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낙 오데오™ L-R
사용 설명서

포낙 오데오 L-R 
포낙 오데오 L-R 트라이얼       

포낙 충전기 이즈 (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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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용자 설명서는 다음 
모델에 적용됩니다:

무선 모델

Phonak Audéo L90-R 
Phonak Audéo L70-R 
Phonak Audéo L50-R 
Phonak Audéo L30-R   
Phonak Audéo L-R Trial P

충전 액세서리

 Phonak Charger Ease

신체 활동 추적 기능에 대한 지침은 
myPhonak 사용자 설명서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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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제품 정보

이어피스
c  돔
c  슬림팁
c  c쉘

보청기 모델 
c  Audéo L-R (L90/L70/L50/L30)    
c  Audéo L-R Trial

충전 액세서리
c  Phonak Charger Ease

USB 케이블 포함 (< 3 m) 

아래 모델 중 구입하신 제품이 없거나 모델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청각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용 설명서에서 다루고 있는 보청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충전식 보청기 사용을 위해, 사용자 설명
서에 명기된 주의사항을 꼭 확인시기 바랍니다. 
(25장 참조).



오데오 루미티 보청기와 충전기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청각 솔루션 브랜드 포낙의 제품입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통하여 보청기 기술의 새 지표를 
열고있는 포낙 보청기는 다양한 청취 환경에서 우수한 음
질과 편안한 소리를 제공합니다.

포낙 보청기를 사용하시기 전에 사용자 설명서를 주의깊
게 읽어 사용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숙지하시면, 
보청기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활용하실 수 있습
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보청기 구입처 또는 
포낙보청기 본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honak - life is on
www.phon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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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퀵 가이드

보청기 충전 안내

빨간색 
= 오른쪽보청기.

보청기를 충전기에 삽입하면,     
보청기의 표시등에 불이 들어오며 
충전상태가 표시됩니다.
보청기의 충전이 완료되면 표시등
이녹색으로 고정됩니다.

보청기 방향 확인

보청기를 처음 사용하기 전에 3시간 이상 충전할 
것을 권장합니다.

파란색 
= 왼쪽 보청기



멀티-기능 버튼과 상태 표시등
이 버튼에는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 기능은 전원 켜기/끄기 입니다.
보청기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볼륨 조절 및 프로그램 변경 버튼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보청기 설정에 대해서는
청각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통화: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와 페어링 할 경우, 
멀티-기능 버튼을 짧게 누르면 전화를 수신할 수 있고, 길게 
누르면 전화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원 켜기/끄기: 상태 표시등이 깜박일 때까지 멀티-기능   
버튼의 하단부를 3초동안 누릅니다.
켜기: 상태 표시등이 녹색으로 고정
끄기: 상태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고정
비행기 탑승 모드: 상태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변경될 때까지 
멀티-기능 버튼의 하단부를 7초 동안 누릅니다. 그런 다음  
버튼을 놓습니다.
탭  컨트롤(L90, L70 만 적용)
블루투스 지원 장치와 페어링 된 경우 탭 컨트롤을 사용하여 
여러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10장 참조) 
탭 컨트롤을 사용하려면 귀 상단을 두 번 두드립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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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청기와 충전기의 부분 명칭

아래에서 보청기와 충전기 액세서리의 부분 명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착용하신 제품의 모델명은 다음과 같이 
확인 가능합니다.:
• 구입제품 정보에서 확인(3페이지).
• 이어피스, 보청기, 충전기를 아래의 그림을 통해 확인.

지지대(옵션) 
리시버
(이어피스가 부착되지 않은)

Audéo L-R
Audéo L-R Trial

튜브

사용가능한 이어피스 

c쉘슬림팁 돔 

멀티-기능 버튼과 
상태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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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피스 놓는 공간

좌우 표시등이 있는 
보청기 충전 슬롯

충전기(포낙 충전케이스 이즈)

충전 케이스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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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C 타입의
충전 입력부

전원 플러스*

외부 전원 공급장치

USB 케이블 (< 3 m)

* 전원 플러그는 이 제품과 함께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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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충전 케이블의 큰 쪽을 
전원 플러그에 연결합
니다.
충전 케이블의 작은 쪽
을 충전기의 USB 포트
에 연결합니다.

3. 충전 준비

전원 공급 장치 연결

a b

d

c

포낙 충전 케이스 이즈는            
아래 표의 사양을 충족하는           
외부 전원 공급 장치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

100-240 VAC, 50/60 Hz, 
current 0.25 A
5 VDC +/-5%, current 1 A

전원 공급장치 입력 전압

전원 공급장치 출력 전압       
충전기 입력 전압 USB 
케이블 사양

5 VDC +/-5%, current 
250 mA
5 V 최소. 1 A, USB-A ~ 
USB-C, 최대 길이 3 m

c)  전원 플러그를 전원
콘센트에 꽂습니다.

d)  충전기와 전원 공급
장치의 연결이 정상적
으로 완료되면, USB
포트 주변의 상태 표시
등이 녹색으로 켜집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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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청기 충전하기

저전력 모드: 배터리가 부족하면 두 번의 경고음이 
들립니다.이 경고음을 듣게 되면, 60분 이내에 보
청기를 충전해야 하며, 만약 그렇치 않으면 60분
이지나면 보청기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보청기에는 탈착이 불가능한 충전식 리튬이온 배
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보청기를 처음 사용하시기 전에 3시간 동안 충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청기를 충전하기 전에 반드시 습기를 제거해 주
시기 바랍니다. (18장 참조)  

올바른 보청기 충전과 사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작동 온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Audéo L R: 섭씨+5° ~ +40° (화씨41°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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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포낙 충전케이스 이즈(Ease) 사용하기

충전기 설정 방법은 3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보청기를 충전기에 삽입하기 전, 보청기의 방향(왼쪽=
파란색, 오른쪽=빨간색)을 확인한 후, 올바르게 보청
기를 충전기에 삽입합니다. 충전기에 삽입된 보청기는   
자동으로 전원이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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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청기의 표시등은 보청기가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배
터리의 충전 상태를 나타냅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표시
등은 녹색으로 고정됩니다.

배터리가 완충되면 충전이 자동으로 중지되므로 보청기
를 충전기 안에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를 충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최대 3시간입니다.    
충전 중에는 충전기 뚜껑을 닫을 수 있습니다. 

충전 시간

상태 표시등 충전 상태 충전 예상 시간

0 – 10%

11 – 80%
30 분 (30%)
60 분 (50%)
90 분 (80%)

81 – 99%

100% 3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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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전기에서 보청기를 들어올리기만 하면 충전 슬롯에서 
보청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를 충전기에서 분리하면 전원이 자동으로 켜지며 
상태 표시등이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상태 표시등이     
녹색으로 켜지면 보청기 사용이 준비 되었음을 나타냅니
다. 
보청기를 충전하고 있는 중간에 충전기에 연결된 전원 
케이블을 뽑으신 경우에는 보청기의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 보청기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충전기의 충전을 
중지하기 위해서는 전원콘센트에서 전원 플러그를 제거
하시기 바랍니다.

