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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설명서



본 사용자 설명서는 다음 모델에 적용됩니다. :

무선통신보청기

Phonak Audéo B50-R 2016
Phonak Audéo B70-R 2016
Phonak Audéo B90-R 2016

보청기 충전 액세서리

Phonak Charger Case RIC 2016
Phonak Power Pack  2016
Phonak Mini Charger RIC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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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제품 정보

보청기 모델 이어피스
□  Audéo B50-R  □  돔
□  Audéo B70-R   □  슬림팁
□  Audéo B90-R □  c쉘

충전 액세서리
□  충전케이스(RIC) / 전원공급장치 포함
□  파워팩
□  미니충전기(RIC) / 전원공급장치 포함

  보청기 구매 후, 구매하신 보청기와 충전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실 경우, 구매하신 판매점 또는  
이비인후과 의사 또는 청각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오데오TM B-R 보청기는 충전용 리튬-이온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내장되어진 리튬-이온 배터리는 
탈착이 불가능 합니다.

  안전한 충전식 보청기의 사용을 위해, 본 사용자 설명
서에 기입되어 있는 주의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
니다. (18장)

  안전한 보청기 사용을 위해서는 0℃~40℃ 이내의  
온도에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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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PH-UG-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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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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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데오 B-R(Audéo B-R) 보청기와 충전기는 스위스 
취리히에 위치해 있는 전 세계 청각 솔루션의 리딩업체인 
소노바그룹 의 포낙(Phonak)브랜드의 제품입니다.

스위스 소노바그룹의 포낙보청기 브랜드는 70년 이상의 
청각전문 역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최고의 
청각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 개발 활동들을 통해 탄생된 
제품이고, 기능 뿐만 아닌 사용자 중심의 혁신적인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어, 보청기 사용자 분들께서 
청취 뿐만 아닌 더욱 편안한 착용감을 경험하실 수 
있는 보청기입니다. 포낙보청기를 선택해 주신 모든 
고객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며, 포낙보청기는 전 
세계의 모든 난청인들이 소리의 기쁨을 경험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사실에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포낙보청기의 충전식보청기 오데오 B-R(Audéo B-R)을 
구매해주신 모든 고객분들께서는 보청기 사용 전, 반듯이 
본 사용자 설명서를 상세하게 정독하신 후, 올바른 보청기 
사용을 경험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매하신 청각 전문 센터 또는 이비인후과의 
의사 또는 청각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해 드립니다.

Phonak — life is on
www.phonak.co.kr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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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퀵 가이드

보청기 충전 안내

보청기를 충전기에 
삽입하세요.
충전이 완료될 때까지 
보청기 상태표시등은 
초록색으로 천천히 
깜빡거립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상태표시등은 
초록색으로 고정되며, 
충전은 자동으로 
멈추게 됩니다.

보청기 방향확인

파란색의 마크가 
왼쪽 보청기입니다.

빨간색의 마크가 
오른쪽 보청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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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상태등과 푸시버튼

보청기의 푸시버튼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시버튼을 짧게 누르실 경우 보청기의 
기능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푸시버튼을 길게 3초동안 누르시면,  
보청기의 전원을 켜기 (On), 끄기 (Off)로 선택할실 수 
있습니다.

전원관리(On/Off)

손가락을 이용하여 3초동안 누르시면, 
보청기 상태표시등에 전원 켜기가 
실행됩니다

전원켜기(On): 상태표시등이 한번 점등됨
전원끄기(Off): 상태표시등이 두번 점등됨

  충전식 보청기 오데오 B-R의 100% 충전을 위해서는  
3시간동안 충전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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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청기와 충전기의 부분명칭

하단에서 보청기와 충전기의 부분명칭을 정확히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청기 사용전, 본 사용자설명서를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4장의 보청기 충전하기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과 우측의 그림들을 통해서, 보청기와 충전기 모양과 

명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가능한 이어피스  
(리시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데오 B-R

