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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귓속형급여제품

등급 / 채널 제품명 형태 최대출력 / 이득 배터리 고시가격

어드밴스드
16채널

비르토 B70-T
IIC
CIC

(M) 109/40
(P) 115/50

(SP) 119/60

10A 1,350,000 

비르토M70-10 NW O
IIC
CIC
MC

10A 1,300,000 

비르토M70-312 ITC
(M) 109/40   (SP) 119/60
(P) 115/50 (UP) 127/70

312A 1,300,000 

스탠다드
12채널

비르토M50-10 NW O
IIC
CIC
MC (M) 109/40

(P) 115/50
(SP) 119/60

10A 1,100,000 

비르토M50-312 NW O
CIC
MC
ITC

312A 1,100,000 

비르토M50-312 ITC
(M) 109/40   (SP) 119/60
(P) 115/50 (UP) 127/70

312A 1,100,000 

비르토 B50-10 NW O
IIC
CIC

(M) 109/40
(P) 115/50

(SP) 119/60

10A 1,100,000

비르토 B50-312 NW O
CIC
MC

312A 1,050,000 

비르토 B50-312 ITC
(M) 109/40   (SP) 119/60
(P) 115/50 (UP) 127/70

312A 1,050,000

에센셜
8채널

비르토 B30-312 NW O
CIC
MC

(M) 109/40
(P) 115/50

(SP) 119/60
312A 950,000 

비르토 B30-312 ITC
(M)109/40 (SP)119/60
(P)115/50  (UP)127/70

312A 950,000 

비르토 V30-10 NW O
CIC
MC

(M) 112/40
(P) 118/50

(SP) 122/60
10A 900,000 

비르토 V30-312 ITC
(M)112/40 (SP)122/60
(P)118/50  (UP)130/70

312A 950,000 

베이직
6채널

비투스+ ITE 10 NW O
IIC
CIC
MC

(M) 109/40
(P) 115/50

(SP) 119/60
10A 800,000 

비투스+ ITE 312 ITC
(M)109/40 (SP)119/60
(P)115/50  (UP)127/70

312A 600,000 

비르토-T 비르토 10 NW O 비르토 312 NW O 비르토 312

 T(Titanium): 티타늄

 NW(Non Wireless): 무선 기능 없음

 O(Omni): 전방향성 마이크로폰

* 제품별로 최대출력 및 이득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제품포트폴리오



2) 오픈형급여제품

등급 / 채널 제품명 최대출력 / 이득 배터리 고시가격

어드밴스드
16채널

오데오M70-312

(S) 111/46

(M) 114/50

(P) 122/58

(UP) 130/67

312A 1,400,000

오데오M70-R 충전식 1,400,000

스탠다드
12채널

오데오M50-312 312A 1,200,000

오데오M50-R 충전식 1,200,000

에센셜
8채널

오데오M30-312 312A 1,000,000

오데오M30-R 충전식 1,000,000

베이직
6채널

비투스+ RIC
(xS) 111/46
(xp) 124/57

(xUP) 130/66
312A 700,000

3) 귀걸이형급여제품

오데오M-312 오데오M-R 나이다M-SP스카이M-M 스카이M-PR 스카이M-SP

등급 / 채널 제품명 최대출력 / 이득 배터리 고시가격

프리미엄
20채널

스카이M90-SP 139/81 13A 1,800,000

스카이M90-PR 130/66 충전식 1,800,000

어드밴스드
16채널

스카이M70-SP 139/81 13A 1,700,000

스카이M70-PR 130/66 충전식 1,700,000

스카이M70-M 128/63 312A 1,700,000

나이다M70-SP 139/81 13A 1,200,000

스탠다드
12채널

스카이M50-SP 139/81 13A 1,400,000

스카이M50-PR 130/66 충전식 1,400,000

스카이M50-M 128/63 312A 1,400,000

나이다M50-SP 139/81 13A 1,100,000

에센셜
8채널

스카이M30-SP 139/81 13A 1,200,000

스카이M30-PR 130/66 충전식 1,200,000

스카이M30-M 128/63 312A 1,200,000

나이다M30-SP 139/81 13A 950,000

베이직 / 6채널 비투스+ BTE (UP) 141/82 675A 600,000

베이직 / 4채널 비투스 BTE (UP) 141/82 675A 600,000



2. 제품선택가이드

난청 정도 경도~중도 경도~중고도 중도~고도 고도

청력도

리시버 출력
(최대출력/이득)