전원 플러그가 분리된 충전기에 보청기를 보관
할 경우, 보청기 전원을 꼭 끄십시오.

튜브 손상의 우려가 있으니, 보청기를 충전기에
서 꺼낼때 튜브를  잡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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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청기 방향 확인

보청기 뒷면과 리시버에 보청기 방향을 구분해 주는 빨간
색 또는 파란색 방향 표시가 있습니다.

파란색=왼쪽 보청기. 빨간색=오른쪽 보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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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청기 착용 방법

1.
귀 위에 보청기를 올립니다.

2.
이어피스를 귀 속 안으로
부드럽게 밀어 넣습니다.

3.
이어피스에 고정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귀 외이도 앞에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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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청기 제거 방법

튜브의 구부러진 부분을 
잡아 당기고 귀 뒤에서 
보청기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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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멀티-기능 버튼

이버튼에는 여러가지 기능이
있으며, 기본 기능은 전원
스위치입니다. 보청기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볼륨 버튼이나
프로그램 변경 버튼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착용하고 있는
보청기의 설정에 대해서는
청각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와 페어링 할 경우,        
멀티-기능 버튼의 상단부 또는 하단부를 짧게 누르면   
수신 전화를 받을 수 있고, 길게 누르면 수신전화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1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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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전원을 켜면, 시작 알림음이 울립니다.

9. 보청기 전원 (켜기/끄기)

보청기 전원 켜기
보청기는 충전기에서 분리하면
자동으로 켜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청기의
표시등이 깜박일 때까지
멀티-기능 버튼의 하단 부분을
3초 동안 누릅니다. 표시등이
녹색으로 고정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보청기 전원 끄기
상태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고정될 때까지 멀티-기
능 버튼의 하단부를 3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보청기 
전원이 꺼집니다.

녹색등 깜박임 보청기 전원 켜짐

2초 동안 빨간등 고정 보청기 전원 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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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탭 컨트롤

탭 컨트롤은 L90, L70 모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블루투스 지원 장치와 페어링된 경우에는    
탭 컨트롤을 사용하여 여러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
니다. (예: 전화통화 수신/종료, 스트리밍 일시 정
지/재생, 블루투스 기반 음성비서 지원 시작/중지)

탭 컨트롤을 사용하려면
귀 상단부를 두 번 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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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결 개요

아래 그림에는 보청기와 사용 가능한 연결 옵션이 
나와 있습니다.

* TV 커넥터는 TV, PC 또는 hi-fi 스테레오 시스템과 같은 오디오 음원과 연결할 수 있
습니다.
** 로저 송신기는 보청기와 다이렉트로 연결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지원 장치
예) 휴대전화 

TV에 연결된 TV커넥터*

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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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블루투스 지원 장치와 초기 페어링

블루투스 무선 기술이 적용된 장치와의 페어링  
과정은 한 번만 수행하면 됩니다. 
이후 보청기와 블루투스 장치는 자동으로 연결됩
니다. 초기 페어링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대 
2분 정도 입니다.

1.
장치 (예. 휴대전화)에서 블루투스 무선 기술이 활성화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연결 설정 메뉴에서 블루투스    
장치를 검색합니다. 

2.
양쪽 보청기의 전원을 모두 켭니다.
보청기와 장치의 페어링 소요 시간은
약 3분입니다.

12. 블루투스 페어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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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무선 기술을 페어링하는 방법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phonak.com/com/en/
support.html

3.
휴대폰에 블루투스 지원 장치 목록이 표시됩니다. 목록
에서 양쪽 보청기를 모두 선택하여 동시에 페어링합니
다. 신호음을 통해 성공적으로 연결된 것을 확인합니다.

장치의 전원이 켜져있고 블루투스 연결 범위 내에 
있는 한 연결은 유지됩니다.
보청기는 최대 2개의 장치에 동시 연결할 수 있고, 
최대 8개 장치와 페어링 할 수 있습니다. 

12.2 장치와 연결

보청기와 장치가 페어링 된 이후에는 보청기의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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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화통화

보청기는 블루투스 지원 휴대전화와 직접 연결됩니다.
휴대전화와 보청기를 페어링하고 연결하면 보청기를   
통해 수신전화 알림 및 상대방의 음성을 직접 청취할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는 핸즈프리를 지원하며, 보청기
의 마이크를 통해 본인의 음성도 전송합니다. 

본인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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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전화 걸기

휴대전화의 키패드를 사용하여 전화 번호를 입력한 후,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보청기를 통해 발신음이 들릴 
것입니다. 본인 음성은 보청기의 마이크에 의해 포착되
어 전화기로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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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전화 받기

전화가 걸려오면 보청기를 통해 전화 수신 알림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예. 벨소리 또는 음성 알림). 
귀 상단부를 두 번 두드려 전화를 받을 수 있고(L90, 
L70 모델에서만 사용 가능), 보청기의 멀티-기능 버튼
을 짧게(2초 미만)누르거나 휴대 전화의 수락 버튼을 통
해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짧게 누르기
< 2 초

귀 두 번
두드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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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전화 종료

보청기에 있는 멀티-기능 버튼 상단 또는 하단을 길게 
눌러(2초 이상)전화를 끊거나 휴대폰에서 직접 끊을 수 
있습니다. L90,L70 모델의 경우, 귀 윗 부분을 두 번 탭
하여 전화 통화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길게 누르기
> 2 초

귀를 두 번 
두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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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전화 수신 거부

보청기의 멀티-기능 버튼 상단 또는 하단을 길게(2초 
이상)누르거나 휴대전화에서 직접 눌러 수신전화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길게 누리기
> 2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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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비행기 탑승 모드

보청기는 2.4 GHz–2.48 GHz 의 주파수 범위에서 작
동합니다. 항공기 탑승 시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비행기 
탑승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모드 중에는 
보청기의 일반적인 기능은 정상 작동되며, 오직 블루투
스 연결 기능만 비활성화 됩니다.

14.1 비행기 탑승 모드 활성화

보청기의 무선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비행모드로 전환
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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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청기의 전원이 꺼져 있으면    
아래 2번 단계를 실행합니다.
보청기의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
에는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켜질 
때까지 멀티-기능 버튼의 하단부
를 3초간 누릅니다.

2. 멀티-기능 버튼의 하단부를 길
게 누릅니다. 보청기 작동이 시
작되면 상태 표시등이 녹색으로  
깜빡입니다. 

