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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크기 최대 성능

귀하의 청취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통합된 첨단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AB와 Phonak의 innovation DNA 가  

결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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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규제 승인 보류 중.

**미국에서는 소아 사용이 승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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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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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um leap
        forward

현대적인 감각의 세련된 instyleTM 디자인과 함
께 뛰어난 성능과 다양한 무선 연결성으로의 

비약적인 발전을 소개합니다.

AB와 Phonak의 innovation DNA가 결합된 세계 최신형, 최첨

단 인공와우 어음처리기인 Naída CI Q70* (Naída CI)를 소

개합니다. 

Naída CI는 보청기 분야 분야의 최고 기업 

과 인공와우 혁신 기업이 만들어낸 가장 정교한 

솔루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introducin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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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고성능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전세계 최고의 기능

Phonak 울트라줌 (UltraZoom) 기능 및  

Binaural VoiceStream Technology™

무제한의 블루투스 (Bluetooth) 무선 연결성

입증된 AB 기술

Featherlite instyle™ 디자인

작은 크기 최대 성능

40% 크기 감소 -  
기존 AB 귀걸이형 어음처리기 대비 작은 사이즈

55% 향상  
         - 소음 속에서의 음성 이해 능력1

100% 무선 연결성 -  
가전 제품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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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향상 -  
소음 속에서의 음성 이해 능력

향상된 청각 성능을 위한첨단 기술
실제 생활 속의 청취 환경
ClearVoice + UltraZoom으로 소음 속에서  

청각 성능 향상

UltraZoom
Phonak이 개발한 이 듀얼 마이크 기술은 소음 환

경에서도 음성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취

자 앞에 있는 발화자 소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

계되었습니다.

ClearVoice™

ClearVoiceTM는 임상을 통하여 소음속에서 환

자에게 음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시켜 준다

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음성 신호로부터 

다양한 소음을 자동으로 분리하도록 설계되었

습니다.2

연구: Buechner et al. 20131

어음 처리: AB ClearVoice + Phonak UltraZoom
테스트 조건: 음성 형태 소음에서 Oldenburger 문장
음성 이해 능력 향상: 6.1dB ≈ 55%
변환 계수: 1dB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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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Voice™ + ZoomControl = 스테레오 환경에서 음성 이해 능력 향상 UltraZoom 으로 듣기 어려운 조건에서도 음성에 집중 가능

운전석에서의 청각 성능

AB와 Phonak 혁신을 통해 원할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ClearVoice**와 ZoomControl을 함께 사용하면 양쪽 

사용자도 음성 인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운전하든, 걸어가든, 벤치에 앉아 있든, 실제 환경에 

적용된 기술을 통해 옆에 있는 사람의 음성을 이전보다 

더잘 들을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의 청각 성능

강당과 사무실, 그리고 레스토랑과 커피숍과 같은 

소음 환경에서 앞에 있는 사람의 음성을 잘 알아 듣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Phonak의 UltraZoom 기술로 앞 

사람의 말에 집중하고 주변 소음을 제거함으로써 음성 

이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2% 향상  
소음 속에서 음성 이해 능력

연구: Geissler et al. 20133

어음 처리: AB ClearVoice + Phonak ZoomControl
테스트 조건: 음성 형태 소음에서 Oldenburger 문장
음성 이해 능력 향상: 2.4dB ≈ 22%
변환 계수: 1dB ≈ 9%

측면에서 말할 수 있는 최상의 옵션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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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향상 
소음 속에서 음성 이해 능력

전면에서 말할 수 있는 최상의 옵션

연구: Geissler et al. 20133

어음 처리: 양쪽 사용자가 Phonak UltraZoom 사용(ClearVoice 없음)
테스트 조건: 음성 형태 소음에서 Oldenburger 문장
음성 이해 능력 향상: 4dB ≈ 36%
변환 계수: 1dB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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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가전제품과의  
무선연결성

최고의 무선 연결성
블루투스 (Bluetooth) 장치, 전화기, 그리고 애플 (Apple). 
삼성, 노키아 (Nokia) 등 최고의 브랜드가 제조하는 

수많은 기타 인기 가전제품에서  무선 스트리밍 가능

Apple®은 Apple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삼성(Samsung)은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등록 상표입니다.

Nokia는 Nokia Corporation의 등록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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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ída CI와 함께 AccessLine™ 액세서리에는 가전제품과 

최상의 연결을 위해 업계 최고의 기술이 지능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음악, 전화 통화 등의 무선 스트리밍을 위한 

ComPilot에서 사용자가 좋아하는 쇼를 위한 TVLink S까지, 

AccessLine™은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음성을 더 잘 듣고 인기 

미디어에 액세스하여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ComPilot은 Bluetooth 제품, 휴대전화, 컴퓨터, 음악 플레이어, 

TV, 내비게이션 시스템, FM 및 기타 많은 장치에 원활하게 

연결할 수 있게 하는 기능과 고급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AB를 

선택하시면 나를 즐겁게 해주는 미디어, 나를 감동시키는 음악,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핸즈프리   완벽한 제어    음성 경고

AccessLine™ 궁극의 무선 연결성

Phonak ComPilot
무선 스트리밍 액세서리

 Phonak RemoteMic
  시끄러운 장소용 무선 솔루션

가벼운 RemoteMic는 음성을 한 귀 또는 양쪽 귀

에 직접 스트리밍함으로써 시끄러운 장소에서의 

일대일 대화로 인한 부담을 없애줍니다.