M(109/40) P(115/50) SP(119/60) UP(127/70)

권장 제품
비르토 B70-T

비르토 B50-10 NW O

비르토 B70-T

비르토 B50-10 NW O
비르토 B50-312 NW O 비르토 B50-312

난청 정도 경도~중고도 중도~고도 고도

청력도

리시버 출력
(최대출력/이득)

S(111/46) M(114/50) P(122/58) UP(130/67)

권장 제품

오데오 M70-R               오데오 M70-312

오데오 M50-R               오데오 M50-312

오데오 M30-R               오데오 M30-312

난청 정도 중도~중고도 중고도~고도 고심도난청

청력도

리시버 출력
(최대출력/이득)

M(128/63) P(130/66) SP(139/81)

권장 제품

스카이 M70-M 

스카이 M50-M 

스카이 M30-M 

스카이 M70-PR

스카이 M50-PR

스카이 M30-PR

스카이 M70-SP

스카이 M50-SP

스카이 M30-SP

1) 귓속형

2) 오픈형

3) 귀걸이형



1) 귓속형

등급/채널 제품명

기능 비교

자동
프로그램

개수

휘슬블록

피드백 제어

노이즈블럭

소음제어

사운드릴렉스

충격음제어

윈드블럭

바람소음제어

블루투스
전화통화, 

스트리밍, 앱

액세서리
연결

어드밴스드
16채널

비르토 B70-T 4 ● ● ● ●

비르토M70-10 NW O 4 ● ● ● ●

비르토M70-312 4 ● ● ● ● ● ●

스탠다드
12채널

비르토M50-10 NW O 3 ● ●

비르토M50-312 NW O 3 ● ●

비르토M50-312 3 ● ● ● ●

비르토 B50-10 NW O 3 ● ●

비르토 B50-312 NW O 3 ● ●

비르토 B50-312 3 ● ● ●

에센셜
8채널

비르토 B30-312 NW O 2 ● ●

비르토 B30-312 2 ● ● ●

비르토 V30-10 NW O 2 ● ●

비르토 V30-312 2 ● ● ●

베이직
6채널

비투스+ ITE 10 NW O 1 ● ●

비투스+ ITE 312 1 ● ●

3. 제품별기능비교표



2) 오픈형

등급/채널 제품명

기능 비교

자동
프로그램

개수

휘슬블록

피드백제어

노이즈블럭

소음제어

사운드릴렉스

충격음제어

윈드블럭

바람소음제어

블루투스
전화통화, 

스트리밍, 앱

액세서리
연결

어드밴스드
16채널

오데오M70-312 4 ● ● ● ● ● ●

오데오M70-R 4 ● ● ● ● ● ●

스탠다드
12채널

오데오M50-312 3 ● ● ● ●

오데오M50-R 3 ● ● ● ●

에센셜
8채널

오데오M30-312 2 ● ● ● ●

오데오M30-R 2 ● ● ● ●

베이직
6채널

비투스+ RIC 1 ● ●

3) 귀걸이형

등급
제품명
(채널)