3. 상태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고정될 
때까지 멀티-기능 버튼을 7초 동
안 길게 누릅니다. 표시등이 주황
색으로 계속 켜져 있으면 보청기
기 비행기 모드임을 나타냅니다.

비행 보드에서는 보청기를 휴대폰에 직접 연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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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비행기 탑승모드 종료

보청기에서 비행기 탑승 모드를 
종료하고 무선 기능을 활성화 하
는 방법- 보청기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십시오.(9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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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청기 재부팅

보청기가 오류 상태인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이 방법을 실행하여도 보청기에 설정된 피팅값과 프로
그램은 제거되거나 삭제되지 않습니다.

1.
멀티-기능 버튼 하단을 15초 이상 누릅니다. 버튼을   
누리기 전에 보청기의 전원 상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5초가 지나도 상태 표시등이나 소리 알림은 없습니다.

2.
전원이 연결된 충전기에 보청기를 놓고 상태 표시등이     
녹색으로 깜박일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작업은 최대 30초가 소요될 수있습니다. 이제 보청기
를 사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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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마이포낙 앱 개요

아이폰 사용자를 위한 마이포낙 앱 사용
자설명서

 www.phonak.com/myphonakapp. 
사이트로 접속하거나 QR코드를 스캔
하여 사용 설명서를 확인하십시오.

Android OS에서 작동하는 스마트폰 사용
자를 위한 마이포낙 앱 사용자 설명서

iPhone® 은 미국 및 기타 국가에 등록된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IOS® 미국 및 기타 일부 국가에서 Cisco Systems, Inc. 및/또는 해당 계열사의 등록   
상표입니다
Android™ 는 Google LLC의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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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로저™ 개요

로저™의 청취 성능 경험하기

로저™는 배경 소음이 있거나 화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더 나은 청취를 지원합니다. 송신기에서 화자
의 음성을 포착하여 보청기로 직접 무선 전송합니다.**
고객들은 식당, 업무회의 및 교내 활동, 매우 시끄러운 
환경에서의 그룹 대화 등 어떠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로저 다이렉트™를 사용하려면 청각전문가를 통해 포낙 보청기에 로저 리시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오데오 L20-R으느 로저 제품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로저 기술과 송신기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https://www.phonak.com/roger-
solutions 웹페이지를 방문하거나 QR코
드를 스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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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공 장소에서의 청취
(선택사항)

여러분의 보청기는 교회, 콘서트 홀, 기차역 
그리고 정부 공공기관과 같은 다양한 공공 
장소에서 여러분이 듣는 것을 도울 수 있는 
텔레코일 옵션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
다. 이 기호를 보면 루프 시스템이 있으며 
보청기와 호환됩니다. 텔레코일 기능의 활
성화 및 자세한 내용은 청각 전문가에게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텔레코일 기능 사용 방법

청각전문가가 설정한 텔레코일 기능에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청기의 멀티-기능 버튼을 길게 누르면 텔레코일 프로
그램에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마이포낙 앱을 통
해 텔레코일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공식 텔레
코일 기호로 표시된 지정 루프 시스템 영역에 서 있거나 
앉아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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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작동, 운반 및 보관 방법

사용 충전 운반 보관

온도

최대범위  

권장범위  

+5°~+40°C 
(41° ~ 104°F)

5° ~ +40°C 
(41° ~ 104°F) 

-20° ~ +60°C 
(-4° ~ 140°F)

-20° ~ +60°C 
(-4° ~ 140°F)

+5° ~ +40°C 
(41° ~ 104°F)

+7° ~ +32°C 
(45° ~ 90°F)

0° ~ +20°C 
(32° ~ 68°F)

0° ~ +20°C 
(32° ~ 68°F)

습도

최대범위  

권장범위  

0% ~ 85% 

(비응축)

0% ~ 85% 

(비응축)

0% ~ 70% 0% ~ 70%

0% ~ 60% 

(비응축)

0% ~ 60% 

(비응축)

0% ~ 60% 0% ~ 60%

기압   500 hPa ~ 
1060 hPa

500 hPa ~ 
1060 hPa

500 hPa ~ 
1060 hPa

500 hPa ~ 
1060 hPa

이제품은 사용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경우 사용상의 제약과 문제 발생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청기와 충전기를 다음 조건에 맞춰 사용 충전,     
운반 및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Audéo L R 보청기와 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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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청기는 IP68(수심 1미터에서 60분) 등급의 보청기
로 일상생활에서의 비 또는 땀에 노출되는 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제작된 생활방수형 보청기이지만, 물에 완전히 
잠길 수 있는 샤워, 수영 또는 다른 수상 활동에서는 사용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염소 소독물, 비누, 바닷물, 소금
물 또는 기타 화학약품이 첨가된 액체에는 절대 노출되어
서는 안 됩니다. 

본 충전기는 IP21등급으로 물방울이 충전기에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장기간 보관하는 동안에는 보청기를 정기적으로 충전하
십시오. 

본 보청기 또는 충전기의 권장 사용 조건 이외의 보관,   
운반 조건을 적용 받은 경우에는 장치를 시작하기 전    
15분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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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보관 및 관리 방법

예상 사용 수명:
보청기와 호환 충전기의 예상 사용 수명은 5년입니다.   
본 장치는 이 기간 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용 서비스 기간:
보청기와 충전기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면 예상 사용 수명
동안 더욱 뛰어난 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onova AG는 각 보청기, 충전기 및 필수 구성품이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단계적으로 폐지된 후 최소 5년의 수리 
서비스 기간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청기를 관리하시고,           
사용 설명서상의 주의사항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안전 에 관한 추가 정보는 26.2 장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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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관리
보청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헤어스프레이를 사용하거
나화장하기 전에는 귀에서 보청기를 제거하세요.

본 보청기는 다음 조건에서 물, 땀, 먼지에 대한 내성이 
있습니다:

• 물, 땀, 먼지에 노출된 후 보청기를 청소하고 건조시킵
니다.

• 본 사용자 설명서에 명기된 대로 보청기를 사용하고
유지 관리합니다.

충전하기 전에 보청기와 충전기가 건조되어 있고 
깨끗한지 항상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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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관리
보청기: 이어피스에 귀지와 습기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보풀없는 천으로 표면을 닦습니다. 보청기를 청소할 때 가
정용 세제, 비누 등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물 세척도 권장
하지 않습니다. 보청기를 좀 더 세심하게 청소해야 할 경우
에는 청각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전기: 충전기 인서트가 깨끗한지 확인하고 보풀없는 천
으로 표면을 닦으십시오. 보청기를 청소할 때 가정용 세제 
비누 등의 세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간 관리
보청기: 부드러운 천에 물을 묻혀 이어피스를 닦거나 보청
기 청소용 특수 천으로 닦습니다. 자세한 유지보수 지침은 
귀하의 청각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부드러운 천에 물
을 묻혀 보청기의 충전 접촉부를 닦습니다. 
충전기: 보풀없는 천으로 충전기 인서트에서 먼지나 이물
질을 제거하십시오.

