속어음, 차안에서의대화, 반향음환경, 소음환경),

음악환경, 스트리밍환경(블루투스전화통화, 미디어스트리밍, 액세서리, 로저)으로분석됩니다.

4) 그래프색상표기: 초록색-왼쪽보청기, 파란색-오른쪽보청기

[제품별마이포낙앱 ‘건강’화면예시]

파라다이스충전식 오데오 P-R Fit
오데오 B-D, 

마블및파라다이스비충전식



3. 걸음및활동수준

1)보청기에내장된모션센서칩이가속도신호를기반으로걸음수를감지하고각걸음에대한가속도의크기를기준으로

활동수준을계산합니다.

2) 활동수준: 없음(보청기가켜져있지만움직임이감지되지않음), 낮음(움직임은감지되지만걷고있지않음), 중간(걷는것이감지됨),

높음(달리는것이감지됨)

4. 건강데이터목표설정

보청기착용시간과걸음수에대한일일목표를설정할수있습니다.

5. 심박수추적오데오 P-R Fit 만가능

1) 안정기심박수는최소 4시간이상보청기를착용해야확인할수있습니다.

2) 성인의안정기심박수는분당 60~90bpm으로 낮은안정기심박수는높은안정기심박수보다장기적으로봤을때

더나은건강상태를나타낸다고합니다.

6. 걷거나달린거리(이동거리) 오데오 P-R Fit 만가능

걷거나달린거리는 [일일걸음수]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걸음및활동수준 걸음수목표설정

심박수추적 걷거나달린거리(이동거리)

착용시간목표설정



1. 마이포낙앱과호환가능한제품은무엇인가요?

- 파라다이스: Audeo P, Virto P-312, Naida P, Audeo P-RL, Audeo P-R Fit

- 마블: Audeo M, Virto M-312, Naida M / Sky M 제품은마이포낙주니어앱과호환됩니다.

- 빌롱: Audeo B-D

2. 크로스P도마이포낙앱을사용할수있나요?

- 아니요, 현재(2022년)는 크로스P 및크로스P와결합된오데오P 모두마이포낙앱을사용할수없습니다.

3. 오데오B-D도마이포낙앱을통한 ‘원격지원’이가능한가요?

- 아니요, 오데오B-D는볼륨조절및프로그램변경과일일착용시간만확인할수있습니다(원격지원및프로그램조정

불가).

4. 모든스마트폰에서마이포낙앱을사용할수있나요?

- 네, 블루투스기능이탑재된모든스마트폰에서마이포낙앱을사용할수있습니다.

- 스마트폰호환성사이트: https://marvel-support.phonak.com/en/audeo-m-cell-phone-compatibility/

• 안드로이드 : 안드로이드OS 버전 7.0 이상, 블루투스버전 4.2 이상

• 아이폰 : iOS 버전 14.0 이상, 블루투스버전 4.2 이상

5. 태블릿으로마이포낙앱을사용해도될까요?

- 마이포낙앱은스마트폰에서사용하도록최적화되어있습니다. 가급적스마트폰으로사용할것을권장합니다.

6. 보청기사용자가휴대전화를 2대사용할경우, 마이포낙앱도 2개의휴대전화에서모두사용가능한가요?

- 네, 사용가능합니다. 최대 6개의휴대전화에마이포낙앱을설치하여페어링할수있으며, 한번에하나의앱만사용이

가능합니다.

호환성

myPhonak
[ FAQ ] 마이포낙 앱 (2022.11)

https://marvel-support.phonak.com/en/audeo-m-cell-phone-compatibility/


페어링

7. 마이포낙앱에서보청기가페어링되지않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 이 경우 블루투스 페어링 및 모든 블루투스 설정을 삭제하는 등 앱을 완전히 재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①앱을닫고휴대전화에서 마이포낙앱을삭제합니다. 

②안드로이드휴대전화의경우, [설정]-[연결]-[블루투스]로 이동합니다.

아이폰휴대전화의경우, [설정]-[Bluetooth]로이동합니다.

③등록된장치 목록에서사용자의보청기를나타내는항목을찾습니다.

④등록된보청기를하나씩 클릭(안드로이드:         , 아이폰: )하고 ‘등록해제’ 혹은 ‘이기기지우기’를클릭합니다.

•양쪽 보청기 사용 시: 3개 해제(R-Phonak 보청기, LE_R-Phonak 보청기, LE_L-Phonak 보청기)

•왼쪽 보청기사용 시: 2개 해제(L-Phonak 보청기, LE_L-Phonak 보청기)

•오른쪽보청기 사용 시: 2개 해제(R-Phonak 보청기, LE_R-Phonak 보청기)

⑤ Play 스토어(안드로이드)혹은앱스토어(아이폰)에서마이포낙앱을다시설치합니다.

⑥보청기의전원을껐다가켠후, 마이포낙앱의지침에따라보청기를페어링합니다.

⑦블루투스전화통화및스트리밍을사용할경우, 휴대전화의 [설정]-[블루투스]에서보청기를찾아(R-Phonak 보청기

혹은 L-Phonak 보청기) 등록합니다.

‘R-Phonak 보청기’ 혹은 ‘L-Phonak 보청기’ : 블루투스클래식(전화통화및스트리밍)

‘LE_R-Phonak 보청기’ 혹은 ‘LE_L-Phonak 보청기’ :  저전력블루투스(마이포낙앱)

안드로이드

아이폰



8. 프로그램조정후 [새로저장]을눌렀을때에러메시지가뜨면서프로그램이생성되지않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 휴대전화에서알림음이생성되어나타나는증상입니다. 아래순서에따라설정을변경하시기바랍니다.

[에러메시지]

* 안드로이드 : [설정] - [소리및진동] -시스템중 ‘소리’항목모두비활성화

* iOS : [설정] - [사운드및햅틱] - [키보드피드백] 및 [잠금사운드] 비활성화

보청기프로그램

1.

[해결방법]



9. 마이포낙앱에서사용자프로그램은몇개까지만들수있나요?

-최대 10개의프로그램을만들수있습니다. 단, 환경별로는 4개까지가능합니다(조용한환경을기반으로하는프로그램4개, 

소음속어음환경을기반으로하는프로그램4개등).

10. 마이포낙앱의프로그램목록에있는 ‘식당, 음악환경, TV’는무엇인가요?

-오토센스 OS를기반으로설정된기본프로그램입니다. 각각의프로그램은해당환경에맞게최적화되어있으며, 

[프로그램조정]에서사용자가수정할수도있습니다.

* [홈] - [프로그램목록] - [프로그램조정]                   

11. 기본프로그램(식당, 음악환경, TV)을삭제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어디서삭제하나요?

-보청기플랫폼에따라다릅니다. 파라다이스제품은삭제가가능하지만오데오 B-D 및마블제품은불가능합니다.

* 파라다이스제품: [장치] - [보청기프로그램] - [삭제할프로그램]선택 - [프로그램삭제]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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