기능 비교

자동
프로그램

개수

휘슬블록

피드백제어

노이즈블럭

소음제어

사운드릴렉스

충격음제어

윈드블럭

바람소음제어

에코블럭

반향음제어

블루투스
전화통화, 
스트리밍, 

앱

액세서리
연결

프리미엄
20채널

스카이M90-SP 7 ● ● ● ● ● ● ●

스카이M90-PR 7 ● ● ● ● ● ● ●

어드밴스드
16채널

스카이M70-SP 4 ● ● ● ● ● ●

스카이M70-PR 4 ● ● ● ● ● ●

스카이M70-M 4 ● ● ● ● ● ●

나이다M70-SP 4 ● ● ● ● ● ●

스탠다드
12채널

스카이M50-SP 3 ● ● ● ●

스카이M50-PR 3 ● ● ● ●

스카이M50-M 3 ● ● ● ●

나이다M50-SP 3 ● ● ● ●

에센셜
8채널

스카이M30-SP 2 ● ● ● ●

스카이M30-PR 2 ● ● ● ●

스카이M30-M 2 ● ● ● ●

나이다M30-SP 2 ● ● ● ●

베이직
6채널

비투스+ BTE 1 ● ●

비투스 BTE 1 ● ●



1-1) 오픈형 - 리시버(Receiver)

SDS(Sound Delivery System)

[ 리시버 표기 방법 ]

① 숫자: 리시버 길이(0,1,2,3)

② 알파벳: 리시버 출력(S,M,P)

③ 색상: 왼쪽-파란색, 오른쪽-빨간색

* P리시버는 회색입니다(우측 이미지 참고).
** 리시버 출력이 높아질수록 사이즈가 조금씩 커집니다.

1-2) 오픈형 - 이어피스(Earpeice)

캠돔(Cap Dome) 오픈돔(Open Dome) 벤티드돔(Vented Dome) 파워돔(Power Dome)

형태

사이즈 단일 사이즈 소 / 중 / 대 소 / 중 / 대 소 / 중 / 대

특징 좁은 외이도에 적합 외이도 환기 및 울림 완화
Open Dome과 Power Dome

사이의 옵션
소리 누출 최소화

피드백 최소화

리시버 호환 S,M,P 리시버 사용 가능

1) 돔 : 난청 정도 및 외이도 크기에 따라 알맞은 돔을 선택합니다. 

* 가장 많이 사용하는 리시버 출력은 M 입니다.

** 보청기 구매 시, 기본적으로 리시버 2개가 제공됩니다. 돔은 기본 제공되는 것 외에 추가 구매가 가능합니다(1팩에 10개).

*** 비투스+ RIC에 사용하는 리시버는 보청기에 장착하는 부분이 2핀으로 된 리시버 입니다(오른쪽 이미지 참고).

S 리시버 M 리시버 P 리시버 UP 리시버

난청 정도 경도~중고도 난청 경도~고도 난청 경중도~고도난청 중도~고도

이어피스 SDS4.0 돔 및 맞춤형 이어피스 cShell만 가능

피팅 범위

4. SDS4.0 옵션



Slim Tip(슬림팁) C-Shell

형태

특징 일반적인 아크릴 소재
피드백 최소화

쉘 안에 리시버가 내장되어
리시버 교체 불가능

리시버 호환 S,M,P 리시버 사용 가능 S,M,P,UP 리시버 사용 가능

2) 맞춤형이어피스 : 귓본을 채취한 후, 개인의 외이도 형태에 맞게 제작합니다.

* UP리시버는 반드시 귓본을 채취하여 C-Shell을 제작해야 합니다(돔 사용 불가).

2) 귀걸이형 - 이어피스(Earpeice)

이어후크 슬림튜브 파워 슬림튜브

형태

이어피스 이어몰드, 이어팁 오픈형 돔 이어몰드

보청기 호환

스카이 M-M

스카이 M-PR

스카이 M-SP

나이다 M-SP

비투스+ BTE, 비투스 BTE

스카이 M-M

스카이 M-PR

스카이 M-SP

나이다 M-SP

이어몰드(ear mold)

* 이어몰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귓본을 채취하여야 합니다.