청소하기 전에 충전기가 전원에서 연결 해제 되었
는지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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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왁스 가드 교체

보청기에는 귀지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리시버를 보호하
기 위해 왁스 가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청기의 볼륨과 음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왁스 가드를   
수시로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리시버의 경우 왁스 
가드는 4~8주에 한 번씩, 액티브벤트™ 리시버의 경우에
는 1주에 한 번 씩 교체해야 합니다.

21.1 돔이 있는 일반 리시버

21.1.1 리시버에서 이어피스 제거하기

1.
한 손으로 리시버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이어피스를 
잡아서 리시버에서 이어피스를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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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어피스를 조심스럽게  
당겨서 분리합니다.

3.
부드러운 천으로         
리시버를 닦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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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CeruShield™ Disk를 사용하여 왁스 가드 교체
1.
휴지통 아이콘 아래에 빈 구멍이
나타날 때까지 화살표 표시
방향으로 CeruShieldTMDisk를
부드럽게 회전합니다.

2.
사용한 왁스 가드를 제거하려면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리시버를
빈 구멍(휴지통 아이콘 아래)에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리시버를 들어 올리면 사용한
왁스 가드가 디스크에 남아
있습니다.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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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 왁스 가드를 삽입하려면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새 왁스 가드
가 보이는 구멍(휴지통 아이콘
반대쪽)에 리시버를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디스크에서 리시버를 
들어 올리면 이제 새 왁스 가드
가 리시버 내부에 삽입됩니다.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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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 리시버에 이어피스 연결하기

1.
한 손에는 리시버를,
다른 손에는 이어피스를 잡습니다.

2.
이어피스를 밀어 리시버의
바깥 부분에 끼워줍니다.

3.
리시버와 이어피스가 제대로 
맞물렸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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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전 디스크

b) 새 필터

c) 사용한 필터 처리 슬롯

21.2 슬림팁이 있는 액티브벤트™ 리시버

21.2.1 부품 명칭 설명

1. 왁스 필터 디스펜서

2. 교체 도구
a) 사용한 필터를 제거
하기 위한 나사 끝

b) 새 필터를 삽입하기
위한 갈라진 끝

b

b

a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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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사용한 왁스 필터 (HF3 필터)제거

1.
이어피스를 단단히 잡고
손가락으로 리시버 뒤쪽을
고정합니다.

2.
HF-3 교환 공구의 나사 끝
을 보청기 리시버에 삽입합
니다.



50

3.
약간의 저항이 느껴질 때까지 
교체 도구를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교체 도구의 끝부분
에 사용한 왁스 필터를 붙인   
상태에서 교체 도구를 리시버
에서 빼냅니다. 

4.
사용한 왁스 필터를 왁스 필러 
디스펜서 중앙에 있는 디스펜
싱 슬롯에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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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체 도구를 디스펜싱 슬롯의     
양쪽으로 밉니다. 교체 도구를    
위로 빼내고 사용한 왁스 필터는     
디스펜싱 슬롯에 그대로 둡니다. 

21.2.3 새 왁스 필터 삽입

1.
보청기의 리시버에서 사용한      
왁스 필터를 제거한 후 남아있는 
이물질을 털어냅니다.
왁스 필터 디스펜서의 디스크      
창에 새 왁스 필터가 보일 때까지 
디스크를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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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제 교체 도구의 반대쪽 끝
(갈라진 끝)을 사용하여 새 
왁스 필터를 집어 올립니다.

3.
교체 도구의 갈라진 끝을   
아래로 넣은 후 빼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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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청기 리시버에 새 왁스 필터를 
삽입합니다. 손가락으로 리시버
뒤쪽을 고정합니다. 

5.
새 필터가 리시버에 잘 고정되면 
교체 도구를 약간 기울여 들어  
올립니다. 교체 도구를 왁스 필터 
디스펜서에 다시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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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비스 및 제품 보정

국내 제품 보증 서비스
보청기와 충전기를 구입한 곳의 청각 전문가에게  
현지 보증 조건을 문의하십시오.

국제 제품 보증 서비스
Sonova AG 는 구입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제한적 
국제 보증을 제공합니다. 이 제한적 보증은 보청기
와 충전기 각각의 제조와 부품상의 결함에 적용되지
만, 튜브, 이어피스, 외브 리시버 등의 액세서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보증은 구매 영수증을 제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국제 보증은 소비재 판매에 적용되는 해당 국가 법
률에 따라 소비자가 가질 수 있는 법적 관리에 영향
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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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보증 제한
본 제품 보증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물에 빠뜨리거나 
화학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무상 처리
되지 않습니다. 포낙 브랜드 공식 지정업체가 아닌 곳에
서 수리를 하여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제품 보증 서비
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보증에는 청각전문가가 사
무실에서 실시하는 모든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련 번호  
왼쪽 보청기:
오른쪽 보청기:

충전기:

구입일:

포낙보청기 공식 판매처 
(도장/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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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보청기를 위한 적합성 선언
Sonova AG에서 제조하는 본 제품은 의료기기 지침
(Medical Device Regulation  
(EU) 2017/745)와 유럽 무선 장비 지침 (Radio 
Equipment Directive 2014/53/EU)규정을 준수
합니다.  
EU 적합성 선언의 전문은 제조업체 또는  
www.phonak.com/us/en/certificates 에 명기된 
현지 포낙 대리점(전 세계 포낙 지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뉴질랜드:
뉴질랜드와 호주 내의 합법적 판매를 위해 해당
RSM(Radio Spectrum Management) 및   
ACMA(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규제 협정을 준수하는 장치
임을 나타냅니다.
적합성 라벨 R-NZ는 적합성 레벨 A1에 따라  
뉴질랜드 시장에 공급되는 무선 제품에 적용되
는 적합성 라벨입니다.

23. 적합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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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페이지에 명기된 무선 모델은
아래 인증을 받았습니다:

Phonak Audéo L-R (90/70/50/30) 
Phonak Audéo L-R Trial

미국  FCC ID: KWC-MRP 
캐나다  IC: 2262A-M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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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1:
이장치는 FCC규정 제 15조 및 캐나다 산업부의
RSS-210을 준수합니다.작동을 위해 다음 두 가지 조
건이 적용됩니다 :
1) 이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2) 이 장치는 원치 않는 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간섭을 포
함하여 수신한 모든 간섭을 수용해야 합니다.

고지 2:
Sonova AG의 명시적 승인 없이 변경이나 수정을 하였을 
경우, 장비 작동에 대한 FCC 권한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
다.

