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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청기 초기화는 어떻게 합니까? 

보청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다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블루투스 장치와의 연결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보청기에 갑

작스러운 이상이 생길 경우 보청기 초기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청기 초기화는 Target 첫 화면 하단에 있는 [Trial & 도구] – [초기화] – [보청기 초기화]에서 진행합니다. 

  

 

2. 보청기 성능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성능분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능분석을 하기 위한 설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보청기 성능측정 모드는 Target 첫 화면 하단에 있는 [Trial & 도구] – [성능측정 모드] – [성능측정 설정]에서 

측정하려는 검사에 따라 Full-on gain 혹은 Reference test gain을 선택하면 성능측정 모드로 변경됩니다.

 

 



3. 피팅 장비가 컴퓨터에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피팅 장비는 Target 첫 화면 하단에 있는 [설정] – [피팅 장비]에서 피팅 장비별로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피팅 장비가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으나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다른 USB 포트에 꽂아보거나, 피팅 장비의 드

라이브 설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피팅 도중에 피팅 세션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네, 피팅 세션 왼쪽 상단에 [피팅] – [새로운 피팅 시작]을 클릭하여 피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력되어 있는 오디오그램(청력도)과 피드백 및 실이검사 값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미세조절 값만 초기화하려면 [피팅] - [미세조절 초기화]를 클릭하고 초기화하려는 방향(왼쪽/오른쪽)을 선택합

니다. 프로그램 옵션 값은 선택에 따라 초기화됩니다. 

 

 



5.이전에 피팅한 세션과 현재 세션을 실시간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네, [피팅] – [미세 조절] 탭 옆에 A/B(피팅 비교)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전 세션(원하는 날짜의 이전 세션 선택 

가능)과 현재 세션의 소리를 실시간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비교를 통해 이전 세션의 피팅 값을 바로 

보청기에 덮어 씌울 수도 있습니다. 

 

 

6. MPO(최대출력) 그래프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피팅] – [미세 조절]에서 그래프 옵션을 출력으로 변경하면 MPO 곡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상에서 

MPO 는 검정색 실선으로 MPO 값을 조절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원하는 그래프 옵션으로 변경하여 피팅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보청기 착용자가 주변 환경에 따라 소리가 바뀌는 혹은 끊기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할 때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포낙은 오토센스 OS 를 기반으로 주변 환경에 따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리가 

바뀌거나 끊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팅] – [미세조절]에서 좌측에 프로그램 목록 중 

‘오토센스 OS’를 클릭한 후에 화면 하단에 있는 [프로그램 옵션]에서 프로그램 전환 속도를 느림 혹은 매우 

느림(슬라이더를 왼쪽으로 이동)으로 조정합니다. 

 

 

8. 미세조절에서 특정 주파수의 이득 값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선 [피팅] – [피드백 및 실이검사]로 이동하여 피드백 역치(보라색 실선)를 확인합니다. 피드백 역치로 인해 

이득을 상승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보청기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피드백 및 실이검사를 다시 실행합니다. 피드백 역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2) 귓속형 보청기의 경우, 벤트 크기를 줄이거나 쉘리메이크를 진행한 후 피드백 및 실이검사를 재시행합니다. 

오픈형 보청기에 돔을 장착한 경우에는 돔 사이즈나 형태(오픈돔, 벤티드돔, 파워돔)를 바꾼 후에 

[음향변수]에서 이어피스 옵션도 동일하게 변경하고, 기존 피드백 및 실이검사를 삭제한 후 다시 검사를 

진행하면 피드백 역치가 상승합니다. 즉, 추가로 이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