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honak Autosense OS
오토센스 OS – 자동프로그램

1. 오토센스OS

2. 오토센스OS 작동방식

포낙의 자동 프로그램인 오토센스 OS는 0.4초 마다 200개가 넘는 기준을 바탕으로 주변의 소리를 분석하여 최적의 청취 환경을 제공합니다.

분석된 환경을 기반으로 최대 7개의 환경*이 실시간으로 자동 혼합되어 자연스러운 소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오토센스 OS 3.0 이상부터는 스트리밍 시에 스트리밍 프로그램이 작동되어 음향 신호와 스트리밍 신호를 자동으로 구분하고 최적의

음질과 명료도를 제공합니다. 스트리밍 프로그램은 모든 등급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자동 프로그램(음향) 개수는 보청기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90등급: 7개, 70등급: 4개, 50등급: 3개, 30등급: 2개

[오토센스 OS – 음향 프로그램]

 조용한 환경: 90,70,50,30 등급

 소음 속 어음 환경: 90,70,50,30 등급

 큰 소음 속 어음 환경: 90 등급

 차 안에서의 대화 환경: 90등급

 소음 환경: 90,70,50 등급

 반향음 환경: 90 등급

 음악 환경: 90, 70 등급

[오토센스 OS(스트리밍) – 스트리밍 프로그램]

 스트리밍 - 어음

 스트리밍 - 음악

[스트리밍 프로그램] : 해당 장치와 연결되었을 때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전환되어 작동

 PartnerMic (파트너마이크 액세서리 사용 시 작동)

 블루투스 전화 통화 (휴대전화로 블루투스 전화통화 시 작동)

 RogerDirect (로저 사용 시 작동)

음향 프로그램

스트리밍 프로그램

⇒ Target - [피팅] – [미세조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오토센스 OS 프로그램 목록

오토센스 OS는 크게 음향 프로그램과 스트리밍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음향 프로그램은 다시 일반 환경과 특수 환경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환경은 주변의 소리에 따라 최대 4개의 환경이 혼합되어 작동되고, 

특수 환경은 단독으로 작동됩니다.

 블루투스 장치와 연결하여 스트리밍할 때에는 스트리밍 어음 혹은 음악으로 작동됩니다.

스트리밍 어음과 스트리밍 음악은 스트리밍 되는 음원이 말소리 위주인지 음악 위주인지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일반 환경(혼합되어 작동)

• 조용한 환경

• 소음 속 어음 환경

• 소음 환경

• 반향음 환경

특수 환경(단독으로 작동)

• 큰 소음 속 어음 환경

• 차 내에서의 대화 환경

• 음악 환경



3. 오토센스OS 작동예시

오토센스 OS는 보청기 착용자의 청취 환경에 따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프로그램 버튼을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토센스 OS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살펴봅시다.

 “조용한 환경” 프로그램 작동

 집 혹은 회사와 같이 조용한

장소에서 대화를 할 때

 “조용한 환경” + “소음 환경” 프로그램 작동

 일반적인 장소에서 소음(청소기 소음과 같은

일상적인 소음)이 발생할 때

 “블루투스 전화통화” 프로그램 작동

 블루투스 장치와 연결하여 전화 통화를 할 때

 “큰 소음 속 어음 환경” 프로그램 작동

 식당이나 카페와 같이 주변이 시끄러운 장소에서 대화를 할 때

 “소음 속 어음 환경” + “반향음 환경” 프로그램 작동

 회의실과 같이 폐쇄된 장소에서 대화를 할 때

 “차 안에서의 대화 환경” 프로그램 작동

 운행중인 차 안에서 대화를 할 때

조용한 곳에서 대화 블루투스 전화통화

조용한 곳에서 소음 발생 회의 혹은 모임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 차 안에서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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