고지 3:
이장치는 테스트되었으며, FCC 규정 제 15조 및 캐나다
산업부의 ICES-003에 따라 클래스 B 디지털 장치에 대
한 제한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주거
지역 시설에 유해 간섭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
함입니다. 이 장치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하고 방출
할 수 있으며, 지침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에 대하여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설치 시에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
또한 없으며, 해당 장치가 라디오나 TV수신에 유해한 간
섭을 유발하는 경우 장비를 껐다 켜서 방해를 제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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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사용자는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시도하여 간섭
을 해결해야 합니다: 

• 수신 안테나 방향을 바꾸거나 위치를 옮깁니다.
• 장치와 수신기 간의 거리를 더 멀게 합니다.
• 수신기가 연결된 콘센트가 아닌 다른 회로의 콘센트
에 장치를 연결합니다.

• 대리점 또는 숙련된 라디오/TV 기술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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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보청기의 무선 정보

안테나 유형 공진 루프 안테나

작동 주파수 2.4 GHz – 2.48 GHz

변조 GFSK, Pi/4 DPSK, GMSK

방사 전력 < 2.5 mW

Bluetooth®

범위 ~1 m

블루투스 4.2 Dual-Mode

지원되는 프로필 HFP (핸즈프리 프로필), A2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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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테스트 준수 전자기 환경 지침

RF 방출 
CISPR 11

그룹 2

클래스 B

의료기기는내부 기능만을 위해  RF에너
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장치의 RF방
출량은 매우 적으며 전자장비 근처에서 
간섭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고조파 
방출 준수

전압 변동/ 

플리커 방출  
준수

방사 및 내성 표준 준수

전자파 규격            EN 60601-1-2
IEC 60601-1-2
EN 55011
CISPR11
CISPR32
CISPR25
EN 5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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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 규격                  EN 60601-1-2
IEC 60601-1-2
EN 61000-4-2
IEC 61000-4-2
EN IEC 61000-4-3 
IEC 61000-4-3
EN 61000-4-4
IEC 61000-4-4
EN 61000-4-5
IEC 61000-4-5
EN 61000-4-6
IEC 61000-4-6
EN 61000-4-8
IEC 61000-4-8
EN 61000-4-11
IEC 61000-4-11
IEC 60601-1
ISO 7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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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호에 대한 정보 및 설명

 CE 기호는 액세서리를 포함한 이 제품이 
Medical Devices Regulation(EU) 
2017/745와 Radio Equipment 
Directive(무선 장비 지침)2014/53/EU
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Sonova AG 의 
확인입니다. CE 기호 뒤의 숫자는 위에 언급
된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참조되는 인증 기관
의 코드를 나타냅니다. 

이기호는 사용자 설명서에 기술된 제품이
EN 60601-1의 B유형 적용 파트에 대한
요구사항을 준수함을 나타냅니다. 보청기의
표면에 유형 B 적용 파트로 지정되어 있습니
다.

EU의료기기 규정(Medical Device 
Regulation (EU) 2017/745)에 정의된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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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가 제조된 날짜를 나타냅니다.

유럽 공동체 내의 공식 대리점을 나타냅니
다. EC REP는 유럽 연합으로 수입하는 업
체이기도 합니다.

이기호는 사용자가 본 사용설명서의 관련
정보를 읽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나타
냅니다.

이기호는 사용자가 본 사용자 설명서에
있는 관련 경고 안내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이기호는 사용자가 본 사용자 설명서에 있
는 배터리 관련 광고 안내문에 주의를 기울
이는 것이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65

Indicates the date when the medical device
was manufactured

Indicates the Authorized representative in
the European Community. The EC REP is also
the importer to the European Union.

This symbol indicates that it is important for
the user to read and take into account the
relevant information in these user guides.

This symbol indicates that it is important
for the user to pay attention to the relevant
warning notices in these user guides.

This symbol indicates that it is important  for
the user to pay attention to the relevant
warning notices related to batteries in these
user guides

취급 및 제품 안전에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기호는 장치의 전자파 간섭이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에서 승인한 한도 미만임을  나타
냅니다.

뉴질랜드와 호주 내의 합법적 판매를 위해  
해당 RSM(Radio Spectrum 
Management) 및  ACMA(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규제 협정을 준수하는 장치임
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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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워드 마크와 로고는  
Bluetooth SIG, Inc.소유의 등록 상표로, 
Sonova AG는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이러
한 마크를 사용합니다. 기타 상표 및 상표명
은 해당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규정 준수 식별 마크를 장치가 상태 감시 시
스템에 따라 브라질 장치 적합성 평가 요구
사항을 준수함 나타냅니다. OCP는 인증 기
관을 나타냅니다. 

인증된 무선 장비에 대한 일본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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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호는 특정 의료 기기 식별을 위한
제조업체의 시리얼 넘버를 나타냅니다.

의료기기가 식별될 수 있도록 제조업체
의 카달로그 번호를 나타냅니다.

이장치가 의료 기기임을 나타냅니다.

본 기호는 사용 설명서의 관련 정보를 읽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국제 방수방진 등급 IP68 등급은 보청기
에 방수방진 기능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IEC60529 표준에 따라 먼지에서 8시간 
그리고 1미터의 깨끗한 물에서 60분 동안 
기능이 지속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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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방수방진 등급. IP21등급은 기기가 
12.5mm 이상의 단단한 이물질로 보호되
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떨
어지는 물방울로부터 보호됩니다.

운반 및 보관 중 온도: –20° ~ +60° C (–4° ~ 
+140° F).

운송 및 보관 습도: 0% ~ 70%(사용하지 않
을 경우). 보청기 사용 후 건조에 관해서는 
25.2장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작동, 운반 및 보관 중 기압: 500 hPa ~ 
1060 hPa

운반 중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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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에 줄이 그어진 이 기호는 보청기와 
충전기를 일반 가정용 쓰레기로 폐기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오래되거나 사용하지 않
는 보청기와 충전기는 전자 폐기물 처리장에 
폐기하거나 청각 전문가에게 전달하여 폐기
하도록 하십시오.      
올바른 폐기 방법은 환경과 건강을 
보호합니다.