돔

상태표시등 버튼

튜브

지지대(옵션)

스피커 
(이어피스제거상태)

보청기 충전 단자

슬림팁 C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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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ing contacts contacts

 

충전케이스 (RIC타입)

보청기 청소도구

습기제거건조기
(내장형)

이어피스 받침

보청기 충전 연결부 / 왼쪽, 오른쪽 보청기용 

건조캡술공간
(개방상태)

좌측우측

건조캡슐(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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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케이스(RIC형태)와 파워팩 / 선택사항

Charger Case RIC 
(충전케이스)

전원표시등

충전입력부(Micro USB)

Power Pack (파워팩)

배터리 충전 확인 버튼

충전입력부(Micro-USB)

배터리 잔량 상태등

잠금/해제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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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USB connection  
to external power supply

Power Pack

Indicator light for battery status  
and external power

Battery check button

Power Pack lock and release

 

미니충전기 (RIC형태)

충전연결부 (왼쪽, 오른쪽 구분)

충전입력부(Micro-USB)

전원입력표시등



14

UK AUS US EU

a

b

c
d

3. 충전 준비
3.1 전원 공급 세팅

해외 여행시 해당 국가에 맞는 아답터는 위의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전원 공급 장치를 아답터에 끝에 
알맞게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아답터의 장착이 끝난 경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c)  전원공급장치의 제거를 위해서는 
버튼을 하단으로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d)  아답터를 위쪽방향으로 당기어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a

b

d
c

UK AUS US EU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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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AUS US EU

a

b

c
d

 

a

b

d
c

3.2 전원 공급장치 연결

a)  케이블 끝의 플러그 중 큰 형태를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b)  케이블 선 끝의 작은 플러그를 충전기의 Micro-USB 
포트에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c)  전원 콘센트를 연결하여 전력을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d)  충전기가 전원공급장치에 연결이 완료되면, 상태표시등이 

녹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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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청기 충전하기

4.1 충전케이스 또는 미니충전기 사용 (RIC형태)

다음 3가지의 안내사항을 참조하여, 올바르게 보청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림과 같이 보청기의 왼쪽(파란색), 오른쪽(빨간색) 방향을 
확인한 후 충전 삽입부에 올바르게 삽입합니다.
또한 올바른 보청기 충전을 위해서, 보청기 충전 전 보청기의 
왼쪽, 오른쪽 방향을 확인바랍니다.  
(파란색: 왼쪽 보청기 / 빨간색: 오른쪽 보청기)
충전 삽입부에 보청기를 삽입하시면 보청기의 전원은 
자동으로 꺼집니다.

  오데오 B-R 보청기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임의로 제거하실 수 없습니다.

  오데오 B-R 보청기를 처음 사용하실 경우, 3시간 동
안 충전 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청기를 충전 전 반드시 습기를 제거해 주셔야 합니
다 (11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보청기 충전과 사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용  
온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온 0℃~40℃  
이내에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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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전이 완료될 때까지 보청기 상태표시등은 천천히 
깜빡거립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상태표시등은 초록색으로 
고정되며, 충전은 자동적으로 정지됩니다.  
(상태표시등 색상: 초록색)
보청기의 충전이 완료되면, 보청기 충전이 자동으로 멈추게 
됩니다. 따라서, 보청기 충전이 완료되어도 보청기를 
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가 완전히 
충전되려면 3시간이 소요되며, 충전기의 덮개를 닫아주셔도 
됩니다.

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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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

 
 

보청기 충전기에 삽입된 이후 보청기를 제거할 경우, 

3

 
 

  오데오 B-R 충전시간 
100% 충전: 3시간 
80% 충전: 90분 
50% 충전: 60분 
30% 충전: 30분

  튜브 손상의 우려가 있으니 보청기를 충전기에서  
꺼낼 때 튜브를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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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4.2 파워팩 사용 방법(선택사항)

오데오 B-R 충전케이스는 파워팩과 호환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원케이블이 없을 경우 보조 충전기의 역할을 합니다.