 Phonak TVLink S
 이상적인 TV 시청

Phonak TVLink S 액세서리는 사용자가 좋아하는 

쇼나 영화 시청시 고품질의 오디오를 직접 어음

처리기 또는 Phonak 보청기에 스트리밍합니다.

 AB myPilot
 즉각적인 제어 및 상태 정보

사용이 간편한 이 리모콘은 프로그램, 음량 및 감

도 설정에 대한 상태 정보와 원터치 변경 기능을 

제공합니다.

Partners for Better Hearing



Phonak Binaural VoiceStream Technology™는 한번의 터치만으로 볼륨 조절, 

프로그램 변경, 음성 인식, 전화 통화 등을 양쪽 어음처리기에 동시에 전달해서 

두 귀에서 똑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AB를 통해 뛰어난 양측 청각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Binaural VoiceStream Technology™ 소음 환경에서 청취 능력 향상

 DuoPhone
  양쪽 귀로의 전화 자동 스트리밍

전화 사용 시, Phonak만의 독특한 기능이 보다 편안하게 통화

가 가능하도록 그리고 발신자의 음성을 스테레오를 통해 청

취하도록 어음처리기를 착용한 양쪽 귀에 자동으로 스트리밍

합니다.

           ZoomControl
  음성 이해 능력 개선을 위한 듀얼 마이

크 기술

Phonak ZoomControl 기술은 레스토랑이나 차 안에서의 환경

에서도 향상된 청취로 어느 한쪽에 있는 발화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QuickSync
 2개의 어음처리기를 원터치 제어

양측 청각에 이상적인 Phonak의 QuickSync 기능으로 쉽고 즉

각적이며 동시적으로 양쪽 어음처리기의 음량과 프로그램 설

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Phonak만의 특징인 향후 추가 기능

Advanced Bionics는 20년 Phonak 마이크의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첨단 

소리 감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미디어 동시 스트리밍을 위한 양이 기술 AB 어음처리기와 Phonak 보청기

이제 음악, FM, 전화 통화, TV 쇼 및 기타 수많은 미디어를 AB 

어음 처리기 및 호환되는 Phonak 보청기에 동시에 무선으로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삶을 향상시키는 혁신을 제공하는 특허 

받은 기술을 통합한 AB와 Phonak은 양이 청각 활용 부문에서 

독보적인 선두기업입니다.

한 개로 스트리밍
AB 어음처리기

두 개로 스트리밍
AB 어음처리기

한 개로 스트리밍
AB 어음처리기와

한 개로 스트리밍
Phonak 보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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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성능

 ClearVoice™**

 업계 유일의 음성 감도 향상 기술

시장에서 유일한 어음 처리 기술은 소음 속에서 뛰어난 청각 성능을 제공한

다는 것이 임상적으로 입증되었으며,2 ClearVoice는 모든 청취 상황을 자동으

로 분석한 후 이에 적응하여 시끄러운 소음을 음성으로부터 분리시키도록 설

계되었습니다. 

 HiRes Fidelity 120™**

 가장 정확한 소리

HiRes Fidelity 120은 120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여 다른 인공와우 장치보다 

5배 높은 음향 해상력을 제공하는 업계 유일의 어음 처리 방식으로서, 다양한 

음악을 감상하는 환경에서 대화하는 말투의 미묘한 차이까지 모든 소리의 차

원을 밝혀내도록 개발되었습니다.

 HiRes™ Optima Sound Processing**

 AB의 최신 어음처리방식

이 새로운 어음 처리 방식은 AB의 독자적인 전류 조정 기술로 HiRes Fidelity 
120의 동일한 성능을 제공하면서 배터리 수명을 최적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

다.

입증된 AB 기술

AB는 정상 청력 귀와 가장 유사한 최고 

해상력의 소리와 이 분야에서 가장 정교한 

기술을 제공합니다. AB 혁신은 뛰어난 성능을 

개발함으로써 사용자들이 학교 생활을 잘하게 

하고 직장에서는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항상 소통할 수 있게 합니다.