유럽 전원 공급장치에만 적용되는 기호

이중 절연이 되는 전원 공급장치

실내 전용으로 설계된 장치

안전 절연 변압기. 단락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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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문제 해결 방법

문제 원인 What to do
보청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리시버/이어피스 막힘 상태 Clean speaker opening/earpiece
보청기 전원이 꺼져 있음 Press lower part of multi-function button for 3 seconds (chapter 9)
배터리 방전 상태 Charge hearing aid (chapter 4)

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보청기를 귀에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 Insert hearing aid correctly (chapter 6)
외이도가 귀지로 막힌 상태 Contact your ENT/GP or hearing care professional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볼륨이 너무 높음 Decrease volume if volume control available (chapter 8)
소리가 왜곡되거나 
충분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볼륨이 너무 낮음 Increase volume if volume control available (chapter 8)
배터리 잔량 부족 Charge hearing aid (chapter 4)

리시버/이어피스 막힘 상태 Clean speaker opening/earpiece
청력의 변화 Contact your hearing care professional

알림은 2회가 들립니다 배터리 저전압 상태 Charge hearing aid (chapter 4)

보청기가 켜지지  
않습니다

배터리 방전 상태 Charge hearing aid (chapter 4)
실수로 버튼을 15초 이상 길게 눌러 버튼 
비활성화됨

Perform step 2 of the rebooting process (chapter 15)

충전기에 보청기를 삽입
하면 생태 표시등이 꺼집
니다.

보청기가 충전기에 올바르게 삽입
되지 않음

Insert hearing aid correctly into charger (chapter 4)

보청기 배터리 방전 상태 Wait three hours after placing hearing aid in charger, regardless of 
LED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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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Causes 해결 방법
Hearing aid not 
functioning

Speaker/earpiece blocked 리시버/이어피스를 청소합니다.
Hearing aid switched off 멀티-기능 버튼 하단부를 3초 동안 누릅니다 (9장 참조)
Battery fully discharged 보청기를 충전합니다 (4장 참조)

Hearing aid whistles Hearing aid not inserted correctly into ear 보청기를 올바르게 삽입합니다 (6장 참조)
Cerumen in ear canal 이비인후과 의사 및 청각전문가에게 문의합니다

Hearing aid too loud Volume too loud 멀티-기능 버튼을 통해 볼륨을 줄여줍니다 (8장 참조)
Hearing aid not loud 
enough or distorted

Volume too low 멀티-기능 버튼을 통해 볼륨을 높여줍니다 (8장 참조)
Low battery 보청기를 충전합니다(4장 참조)

Speaker/earpiece blocked 리시버/이어피스를 청소합니다
Hearing has changed 청각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earing aid plays two 
beeps

Indication for low battery 보청기를 충전합니다 (4장 참조)

Hearing aid will not 
switch on

Battery fully discharged 보청기를 충전합니다 (4장 참조)
Button was inadvertently deactivated by  
pressing the button longer than 15 seconds

재부팅 프로세스 중 2단계를 수행합니다 (15장 참조)

Indicator light on hearing 
aid does not light up when 
hearing aid placed in 
charging slots

Hearing aid not inserted correctly 
into charger

보청기를 충전기에 올바르게 삽입합니다 (4장 참조)

Hearing aid battery fully discharged LED 동작 상태에 관계없이, 보청기를 충전기에 삽입 후 3시간  
동안 충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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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원인 What to do
보청기가 충전기에 있는 
동안 보청기 상태표시등
이 빨간색으로 계속 켜져 
있습니다.

보청기가 작동 온도 범위를 벗어남 Warm hearing aid up or cool it down. Operating temperature range is 
+5° to +40° Celsius (+41° to +104° Fahrenheit)

배터리 결함 Contact your hearing care professional

보청기를 충전기에서 꺼
내면 상태표시등이 꺼집
니다

“자동 켜짐” 기능이 비활성화 됨 Switch on the hearing aid (chapter 9)

액티브벤트™ 리시버가 
있는 보청기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벤트가 잘못된 위치에 있음 (예. 닫힘) Reboot by switching hearing aid off and on again
귀지 Clean the speaker opening and / or change the wax filter (chapter 21.2)

Contact your hearing care professional기타

액티브벤트™ 리시버가 
이어피스에서 헐겁게 느
껴지거나 이어피스에서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리시버가 이어피스에서 분리됨 (예. 왁스
가드 교체 중에 분리 )

Push the speaker back into the earpiece.. If the speaker is still loose 
contact your hearing care professional.

보청기가 충전기에서 분리
된 후에도 상태표시등이 
녹색으로 켜져 있습니다

보청기가 충전기에 있을때 보청기 상태표
시등이 빨간색으로 표시됨

Reboot the hearing aid (chapter 15)

배터리가 하루종일 지속
되지 않습니다

배터리 수명 단축 Contact your hearing care professional. A battery replacement may 
be required

전화 통화 기능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보청기가 비행기 탑승 모드로 되어 있음 Switch hearing aid off and then on again (chapter 14.2)

휴대전화와 페어링 되어있지 않음 Pair hearing aid to the phone (chapter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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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Causes 해결 방법
Indicator light on hearing 
aid is solid red while 
hearing aid is in the 
charger

Hearing aid is out of its operating 
temperature range

보청기를 따뜻하게 또는 시원하게 하십시오. 

작동 온도 범위는 +5° ~ +40° C (+41° ~ +104° F)

Faulty battery 청각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Indicator light on hearing 
aid switches off when 
hearing aid is removed 
from charger

“Auto On” feature is disabled 보청기 전원을 켭니다 (9장 참조)

Hearing aid with 
ActiveVent™ receiver is not 
working properly

Vent in wrong position (e.g. closed) 보청기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켬
Wax 리시버 구멍 청고 및/또는 왁스 필터 교체 (21.2장 참조)

청각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Other

ActiveVent™ receiver feels 
loose in earpiece or has 
separated completely from 
earpiece

Speaker dislodged from earpiece (i.e during 
exchange of earwax protection)

리시버를 이어피스에 다시 밀어 넣습니다. 리시버가 여전히 헐거우면 
청각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Indicator light on hearing 
aid remains solid green 
after removal from charger

Indicator light on hearing aid was red when 
hearing aid was placed into the charger

보청기를 재부팅 하십시오 (15장 참조)

Battery does not last the 
whole day

Shortened battery life 청각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터리를 교체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Phone call function does 
not work

Hearing aid is in flight mode 보청기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켭니다 (14.2장 참조)

Hearing aid not paired to the phone 휴대전화와 페어링합니다 (1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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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지속될 경우에는 청각전문가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충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전기가 전원   
콘센트에 연결되면 충전기 
USB포트 주변의 표시등
은 녹색으로 켜집니다)

보청기가 충전기에 올바르게 삽입되지 
않음

Insert hearing aid correctly into charger (chapter 4.1)

문제 원인 What to do

자세한 정보는 https://www.phonak.com/com/en/
support.html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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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ing does not start 
(but indicator light around 
the charger USB port lights 
up green when the charger 
is connected to the power 
outlet.)

Hearing aid not inserted correctly into 
charger

보청기를 충전기에 올바르게 삽입합니다(4.1장 참조)

Problem Causes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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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경고 및 주의 사항

보청기를 사용하기 전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관련 안전 정
보 및 사용 제한 정보를 읽으십시오.