Power Pack(파워팩)을 Charger 
Case RIC(충전케이스)에 
부착하고 잠금/ 해제 버튼을 
이용하여 잠그시기 바랍니다.

Micro USB를 끼어 외부 전원을 공급하면, Power 
Pack(파워팩)과 보청기는 동시에 충전이 됩니다. Power 
Pack(파워팩)과 보청기는 일반 충전시간과 동일하게 
충전됩니다. 또한 배터리 잔량 표시등을 통해, 현재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워팩을 처음 사용했을 경우, 보청기의 충분한 충전
을 위해 3시간동안 충전을 권장합니다.

  오데오 BR 보청기는 리튬-이온 충전용 배터리가 내장
되어 있어, 배터리의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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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충전이 완료된 Power Pack(파워팩)을 통해, 보청기 양쪽을 
7번 충전할 수 있습니다. Power Pack(파워팩)의 배터리 
충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잔여 배터리 용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워팩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온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0℃~40℃)

마이크로 USB와 외부 전력 공급장치의 연결

파워팩 분리 잠금장치

배터리 상태표시등

배터리 상태 체크 버튼

0%-29%
30%-59%

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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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청기 방향 표시 안내

보청기의 스피커부분에는 파란색과 빨간색의 마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색상들은 보청기의 방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의 표시는 왼쪽 
보청기를 의미합니다.

빨간색 표시는 오른쪽 
보청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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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푸시버튼 안내

푸시버튼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기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푸시버튼을 짧게 누를  
경우

보청기의 푸시버튼을 
사용하시면, 보청기의 
다양한 기능을 선택하실 
수 있거나, 기능의 
비활성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푸시버튼의 
사용은 보청기의 
프로그램 설정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구매하신 
판매점의 청력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시버튼을 3초간 누를 경우

보청기의 푸시버튼을 3초간 누르셨을 경우 보청기의 전원 
관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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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청기 전원 안내 (On / Off)

보청기의 전원버튼(On/Off)이 위치하고 있으며, 손가락을 
이용해 3초동안 누를 경우, 상태표시등을 보면 보청기의 
전원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원을 켤 경우(On) - 버튼을 
누른 후 상태표시등이 한번 
깜박이면 전원이 켜집니다.

전원을 끌 경우(Off) - 버튼을 
3초간 누른 후 상태표시등이 
두번 짧게 깜박일 경우 전원이 
꺼집니다.

  보청기 상태 변경시, 보청기의 상태 변경 멜로디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2

3



25

1

2

3

8. 보청기 착용 방법

보청기를 귀 위에 위치시킵니다.

이어피스의 끝부분을 귀로 향
한 다음 귀 안으로 부드럽게 밀어 
넣습니다.(C쉘, 돔, 슬림팁)

돔/슬림팁 착용자 중 지지대가 
있을 경우, 귀 안으로 넣어서 
외이도 입구바닥에 위치하여 
줍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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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보청기 제거 방법

(1) C쉘(Cshell)
① 보청기를 귀 위로 들어줍니다.
②  이어피스를 잡고 천천히 

귀에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2) 돔/슬림팁(Dome/Slimtip)
①  리시버를 당긴 후 보청기를 귀 

뒤에서 빼냅니다.