** 이어팁은 BTE 전용 팁으로 3가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청기와 함께 출고됩니다.

이어팁(ear tip)



5. 오더폼작성가이드

①

②

③

④

M-312 : TC 불가

검정색 쉘은 ‘비르토 M-312’만 가능

①출력 : 청력에 따라 선택, 리시버 출력이 높을수록 제품 사이즈 커짐

②무선 : 무선 기능을 위한 부품(제품 사이즈에 영향)

③이지폰 : [음향 전화]프로그램으로 자동 전환시켜주는 기능 / T-coil : 자기장 방식의 무선 통신 부품(제품 사이즈에 영향)

④무선악세서리 : “② 무선”에 체크되어 있어야 사용 가능(미니컨트롤 제외)

⑤귀지방지옵션

- 왁스가드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

- ERT(튜브연장) : 연장된 튜브를 통해 습기 및 이물질이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감소

- 스프링가드 : 귀지가 많은 경우 적합한 스프링 형태

⑥벤트종류

- 트렌치 : 외이도가 작은 경우

- IROS : 폐쇄감이 심한 경우

- 레귤러 : 벤트가 플레이트부터 시작되는 형태

- 스타일드 :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형태

⑦코팅종류 : 무코팅의 경우, 표면 마찰을 이용하여 고정력을 높이거나 코팅 재질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경우 사용

⑧벤트크기 : 크기가 클수록 폐쇄효과(울림, 답답함) 감소 / 단, 외이도 형태에 따라 가능한 벤트 크기에 제한 있음

⑤

⑥

⑦

⑧

1) 귓속형

예) 비르토 B50-10 NW O

Ⅴ: 기본 선택

Ⅴ

Ⅴ

Ⅴ

Ⅴ

Ⅴ

오더폼을 작성한 후, 채취한 귓본과 함께 제조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오픈형/귀걸이형

예) 오데오 M70-R 벨벳블랙 10

예) 스카이 M90-SP 베이지 4
예) 2M X 6

3M X 2, 2P X 2

예) 2M X 6

3M X 2, 2P X 2

①

①제품명/색상/수량: 주문하려는 제품명과 색상, 그리고 수량을 기입

②리시버 : 필요한 리시버 출력 및 수량을 기재

오픈형 보청기는 보청기 1대당 리시버 2개가 출고됩니다. 따라서 보청기 10대 주문 시 총 20개의 리시버가 출고됩니다.

③제작쉘 : 오픈형 보청기의 맞춤형 이어피스, UP리시버 사용 시 반드시 cShell 제작

④리시버 : cShell은 리시버가 쉘에 고정되어 제작되므로 사용할 리시버를 반드시 기재(예. 2MR, 1UPL)

⑤귀지방지

- 왁스가드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

- ERT(튜브연장) : 연장된 튜브를 통해 습기 및 이물질이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감소

- 스프링가드 : 귀지가 많은 경우 적합한 스프링 형태

⑥코팅종류 : 무코팅의 경우, 표면 마찰을 이용하여 고정력을 높이거나 코팅 재질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경우 사용

⑦벤트종류

- 트렌치 : 외이도가 작은 경우

- IROS : 폐쇄감이 심한 경우

- 레귤러 : 벤트가 플레이트부터 시작되는 형태

- 스타일드 :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형태

⑧벤트크기 : 크기가 클수록 폐쇄효과(울림, 답답함) 감소 / 단, 외이도 형태에 따라 가능한 벤트 크기에 제한 있음

⑨몰드종류 : 일반적으로 성인은 하드, 유소아는 소프트로 선택

⑩몰드형태:  일반적으로 고심도 난청은 Full shell 혹은 Half shell로 선택

⑪파워슬림튜브 :이어튜브가 아닌 얇은 튜브(이어튜브에 비해 최대출력 및 이득이 낮아짐)

⑤

⑥

⑦

⑧

Ⅴ: 기본 선택

Ⅴ

Ⅴ

Ⅴ

Ⅴ

③

④

SlimTip

cShell

오더폼을 작성한 후, 채취한 귓본과 함께 제조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⑨

⑩

⑪

오픈형보청기세부선택 귀걸이형보청기세부선택

②

14 10 10



6. 피팅장비호환성

Noahlink Wireless
(무선 피팅 장비)

iCube Ⅱ 
(포낙 전용 무선 피팅 장비)