용도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하여 귀로 전달함으로써 난청인을 돕
기 위한 것입니다.

포낙 Tinnitus Balance 소프트웨어 기능은 이명환자가 증
폭을 원하는 경우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추가적
인 소음 자극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이명에 집중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충전기는 충전식 보청기의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것입니
다.

대상 고객:
보청기: 이 장치는 편측성 및 양측성의 경도부터 심도 난청 
고객(12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Tinnitus 소프트웨
어 기능은 18세 이상의 만성 이명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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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대상 고객은 호환되는 보청기 사용자입니다.

사용 대상자:
보청기: 보청기를 사용하는 난청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
로 합니다. 보청기 피틍은 청각전문가가 담당합니다.
충전기: 호환되는 충전식 보청기를사용하는 난청인과 그 
보호자 및 청각전문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적응증:
보청기, 충전기 및 Tinnitus 소프트웨어 기능의 사용에 대
한 일반적인 임상 적응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청이 있음.

• 편측 또는 양측
• 전음성, 감각 신경성 또는 혼합성
• 경도~심도

만성 이명이 있음 (Tinnitus 소프트웨어 기능을 제공하
는 장치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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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 사항:
보청기 및 Tinnitus 소프트웨어 기능의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임상 금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난청이 보청기의 피팅 범위 내에 있지 않음 (예. 이
득, 주파수 반응)

• 급성 이명 (발생 후 3개월 미만)
• 귀의 기형 (예. 외이도 폐쇄, 무이증)
• 신경성 난청 (청신경 소실/재생 불능과 같은 후미로

성 병변) 

충전기: 금기 사항은 충전기가 아니라, 호환되는 보청기의 
금기 사항입니다

전문의 또는 기타 전문의의 의견 및 /또는 치료를 위해 의뢰
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눈에 보이는 귀의 선천적 또는 외상성 기형;
• 최근 90일 동안 귀에서 액체가 나옴;
• 최근 90일 이내에 한쪽 또는 양쪽 귀에서 갑자기 또는

빠르게 진행성 난청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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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 또는 만성 어지럼증;
• 500 Hz, 1000 Hz and 2000 Hz에서 15 dB 이상의

기도골도차;
• 외이도에 상당한 양의 귀지가 축적되어 있거나 이물질

이보임;
• 귀의 통증 또는 불편함;
• 다음과 같은 고막 및 외이도의 비정상적인 모습:

• 외이도의 염증
• 고막 천공
• 청각전문가가 의학적 우려가 있다고 여기는 기타

이상

최대 음압 레벨이 132데시벨(dB) 을 초과하는 보청기를 
사용하면 보청기 사용자의 남은 청력이 손상될 수 있으므
로 이러한 보청기를 선택하고 장착할 때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이 주의 사항은 최대 음압 레벨이 132 
dB을 초과하는 보청기에만 해당함). 



청각전문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의뢰가 적절하지 않거
나 고객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
다 :

• 의료 전문의가 상태를 충분히 조사하고 가능한 치료가
제공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이전 조사 및/또는 치료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나 크게
변하지 않은 경우.

• 충분한 정보를 들은 고객이 의학적 소견을 구하라는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다음 고려 사
항에 따른 적절한 보청기 시스템을 권장해도 됩니다:

• 권장 사항은 고객의 건강이나 전반적인 웰빙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기록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대해 필요한 모든   
사항이 고려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법적으로 요구될 경우, 고객은 의뢰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정보에 입각한 결정임을 확인하는 면책 조항에 
서명합니다.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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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이점:
보청기: 어음이해도 개선
이명 기능: 이명 기능은 추가적인 소음 자극을 제공하여 사
용자가 이명에 집중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충전기: 충전기 자체는 직접적인 임상적 이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위 장치(충전식 보청기)가 의도된 목적을 달
성하게 하여 간접적인 임상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부작용:
이명, 현기증, 귀지 축적, 과도한 압력, 발한 또는 습기, 물
집, 가려움증 및/또는 발진, 박히거나 꽉 찬 느낌 및 그로 인
한 결과(예:두통 및/또는 귀 통증)등 보청기의 생리학적 부
작용은 귀하의 청각전문가가 해결하거나 줄여줄 수 있습니
다. 기존의 보청기는 고객을 더 시끄러운 소리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청각적 트라우마의 영향을 받
은 주파수 범위의 역치 이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충전기: 부작용은 충전기가 아니라 호환되는 보청기의 부
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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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는 가정에서 청력을 관리하는 환경에서 적합하며   
휴대성 덕분에 의사 잔료실, 치과 진료실 등의 전문 건강   
관리 시설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청기는 정상 청력으로 회복시켜주지 않으며, 인체 기관
의 조건에 의한 청력 장애를 예방하거나 개선해주시 않습니
다. 보청기를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보청기의 이
점을 충분히 누릴 수 없습니다. 보청기의 사용은  청력 재활
의 일부일 뿐이며, 청능 훈련과 독순법으로 보완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피드백, 좋지않은 음질,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소리, 부적
절한 피팅 또는 씹거나 삼킬 때의 문제는 청각 전문가가    
피팅 절차에서 미세조정하면서 해결하거나 개선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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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각한 사고는 모두 제조업체 
담당자 및 거주 국가의 관할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심각
한 사고는 다음 상황으로 직간접적으로 이어졌거나, 이어
질 수 있었거나, 이어지는 사고를 말합니다: 

a)  고객, 사용자 또는 다른 사람의 사망
b)  고객, 사용자 또는 다른 사람의 건강 상태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심각하게 저하됨