   보청기를 귀에서 제거한 후에도, 보청기의 일부 부품
이 귓속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우 드물게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시에는 의사 또는 
청력전문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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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청기 작동 환경

보청기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시면 보청기를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청기를 관리하시고, 
사용자설명서 상의 주의 사항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청기와 파워팩의 사용과 보관은 0℃~40℃ 의 사용을 
권장하고 기압은 800hPA에서 1500hPA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데오 B-R은 IP68등급을 보유하고 있어, 보청기 사용시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수방진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 또는 습기로 인해 보청기가 손상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데오 B-R 보청기의 
IP68 등급은 일상적인 습기와 먼지 보호기능을 제공하지만, 
과도한 습기 또는 화학 물질에 노출될 경우 보청기 손상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오데오 B-R 보청기의 충전기, 미니충전기, 그리고 파워팩은 
다음과 같은 습도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0%~85% 
(비응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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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청기 보관 및 관리 방법

보청기와 충전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최상의 성능과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올바른 보청기 사용을 위해서 사용자설명서의 
사용방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18장 2번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관리
헤어 스프레이 및 화장품은 보청기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시기 전에 보청기를 귀에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보청기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보청기 습기를 제거해준 
후, 깨끗하게 건조하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보청기를 습기, 땀, 먼지 등으로부터 보호하시려면 :
●  항상 배터리 도어를 완전히 닫아줍니다. 배터리 도어를 

닫을 때에는 머리카락 등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습기, 땀, 먼지 등에 노출된 후에는 보청기를 닦고 

건조시켜 줍니다.
●  본 사용자설명서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보청기를 

관리합니다.

   충전하기 전에 보청기와 충전기는 항상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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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의 일일 관리

보청기: 귀지와 습기 점검 관리를 위해, 제공된 천 또는 
보청기 충전 케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브러시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보청기 청소 관리시 비누 또는 
화학적 세제와 같은 용품들을 절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더욱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보청기 구매한 
판매점의 청각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충전기: 충전을 위한 충전기 삽입 공간을 항상 청결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절대 비누, 세제와 같은 화학 
약품들을 절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주간관리

보청기:보청기 전용 천 또는 부드러운 천으로 이어피스를 
닦아줍니다
보청기를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려면, 청각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전기: 충전기의 삽입공간에서 먼지 등과 같은 
이물질들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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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왁스가드

보청기 스피커가 귀지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왁스가드가 위치하여 있습니다.

보청기의 볼륨과 음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왁스가드를 
수시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주에서 8주 사이에 
점검 및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 스피커에서 이어피스 제거하기

스피커를 한손에 위치하고 
이어피스를 다른 손을 이용하여 
스피커에서 이어피스를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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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부드럽게 이어피스를 잡아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스피커를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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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2.2 왁스가드 제거

사용된 왁스가드에 교환 도의 
제거면을 삽입하여 주세요.  
홀더의 손잡이를 왁스가드 
테두리에 접촉하여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왁스가드를 당겨 
스피커에서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거 시 귀지 보호장치를 비틀지 
않습니다.

1

2

3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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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4

3

4

 

신규 왁스가드를 삽입하기 위해, 
바깥 쪽 링이 완전히 끼어질 때까지 
교환 도구의 삽입면을 스피커 
구멍에 정확히 밀어 넣어줍니다.

도구를 바로 잡아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귀지 보호대는 
정위치에 위치할 것 입니다. 

3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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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12.3 스피커에 이어피스(돔)를 연결하기

한 손에는 스피커를, 다른 손에는 
이어피스를 잡아줍니다

스피커를 이어피스의 구멍에 밀어 
넣습니다

스피커와 이어피스가 완벽하게 
결합되어야 합니다.

36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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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36

다음과 같은 무선액세서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3. 무선 액세서리

전화통화를 
위한 이지콜II

리모컨기능의 
파일럿원II

TV 연결을 위한 포낙 TV링크II

리모트마이크

스트리밍 위한 기기

휴대폰

MP3 등의 
음악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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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비스 및 제품 보증

국내 제품 보증 서비스

국내 제품 보증 서비스 규정에 대하여 구입처의 
청각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제품 보증 서비스

포낙보청기는 구입하신 날짜로부터 1년 동안 국제 제품 
보증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보증 서비스는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리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배터리, 튜브, 리시버, 
이어몰드 등의 액세서리는 포함되지 않으며, 보청기 구매 
증빙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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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제한 보증