HI-PRO 
(유선, 프로그래밍 케이블 필요)

귓속형 비르토 M-312

비르토 B-312

비르토 V-312

비투스+ ITE 312

비르토 B-T

비르토 M-10NW O

비르토 M-312NW O

비르토 B-10 NW O

비르토 B-312 NW O

비르토 B-312

비르토 V-10 NW O

비르토 V-312

비투스+ ITE 10 NW O

비투스+ ITE 312

오픈형
오데오 M-312

오데오 M-R
비투스+ RIC 비투스+ RIC

귀걸이형

스카이 M-SP

스카이 M-PR

스카이 M-M

나이다 M-SP

비투스+ BTE

스카이 M-SP

나이다 M-SP

비투스+ BTE

비투스 BTE

*피팅 장비 호환성은 보청기 등급과 무관합니다. 즉 같은 제품이면 등급에 상관없이 동일한 피팅 장비를 사용합니다.

예) 비르토 M70-312와 비르토 M50-312는 모두 노아링크 와이어리스 피팅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낙프로그래밍케이블 (Programing cable)

포낙 프로그래밍 케이블은 포낙의 귓속형 보청기를 하이프로(HI-PRO)에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 귓속형보청기케이블 ]

10A와 312A 케이블이 있으며, 보청기에 삽입하는 배터리

사이즈를 확인한 후 알맞은 케이블을 삽입합니다.

[ 오픈형/귀걸이형보청기케이블 ]

오픈형 또는 귀걸이형 보청기를 하이프로와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 보청기 배터리 도어를 제거한 후에 케이블을 삽입합니다(사진 참고). ⇒ 보청기 배터리 도어를 열고 케이블을 삽입합니다(사진 참고).



7. Target 피팅가이드

1. Target 피팅소프트웨어설치하기

1) 웹하드(www.webhard.co.kr)에 접속합니다.

2)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 아이디: phonak

- 비밀번호: phonak 2017

3) 피팅소프트웨어 폴더에서 Phonak Target 7.1 폴더를 클릭합니다.

- 폴더 비밀번호: paradise

4) Phonak Target 7.1.11.zip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진행합니다.

5) 설치 중에 국가 및 언어를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South Korea / Korean 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해당 파일만 더블 클릭하여 설치를 진행합니다.

http://www.webhard.co.kr/


1)

2)

3)

2. Target 시작하기(신규 고객생성)

※ 노아(Noah)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과정을 생략합니다.

1) 새로운 고객 세션을 생성하기 위해 [신규 고객]을 클릭합니다.

2) 고객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피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주소 및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3) 고객 정보를 저장한 후, [새로운 세션]을 클릭하여 피팅을 시작합니다(기존 고객은 [세션 열기]를 클릭합니다).



3. 오디오그램(청력도) 입력하기

※ 노아(Noah)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과정을 생략합니다.

1) 고객의 청력 검사 결과를 오디오그램에 입력합니다(피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AC(기도), BC(골도), UCL(불쾌음량레벨)을 선택하여 각각 입력할 수 있습니다.

2) [어음 영역 표시] 및 [주변 환경음 표시]를 클릭하면, 주파수 및 강도별 어음과 주변 환경음이 나타납니다. 

청력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2)

수정이 필요한 역치

혹은 그래프에 커서를

올린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원하는 부분을

수정합니다.

[참고] Phonak Target 구성

[고객] 탭에는

상세 정보(고객 정보 및 메모), 

오디오그램(청력도), RECD, 

REUG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청기 및 액세서리] 탭에는

보청기, 음향변수, 상세정보, 액세서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절 및 미세조절은[피팅] 탭에서 진행합니다.

피드백 및 실이검사, 오디오그램다이렉트, 기본조절, 

미세조절, 데이터로깅, 장치옵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보청기인식하기

1) 인식하려는 보청기와 호환 가능한 피팅 장비를 선택 한 후, [보청기 인식] 버튼을 클릭합니다.