c)  공중 보건에 대한 심각한 위협

예상치 못한 작동이나 증상을 보고하려면 제조업체 또는 
담당 청각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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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식 보청기와 충전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있
고, 수하물로 비행기에 실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는 위탁 수
하물에 넣을 수 없고 기내 수하물에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보청기는 2.4 GHz -2.48 GHz 주파수 범위에서 
작동합니다. 항공기 탑승 시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비행기  
탑승 모드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사용 대상자만(각 난청인에 맞게 특별히 프로그래
밍된)보청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청력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Sonova AG 에서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보청기와 충
전기에 대한 변경이나 수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
경은 사용자의 귀 또는 보청기 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26.1 경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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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 위험이 있는 구역(폭발 위험이 있는 광산 또는 산업 지
역, 산소가 많은 환경 또는 인화성 마취제를 처리하는 곳)또는 
전자 장비가 금지된 장소에서는 보청기와 충전 액세서리를 사
용하지 마십시오. 이 장치는 ATEX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충전기 케이스의 충전 슬롯에 보청기 이외의 물체를 넣지 마
십시오. 이러한 물체는 유도 충전 에너지를 흡수하여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맞춤형 보청기와 이어피스의 티타늄 쉘에 사용되는 접착제
는에 소량의 아크릴레이트가 함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
에 민감한 사람은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
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장치 사용을 중단하고 
청각전문가의 확인을 받거나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매우 드물지만 귀에서 청각 튜브를 분리할 때 돔이 외이도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물지만 돔이 외이도에 걸려 있
는 경우 안전한 제거를 위해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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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 프로그램을 방향성마이크 모드로 두면 배경소음이 줄
어듭니다. 경고 신호나 뒤에서 오는 소음(예: 자동차 소리)이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억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36개월 미만의 어린이는 이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 및 인지 장애가 있는 개인이 이 장치를 사용할 때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항상 관리해야 합니다! 보청
기는 크기가 작은 장치이며,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및 인지 장애가 있는 개인이 보호자의 관리없이 이 보
청기를 사용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보청기나 부품을 삼킨 경
우에는 질식의 위험이 있음으로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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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능동형 이식 의료기기(예. 심박조율기, 제세동
기 등)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  무선 보청기와 충전 창지를 능동형 이식 장치에서 최소
15cm 이상 떨어진 곳에 두십시오. 간섭이 생기면 무선 보청
기를 사용하지 말고 능동형 이식 장치 제조업체에 문의하십시
오. 간섭은 전선, 정전기 방전, 공항 금속 탐지기 등에 의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  자석을 능동형 이식 장치에서 최소 15cm이상 떨어진 곳에
두십시오.

이장비를 다른 장비 가까이에서 사용하거나 다른 장비와
겹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올바르
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 이 장비와 다른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야 합니다. 

 본 제조업체의 승인을 받은 액세서리만 사용하시기 바랍
니다. 그 외의 장비 사용시 전자파 방출이 증가하거나 전자
파내성이 감소하여 장비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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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용 RF 통신 장비(안테나 케이블 및 외부 안테나 등의  
주변 장치 포함)는 제조업체가 지정한 케이블을 포함하여   
보청기 및 충전기의 모든 부분으로부터 30cm 이내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렇지않으면 이 장비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고막 천공, 외이도 염증, 중이강 노출 등이 있는 고객이 사
용할 때는 보청기에 돔/왁스가드 시스템을 장착하지 마십시
오. 이 경우에는 맞춤형 이어피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문 경우지만, 이 제품의 일부가 외이도에 남아 있으면 의사
의 진찰을 받아 안전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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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이어피스가 있는 보청기를 착용할 때는 귀에 물리적
으로 강한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맞춤형 이어피스의 안정성
은 정상적인 사용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귀에 물리적으로 
강한 충격을 주면(예: 스포츠 중)맞춤형 이어피스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외이도나 고막의 천공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맞춤형 이어피스에 기계적 압력이나 충격이 가해졌다면, 귀
에 넣기 전에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난청이 있는 대다수의 보청기 사용자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보청기를 정기적으로 사용할 때 청력이 저하되지 않습니다. 
난청이 있는 소수의 보청기 착용자만 장기간 사용 시 청력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보청기에서 리시버 케이블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제거나 교체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청각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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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에서 프로그램밍할 수 있는 자기 CSF 차단 밸브를 이
식한 고객은 강한 자기장에 노출될 때 밸브 설정이 의도치 않
게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
보청기의 마이크, 리릭 SoundLync, 리릭 프로그래밍 완드 
및 미니컨트롤에는 정적 마그넷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그넷과 이식된 차단 밸브 사이에 약 5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경고: 이 보청기는 리튬 버튼/코인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배터리는 위험하며, 사용한 배터리, 새 배터리 모두 삼
키거나 몸 안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2시간 이내에 심각하거
나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어린이, 인지 장애가 있
는 개인 또는 반려동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배터
리를 삼켰거나 배터리가 몸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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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와 충전기 케이스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내장되
어 있으며, 이 배터리는 "테스트 및 기준에 대한 UN 매뉴
얼"의 UN38.3에 따라 테스트된 와트 시 등급 20Wh 미만
의 배터리입니다. 또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안전한 배송에 
관한 모든 규칙과 규정에 따라 배송되어야 합니다 .

충전기의 경우 출력 등급이 5 VDC. 최소 500 mA 인 
IEC 60950-1 *, IEC 62368-1 또는 IEC 60601-1 인증 
장비만을 사용하십시오. 

충전하기 전에 보청기를 건조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
면 충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이 표준은 귀하의 국가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EC 62368-1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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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와 충전 부속품을 열과 햇빛으로부터 보호하십시오.

(창문 근처나 차 안에 두지 마십시오) 절대 전자레인지 또는 
기타 가열 장치를 사용하여 보청기나 충전 액세서리를 건조
시키지 마십시오.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적절한 
건조 방법에 대해서는 청각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보청기 및 충전 액세서리를 인덕션 조리 표면과 가까운 곳에 
두지 마십시오. 충전 액세서리 내부의 전도성 구조가 유도 
에너지를 흡수하여 열 파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돔은 3개월 마다 또는 뻣뻣해지거나 약해질 때마다 교체해
야 합니다. 이는 돔을 귀에 넣거나 뺄 때 튜브에서 분리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26.2 제품 안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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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나 충전 액세서리를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딱딱한 표면에 떨어뜨리면 보처익나 충전 액세서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충전기 및 전원 공급 장치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충격을 받아 충전기 또는 전원 공급장치가 손상된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마십시오.

보청기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건조 캡슐이 있는 상자
에 보관하거나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이렇게 하
면 보청기에서 습기가 증발하여 성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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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설명된 방사능을 포함하여 특수 의료 또는 치과 검사
는 보청기의 올바른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
다. 다음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품을 분리하여 검사실/검
사영역 밖에 놓으십시오.

• X-레이 (CT 스캔 포함)을 통한 건강 검진 또는 치과 검진.
• 자기장을 생성하는 MRI/NMRI 스캔을 사용하는 건강 검진
보안 게이트(공항 등)를 통과할 때 보청기를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X선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선량이 매우 낮으면 보
청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청기 충전에는 이 사용 설명서에 설명된 승인 받은 충전기
만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장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보청기를 사용한 후에는 항상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보청기는 안전하고 건조하면 깨끗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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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장비가 금지된 장소에서는 보청기나 충전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은 방수형 보청기가 아닙니다. 본 제품은 일상생활이
나사고로 물에 노출되는 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제작된 생
활 방수형 보청기입니다.보청기를 절대로 물에 담그지 마십
시오. 본 제품은 수영 또는 목욕과 같이 지속적으로 물에서 사
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이 아닙니다. 보청기는 전자 부품
을 내장하고 있으므로 물에 노출되는 활동 시에는 절대로 착
용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보청기 마이크를 물에 씻지 마십시
오. 이러한 행동은 보청기의 음향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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