본 제품 보증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물에 빠뜨리거나 
화학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무상 
처리되지 않습니다. 포낙보청기 공식 지정 업체가 아닌 
곳에서 수리를 하여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도 제품 보증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본 제품의 보증은 청각전문센터에서 제공한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시리얼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청기 (왼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청기(오른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충전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파워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미니충전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품구매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포낙보청기 공식 판매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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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New Zealand:
Indicates a device’s compliance with applicable 
Radio Spectrum Management’s (RSM) and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MA) regulatory arrangements for the legal 
sale in New Zealand and Australia.
The compliance label R-NZ is for radio products 
supplied in the New Zealand market under 
conformity level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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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New Zealand:
Indicates a device’s compliance with applicable 
Radio Spectrum Management’s (RSM) and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MA) regulatory arrangements for the legal 
sale in New Zealand and Australia.
The compliance label R-NZ is for radio products 
supplied in the New Zealand market under 
conformity level A1.

15. 적합성 정보

Europe:
적합성 선언
Phonak AG에서 제조하는 각 Phonak 제품들은 유럽 
의료기기지침(Medical Devices Directive 93/42/EEC)과 
유럽 유무선통신기기지침(R&TTE Directive 1999/5/EC) 
규정을 준수합니다. 적합성 선언의 전문은 제조사 또는 
www.phonak. com에 명시된 각 국의 포낙 지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0

Phonak Audéo B-R (B90/B70/B50)
USA  FCC ID: KWC-RICR 
Canada  IC: 2262-RI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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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New Zealand:
Indicates a device’s compliance with applicable 
Radio Spectrum Management’s (RSM) and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MA) regulatory arrangements for the legal 
sale in New Zealand and Australia.
The compliance label R-NZ is for radio products 
supplied in the New Zealand market under 
conformity level A1.

40

Phonak Audéo B-R (B90/B70/B50)
USA  FCC ID: KWC-RICR 
Canada  IC: 2262-RICR

본 설명서에 기술된 보청기는 다음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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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1

이 장치는 FCC 규정 제15조 및 캐나다 산업부의 RSS-210을 
준수합니다. 작동을 위해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적용됩니다.
1) 이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2)  이 장치는 원치 않는 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한 모든 간섭을 수용해야 합니다.

고지 2

규정에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가 명시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변경이나 수정을 하였을 경우, 장비 작동에 
대한 FCC 권한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고지 3

이 장치는 FCC 규정 제15조 및 캐나다 산업부의  
ICES-003에 따라 클래스 B 디지털 장치에 대한 제한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주거 지역 시설에 유해 간섭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 장치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하고 방출할 수 있으며, 지침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에 대하여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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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정 설치 시에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 
또한 없으며, 해당 장치가 라디오나 TV 수신에 유해한 
간섭을 유발하는 경우 장비를 껐다 켜서 방해를 제거할 수 
있고, 사용자는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시도하여 간섭을 
해결해야 합니다:
● 수신 안테나의 방향이나 위치를 변경합니다.
● 장비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넓힙니다.
●  수신기에 연결된 콘센트를 제외한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장비를 연결합니다.
●  대리점 혹은 라디오/ TV 기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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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BW)

 
  

Operating range 
 

 
 

 
@ 1m

Integrated ferrite coil 
antenna (inductive)
10.6 MHz
498 kHz 

DQPSK
Single channel radio
18 cm (7”)
Streaming of audio signal to 
receiving hearing aid on the 
other ear
-4 dBµA/m 

보청기 무선 기능의 주파수 정보

안테나 형태

작동 주파수
발생 대역폭

변조
채널

사용방법

자기의 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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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ferrite 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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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PSK
Single channel radio
18 cm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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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ing hearing aid on the 
other ear
-4 dBµ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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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기호 안내 및 설명

본 CE마크는 Phonak AG가 포낙 제품 
(액세서리 포함)
이 유럽 의료기기지침(Medical Devices Directive 
93/42/EEC)과 유럽 유무선통신기기지침(R&TTE 
Directive 1999/5/EC) 규정을 준수함을 
의미합니다.
CE마크에 부여된 번호는 유럽위원회가 
관리하는 CE 승인 기관의 코드를 나타냅니다.