 T-Mic™ 2
 자연스러운 마이크 배치

T-Mic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외이도 입구에 착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서, 외이

의 음향 수집 능력을 활용하여 소음 환경에서 더 잘 듣고, 보통 사람들처럼 전

화 통화하며, 이어버드 및 헤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AutoSound™

             고유한 청취 환경에 자동으로 적응

AutoSound는 정상 청력 귀와 똑같이 주변 환경에 자동으로 적응합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시끄러운 환경에 이르기까지, AutoSound는 다른 인공와우 장치보다 

가장 넓은 입력 가청 범위(IDR)를 캡처하므로 사용자는 더욱 수월하게 더 많은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AquaMic
세계 유일의

수중 마이크

향후 액세서리 개발에 사용



음량 제어 및 3 컬러 LED
 (녹색, 주황색, 빨간색)

AB의 특허 받은
T-Mic™ 2 마이크

일반형 헤드피스

마이크

헤드피스 케이블
(편안함을 최적화하는 360도 회전 기능)

배터리

프로그램 버튼

Phonak 듀얼 마이크 기술
(앞면 및 뒷면 마이크)

작은 크기 최대 성능

세계 최초
AB는 업계 최초이자 유일의  

Featherlite instyle™ 디자인을  

구현한 제품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을 갖췄습니다.

모든 연령대와 활동에 이상적

By Advanced Bionics



기존 SP Naída CI 보청기

작은 크기 최대 성능
세련되고 가벼운 디자인의 Naída CI는 재미있고 아름다운 색상과 

Phonak의 ear-to-ear 기술, 그리고 업계 최초의 무선 양측  스트리밍 

기능을 갖춘 instyle™.

완전한 성능 구현
• Phonak UltraZoom 기능 및 Binaural VoiceStream Technology™

• 무제한의 Bluetooth 무선 연결성

• 입증된 AB 기술

• Featherlite instyle™ 디자인

기존 AB 귀걸이형 어음처리기보다...

또한 업계 최고의 강력한 보청기만큼 얇습니다!

더 작은 사이즈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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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 instyle™ 

매끈하고 세련된 디자인
Naída CI 컬러 컬렉션은 머리카락 및 피부톤과  조화를 

이루는 섬세한 색감부터 세련된 색감까지의 모던한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By Advanced Bionics



다양한 헤드피스 컬러와 케이블

일반형 헤드피스
세련되고 눈에 띄지 않는 디자인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형

헤드피스는 Naída CI 어음처리기를 종일 사용에 적합하도

록 개발되었습니다. 원하는 착용 스타일에 맞도록 다섯 가

지의 케이블 길이와 컬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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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 길이: 
• 9cm(3.5in)

• 11cm(4.25in)

• 14cm(5.5in)

• 24cm(9.5in)

• 30cm(12in)

블랙 화이트 베이지 다크 브라운

instyle™
 착용 방법 및 액세서리instyle™
 착용 방법 및 액세서리



반투명 소형 마이크와 이어훅 옵션

T-Mic 2
T-Mic 2는 눈에 띄지 않는 최신 디자인으로, 

세 가지 크기로 제작되어 모든 귀와 연령에 적

합하며 개선된 디자인, 편안함 및 내구성을 갖

추었습니다. 또한 T-Mic 2를 통해 휴대 전화, 

Bluetooth 장치, MP3 플레이어 및 기타 배터리

로 작동하는 모든 오디오 장치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표준 이어훅
반투명 이어훅은 표준 및 소형 사이즈로 제공되

며, 편안함을 더하기 위해 부드러운 감촉의 디

자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사용

Naída CI Listening Check
Naída CI 청취 점검 모듈을 통해 모든 시스

템의 마이크를 쉽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헤

드피스 마이크, 어음처리기 상의 마이크 2개 

및 T-Mic 2.

instyle™
 착용 방법 및 액세서리 완전히 새로워진 T-Mic™ 2

전화기용

Bluetooth 장치용

헤드폰 및 MP3 플레이어용



instyle™
 착용 방법 및 액세서리 전원 장치 및 옵션

Naída CI 클립
귀가 작거나 활동적인 분들을 위

하여, 보다 활동이 자유롭고 편안

하며 장치가 잘 고정될 수 있도록 

왼쪽 및 오른쪽 클립을 이용해 어

음 처리기를 별도로 착용할 수 있

습니다.

Naída CI 전원 어댑터
가벼운 스타일의 착용을 원한다

면, Naída CI 전원 어댑터를 이용

해 배터리를 별도로 착용할 수 있

습니다.

AAA PowerPak 액세서리 
긴 배터리 수명과 가벼운 착용 옵

션을 갖춘 AAA PowerPak을 이용

해 사용자는 배터리를 별도로 착

용하고 최대 129시간의 배터리 수

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별도착용 전원 옵션 귀착용 전원 옵션

일회용 배터리
최대 30시간의 배터리 수명을 제공하는 

일회용 Zn-Air 배터리는 여행할 때와 전

기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상적입니

다.

충전용PowerCel 배터리
비용이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충전용 

PowerCel 배터리는 세 가지 크기로 제공

되며 최대 16시간의 배터리 수명을 제공

합니다. 

Naída CI PowerCel 충전기
이동성과 유연성을 갖춘 USB 연결을 지

원하는 Naída CI PowerCel 충전기로 네 

가지 PowerCel 배터리를 완전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항상 주변 세상의 소리

를 들을 수 있습니다.



최고에 대한 갈망
업계를 선도하는첨단 기술

작은 크기 최대 성능

세계 최신의 최고급 어음 처리기!

Partners for Better Hearing

By Advanced Bion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