* 피팅 장비 호환성은 10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양쪽 보청기를 인식할 경우, 비프음을 재생하거나 멀티-기능 버튼을 눌러서 좌/우 보청기를 선택하고 계속을 클릭합니다.

3) [최적 이득 레벨]에서 보청기 착용 경험을 선택하고 계속을 클릭합니다.

1)

1)

2)

3)

⇒ 보청기 연결 완료



5. 음향변수선택하기

1) 귓속형보청기

: 설정되어 있는 쉘 사이즈와 벤트 크기가 실제 제작된 제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음향변수를 변경합니다.

2) 오픈형보청기

: 설정되어 있는 리시버 및 이어피스와 고객이 착용하려는 음향 변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객이 실제로 착용할 리시버와 이어피스로

변경합니다.

* 오픈형 보청기의 음향변수에 대한 설명은 6~7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귀걸이형보청기

: 튜브, 이어피스, 벤트 그리고 후크를 고객이 실제로 착용할 음향변수와 일치하도록 선택합니다.

*  귀걸이형 보청기의 음향변수에 대한 설명은 7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음향변수 변경 시, 다른 메뉴로 이동했을 때

[재계산] 알림 메세지가 뜨면 재계산을 눌러줍니다.

(음향변수에 따라 피팅 값이 재계산됨을 의미합니다)



6. 피팅하기

1) 피드백및실이검사

: 고객이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피드백 및 실이 검사를 진행합니다.

* 주변이 시끄러운 상태에서 진행하면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조용한 환경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피드백 및 실이 검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 피드백 역치 값(보라색 실선)으로 인해 이득 증가가 불가능할 경우 “이득이 피드백 역치를 최대 5 dB까지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을 체크하면

추가로 이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1)



2) 기본조절

- 이득 수준: 보청기의 전반적인 이득 수준을 조절합니다. 70%~110%까지 10%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폐쇄감 감소: 고객이 보청기 착용 후, 답답함 혹은 울림을 호소할 경우 폐쇄감 감소를 활성화합니다. 이 기능은 1 kHz 이하의 이득을

감소시킵니다.

3) 미세조절

- 이득/최대출력: 주파수 및 소리 크기에 따른 이득을 조절합니다.

⇒ 양쪽 보청기를 동시에

조절하거나, 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채널(피팅 밴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대출력(MPO) ⇒ 

전체 이득 ⇒ 

큰 소리(G80) ⇒ 

중간 소리(G65) ⇒ 

작은 소리(G50) ⇒ 

2)

3)



- TK/Gain 35 dB: 매우 작은 소리(내부 소음, 에어컨/냉장고 팬 소음, 시계 초침 소리 등)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7. 저장및닫기

보청기 피팅이 끝나면 [저장 및 닫기]를 클릭하여 세션을 저장합니다.

저장이 완료되면 보청기가 껐다 켜지면서 새로운 설정 값으로 작동합니다.

* 피팅 중에는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것이며, 마지막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보청기에 피팅 값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해당 피팅가이드는 2021 보장구 제품을 위한 버전이므로, Target 피팅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낙 전문가 사이트(www.phonakpro.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메뉴에서 [지원] – [제품 지원 문서] – [4.피팅 소프트웨어]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http://www.phonakpro.com/


8. 블루투스연결방법

[ 안드로이드블루투스연결과정 ]

1) 주의사항

- 블루투스 연결은 반드시 보청기를 피팅 세션에서 저장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 보청기는 전원이 켜진 후 2~3분 동안만 블루투스 연결 모드로 작동됩니다.  따라서 블루투스를 연결하기 직전에 전원을 켜 주시기 바랍니다.

- 블루투스 작동 범위는 3m, 페어링 범위는 10cm 입니다.

2) 연결과정

① 블루투스 장치(휴대전화, 노트북 등)의 [설정]-[블루투스] 에서 블루투스를 활성화합니다.