이 기호는 이러한 사용 설명서에 기술된 제품이 
EN 60601-1의 유형 B 적용 파트에 대한 
요구사항을 준수함을 나타냅니다. 보청기의 
표면은 유형 B 적용 파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EU Directive 93/42/EEC에서 규정된 의료 기기 
제조 업체를 나타냅니다.

46



45 46

이 기호는 사용자가 이 사용자설명서에 있는 
정보를 읽고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기호는 사용자가 이 사용자설명서에 있는 
경고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제품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제품 안전 관련 
중요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이 제품은 사용자설명서에 기재된 사용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경우 사용상의 제약과 문제 
발생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상세한 의료기기가 식별될 수 있도록 
제조업체의 일련번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가 식별될 수 있도록 제조업체의 
카달로그 번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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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호는 사용자설명서의 관련 정보를 읽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운반 및 보관 시 온도
및 저장 : -20 °에서 + 60 ° 섭씨
(화씨 -4도~+140도)

운반 및 보관 시 습도 : 0 % ~ 70 %,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 후 보청기 건조에 관해서는 
18.2 절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운반 및 보관 시 대기압 : 200hPA ~ 1500hPa

운반 시 습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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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호는 보청기가 생활폐기물과 함께 폐기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 제품은 보청기 
구입처나 폐기용 전기, 전자 제품 수거소에 
별도로 폐기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폐기는 
건강과 환경을 보호합니다.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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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문제 해결 방법

17. 보청기의 문제해결

문제 원인
보청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이크/이어피스 막힘 상태

보청기 전원이 꺼져 있음
배터리 방전상태

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보청기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
외이도가 귀지로 막힌 상태

소리가 왜곡되거나 충분히
크지 않습니다.

보청기 볼륨이 너무 높음
배터리 저전압 상태
마이크/이어피스 막힘 상태
보청기 볼륨이 너무 낮음
청력의 변화

긴 알림음 2회가 들립니다. 배터리 저전압 상태
보청기 전원이 켜지고 꺼지는
것이 반복(간헐적으로)됩니다.

보청기 또는 배터리에 습기가 
찬 상태

배터리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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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방법
마이크/이어피스를 청소합니다.
푸시버튼을 3초간 누르시기 바랍니다 (1-7장 참조)
푸시버튼을 누릅니다
보청기를 충전기에 삽입합니다.
보청기 충전합니다.(4장참조)
보청기를 올바르게 삽입하기 (8장)

이비인후과 의사 및 청각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볼륨을 낮춥니다. (6장참조)
보청기를 충전합니다. (4장참조)
스피커 또는 이어피스 개방 및 청소 
볼륨을 줄입니다. (6장참조)
보청기 청각 전문가를 방문합니다.

