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지폰(Easyphone)

 기능설명

: 이지폰은 수화기를 귀에 가까이 댔을 때 ‘음향 전화’ 프로그램으로 자동 전환해주는 기능입니다. 전화통화가 끝나고 수화기를

귀에서 떼면 이전 프로그램(예. 오토센스 OS)으로 되돌아갑니다.

: 이지폰이 탑재되어 있으면 ‘음향 전화’ 프로그램이 추가 프로그램에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어 별도로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지폰을사용하기위한필수조건

① 이지폰 기능 탑재

- 귓속형 보청기: 주문 시 오더폼에서 ‘이지폰’ 옵션 선택(쉘 사이즈에 큰 영향 없음)

비트로M-312는 이지폰 사용 불가

- 오픈형, 귀걸이형 보청기: 빌롱 플랫폼까지만 내장(파라다이스, 마블 보청기는 사용 불가)

⇒ 즉, 블루투스 전화통화가 가능한 보청기(예. 오데오M-R, 나이다P-UP, 비르토 M-312 등)는 이지폰 사용 불가

② 모든 등급의 제품(비투스 포함)

보청기호환성
음향 전화

블루투스전화통화
① 이지폰 ② 듀오폰

사용 가능한 제품

귓속형

모든 귓속형 보청기
(단, 비르토M-312는 제외)

* 주문 시, 옵션에서 이지폰 선택

방향성 마이크로폰이 탑재된
50등급 이상의 모든 보청기

예) 비르토 M90 -10 NW O
혹은 오데오 M30-312는 사용 불가

비르토 M-312

오픈형 빌롱 플랫폼까지의 제품은 기본 탑재

* 파라다이스, 마블 보청기는 사용 불가
모든 파라다이스, 마블 보청기

귀걸이형

Phonak
음향 전화(이지폰, 듀오폰) 

 음향전화: 블루투스가 탑재되지 않은 유선 전화기 혹은 휴대전화로 통화할 때 사용합니다.

음향 전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기능에는 ①이지폰과 ②듀오폰이 있습니다.

 블루투스전화통화: 블루투스가 탑재된 휴대전화와 페어링하여 핸즈-프리 전화 통화할 때 사용합니다.

*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음향 전화’ 프로그램

v

전화통화 시 사용되는 프로그램에는 음향 전화와 블루투스 전화통화가 있습니다.



2. 듀오폰(Duophone)

 기능설명

: 전화통화 시 한 쪽 보청기로 유입된 음원이 실시간으로 반대쪽 보청기로 스트리밍되어 양쪽으로 청취가 가능함으로써

전화통화가 개선됩니다.

 듀오폰을사용하기위한필수조건

① 양이 착용

② 방향성 마이크로폰 탑재(듀오폰은 ‘양이음성스트리밍’ 기술 사용)

③ 50(스탠다드)등급 이상의 제품

 사용방법

- 이지폰이 탑재되어 있는 보청기: 음향 전화 프로그램으로 자동 전환되어 전화통화 시 듀오폰 활성화

- 이지폰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보청기

: Phonak Target –[피팅] – [미세조절]에서 추가 프로그램에 ‘음향 전화’ 추가

: 사용자가 프로그램 변경 버튼을 눌러야 ‘음향 전화’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어 전화통화 시 듀오폰 활성화

 자석부착방법

: 대부분의 유선 전화기는 이지폰을 활성화하기에 충분한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충분한 자기장이 생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화기에 자석을 부착해야 합니다.

① 수화기를 깨끗이 닦습니다.

② 동봉된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여 자석을 부착합니다. 이 때 수화기 구멍을 막지 마십시오.

- 수화기를 오른손으로 들고 통화하는 경우, 수화기 오른쪽 상단에 자석을 부착

- 수화기를 왼손으로 들고 통화하는 경우, 수화기 왼쪽 상단에 자석을 부착

③ 처음에는 최적의 위치를 찾기 위해 수화기를 약간 움직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자석의 위치를 옮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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