② 보청기의 전원을 켜고(보청기의 전원이 이미 켜져 있어도 전원을 껐다 다시 켭니다), 휴대전화 옆에 가까이 둡니다.

③ 블루투스 검색 목록에 블루투스 이름(기본값: R-Phonak 보청기)을 누르면 연결이 완료됩니다.

④ 페어링을 완료한 이후에는 보청기의 전원이 켜질 때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 아이폰블루투스연결과정 ]



9. 품목관리번호

순번 품목관리번호 모델명
보청기

종류 방식 규격

1 MH0121002114 Phonak Virto B70-Titanium ITE 디지털 16채널

2 MH0111004560 Phonak Virto M70-10 NW O ITE 디지털 16채널

3 MH0111004561 Phonak Virto M70-312 ITE 디지털 16채널

4 MH0111004557 Phonak Virto M50-10 NW O ITE 디지털 12채널

5 MH0111004559 Phonak Virto M50-312 NW O ITE 디지털 12채널

6 MH0111004558 Phonak Virto M50-312 ITE 디지털 12채널

7 MH0111004554 Phonak Virto B50-10 NW O ITE 디지털 12채널

8 MH0111004556 Phonak Virto B50-312 NW O ITE 디지털 12채널

9 MH0111003555 Phonak Virto B50-312 ITE 디지털 12채널

10 MH0111004553 Phonak Virto B30-312 NW O ITE 디지털 8채널

11 MH0111004552 Phonak Virto B30-312 ITE 디지털 8채널

12 MH0111004562 Phonak Virto V30-10 NW O ITE 디지털 8채널

13 MH0111004563 Phonak Virto V30-312 ITE 디지털 8채널

14 MH0111004564 Phonak Vitus+ ITE-10 NW O ITE 디지털 6채널

15 MH0111004565 Phonak Vitus+ ITE-312 ITE 디지털 6채널

1) 귓속형



순번 품목관리번호 모델명
보청기

종류 방식 규격

1 MH0121002098 Phonak Audeo M70-312 RIC 디지털 16채널

2 MH0121002099 Phonak Audeo M70-R RIC 디지털 16채널

3 MH0121002096 Phonak Audeo M50-312 RIC 디지털 12채널

4 MH0121002097 Phonak Audeo M50-R RIC 디지털 12채널

5 MH0121002009 Phonak Audeo M30-312 RIC 디지털 8채널

6 MH0121002010 Phonak Audeo M30-R RIC 디지털 8채널

7 MH0121002117 Phonak Vitus+ RIC-312T RIC 디지털 6채널

순번 품목관리번호 모델명
보청기

종류 방식 규격

1 MH0121002130 Phonak Sky M90-SP BTE 디지털 20채널

2 MH0121002131 Phonak Sky M90-PR BTE 디지털 20채널

3 MH0121002132 Phonak Sky M70-SP BTE 디지털 16채널

4 MH0121002133 Phonak Sky M70-PR BTE 디지털 16채널

5 MH0121002134 Phonak Sky M70-M BTE 디지털 16채널

6 MH0121002111 Phonak Naida M70-SP BTE 디지털 16채널

7 MH0121002135 Phonak Sky M50-SP BTE 디지털 12채널

8 MH0121002017 Phonak Sky M50-PR BTE 디지털 12채널

9 MH0121002016 Phonak Sky M50-M BTE 디지털 12채널

10 MH0121002110 Phonak Naida M50-SP BTE 디지털 12채널

11 MH0121002136 Phonak Sky M30-SP BTE 디지털 8채널

12 MH0121002137 Phonak Sky M30-PR BTE 디지털 8채널

13 MH0121002015 Phonak Sky M30-M BTE 디지털 8채널

14 MH0121002109 Phonak Naida M30-SP BTE 디지털 8채널

15 MH0121002116 Phonak Vitus+ BTE-UP BTE 디지털 6채널

16 MH0121002115 Phonak Vitus BTE-UP BTE 디지털 4채널

2) 오픈형

3) 귀걸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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