배터리 수명이 예상과 다를 경우 보청기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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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를 사용하기 전에 다음 페이지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청기는 청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수 없으며, 신체 
조건에 의한 청각 장애를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없습니다. 
간헐적인 보청기 사용은 충분한 이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사용은 일부 청력 기능의 회복일 뿐이며, 경우에 
따라 청능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8. 경고 및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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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경고문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시켜 
귓속으로 보내줌으로써 
난청인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각보조장치입니다. 
보청기는 (난청 정도에 
따라 피팅되어) 보청기가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건청인이 보청기를 
사용할 경우, 청력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보청기는 포낙에서 
지정한 업체 이외의 다른 
곳에서 분해 또는 수리할 
수 없습니다. 보청기를 
임의로 분해하거나 
수리를 할 경우, 청력 손실 
및 보청기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보청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폭발의 위험이 있는 
공업 지역, 광산 구역 
등) 보청기 배터리를 
삼키면 인체에 
해롭습니다. 배터리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고 
배터리를 삼켰을 경우, 
즉시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착용 시, 
가려움증,  발진, 통증이 
생기거나 귀 주위에 
작열감이 있는 경우, 의사 
또는 청각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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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드문 경우지만, 
보청기 제거 후에도 
돔과 같은 보청기의 
일부 부품이 외이도에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사에게 즉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향성 마이크를 
사용하는 청취 
프로그램은 주변의 
소음을 줄여줍니다. 
자동차와 같이 후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경고음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반적으로 줄여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보청기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보청기는 36개월 
이하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가 
보청기의 작은 부품을 
삼켰을 경우, 쇼크 
및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청기 부품을 
삼켰을 경우, 즉시 
의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기기는 
Phonak AG에서 승인한 
액세서리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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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성 마이크를 
사용하는 청취 
프로그램은 주변의 
소음을 줄여줍니다. 
자동차와 같이 후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경고음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반적으로 줄여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보청기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기기는 
Phonak AG 에서 승인한 
액세서리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심박조절기 또는 ICD 장치 
(삽입형 제세동기)와 같은 
의료 기기는 보청기와 
최소 15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 보청기 사용을 즉시 
중단하시고 의료기기 
제조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러한 간섭은 전선, 
정전 방전 (ESD), 공항 내 
금속탐지기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보청기 관련 자석과 
의료 장치 간에 최소한 15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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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막천공, 중이염, 중이강 
노출 또는 수술상의 
외이도 변형이 있는 
환자에게는 절대로 돔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상태일 때는 
맞춤형 이어몰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청기를 귀에서 제거한 
후에도 보청기의 일부 
부품이 외이도에 남은 
경우, 의사에게 즉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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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사용상의 주의사항

  포낙보청기는 방수형 
보청기가 아닙니다. 
포낙보청기는 
일상생활이나 사고로 
물에 노출되는 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제작된 
생활방수형 보청기입니다.  
보청기를 절대로 물에 
담그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낙보청기는 수영 또는 
목욕과 같이 지속적으로 
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이 아닙니다. 
보청기는 전자부품을 
내장하고 있으므로 
물에 노출되는 활동 
시에는 절대로 착용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보청기 마이크를 
물에 씻지 마십시오.  
이러한 행동은 보청기의 
음향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열(차량 글러브 
박스 또는 대시보드, 
차창 근처 등)로부터 
보청기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보청기가 
젖었을 경우, 절대로 
오븐, 전자렌지 등에 
넣어 건조시키지 
마십시오. 올바른 
보청기 건조 방법을 
청각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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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청기를 사용한 후에는 
항상 건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보청기는 
습도가 낮고 안전하고 
깨끗한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방사선 
검사를 포함한 의료 
검진 또는 치과 검진은 
보청기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검사 
진행 전, 보청기를 귀에서 
제거하신 후 검사실 밖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의료 검진 및 치과 검진 
(CT촬영 포함)

●  MRI/NMRI 등 자기장을 
이용한 의료 검진

●  보안 검색대(공항 등)를 
지나가실 때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계셔도 됩니다.

●  전자 장치 사용이 
금지된 곳에서 보청기를 
착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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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 전, 보청기를 완전히 
건조하셔야 합니다. 
건조가 완전히 안될 경우 
충전이 완벽하게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데오 B-R 보청기를 
충전시, 사용자 설명서에 
기입되어 있는 충전기와 
파워팩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데오 B-R과 파워팩은 
리튬-이온이 함유되어 
있으며, 배터리는 
UN38.8표준에 
배송되어야 합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안정규정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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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기술문서 기재사항

Phonak Audeo B-R(xS Receiver) 기재사항

① 의료기기 제품명 기도형 보청기

② 형명
Audeo B50-R
Audeo B70-R
Audeo B90-R

③수입업자
소노바코리아(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6 ,1204,1205호일부 
(가산동, 제이플라츠)

④제조자
(제조국, 제조회사명)

스위스 / Phonak AG
중국 / Unitron Hearing (Suzhou) Co., Ltd.

베트남 / Phonak Operations Center Vietnam Co., Ltd.
(실 제조원은 포장박스 겉면에 표시)"

⑤수입업허가번호 제 1807호

⑥품목허가번호 수인 16-4711 호

⑦ 사용목적

기도형보청기
청각장애를 보상하기 위하여 증폭 된 소리를 공기 전도 방식으로 

전달하는 기기

이명적응용잡음발생기
잡음 신호 등을 발생시켜 이명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

⑧ 제조번호와 제조년월일 제조 후 기재

⑨ 중량 또는 포장 단위 1대

⑩ 성능 및 사용방법 사용설명서 참조

⑪ 사용상의 주의사항 사용설명서 참조

⑫  기타 
필요한 
사항

정격전압 3.7 VDC

소비전류 1.3 mA

전지종류 내장형 충전식 리튬이온배터리

사용시간 24hrs

본 제품은 [의료기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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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ak Audeo B-R(xP Receiver) 기재사항

① 의료기기 제품명 기도형 보청기

② 형명
Audeo B50-R
Audeo B70-R
Audeo B90-R

③수입업자
소노바코리아(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6 ,1204,1205호일부 
(가산동, 제이플라츠)

④제조자
(제조국, 제조회사명)

스위스 / Phonak AG
중국 / Unitron Hearing (Suzhou) Co., Ltd.

베트남 / Phonak Operations Center Vietnam Co., Ltd.
(실 제조원은 포장박스 겉면에 표시)"

⑤수입업허가번호 제 1807호

⑥품목허가번호 수인 16-4711 호

⑦ 사용목적

기도형보청기
청각장애를 보상하기 위하여 증폭 된 소리를 공기 전도 방식으로 

전달하는 기기

이명적응용잡음발생기
잡음 신호 등을 발생시켜 이명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

⑧ 제조번호와 제조년월일 제조 후 기재

⑨ 중량 또는 포장 단위 1대

⑩ 성능 및 사용방법 사용설명서 참조

⑪ 사용상의 주의사항 사용설명서 참조

⑫  기타 
필요한 
사항

정격전압 3.7 VDC

소비전류 1.3 mA

전지종류 내장형 충전식 리튬이온배터리

사용시간 24hrs

본 제품은 [의료기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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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ak Audeo B-R(xUP Receiver) 기재사항

① 의료기기 제품명 기도형 보청기

② 형명
Audeo B50-R
Audeo B70-R
Audeo B90-R

③수입업자
소노바코리아(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6 ,1204,1205호일부 
(가산동, 제이플라츠)

④제조자
(제조국, 제조회사명)

스위스 / Phonak AG
중국 / Unitron Hearing (Suzhou) Co., Ltd.

베트남 / Phonak Operations Center Vietnam Co., Ltd.
(실 제조원은 포장박스 겉면에 표시)"

⑤수입업허가번호 제 1807호

⑥품목허가번호 수인 16-4711 호

⑦ 사용목적

기도형보청기
청각장애를 보상하기 위하여 증폭 된 소리를 공기 전도 방식으로 

전달하는 기기

이명적응용잡음발생기
잡음 신호 등을 발생시켜 이명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

⑧ 제조번호와 제조년월일 제조 후 기재

⑨ 중량 또는 포장 단위 1대

⑩ 성능 및 사용방법 사용설명서 참조

⑪ 사용상의 주의사항 사용설명서 참조

⑫  기타 
필요한 
사항

정격전압 3.7 VDC

소비전류 1.3 mA

전지종류 내장형 충전식 리튬이온배터리

사용시간 24hrs

본 제품은 [의료기기]임

Notes의료기기 기술문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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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데오 B-R 보청기 구매 정보

www.phon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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