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 가이드
MFI 연결 및 KIRKLAND
SIGNATURE TM 초이스 앱

Kirkland Signature 6.0 보청기에는
Made for iPhone 기능이 있습니다
Kirkland SignatureTM 6.0 보청기는 다음과 같은 애플 기기에서
Made for iPhone(MFi) 기능을 지원합니다.
iPhone
iPhone
iPhone
iPhone
iPhone

6
6 Plus
5s
5c
5

iPod touch® 5세대

iPad® Air2
iPad Air
iPad 4세대
iPad mini 3
iPad mini 2
iPad mini(Retina display)
iPad mini

IOS 지원 및 업데이트
MFi 보청기에는 iOS 7.0 이상이 필요합니다. iOS 7.0 이상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iPhone 6 및 iPhone 6 Plus의
경우, iOS 8의 최신 버전을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iPhone, iPad, iPod
touch와 페어링하기
KIRKLAND SIGNATURE 6.0 보청기를 IPHONE, IPAD 또는
IPOD TOUCH에 페어링하는 방법

배터리 점검
보청기에 새 배터리를 삽입합니다.
보청기가 켜지지 않도록 배터리
도어를 열어 놓습니다.

Bluetooth 켜기

화면의 하단부분을 위로 밀면 컨트롤 센터가
나타납니다.
블루투스 아이콘 버튼을 선택합니다.

보청기 검색
블루투스가 활성화 되면
설정으로 이동하여 일반 메뉴를
선택하고 손쉬운 사용을
선택합니다.
배터리 삽입구를 닫아 보청기를
켜고, 설정의 보청기 메뉴를
선택하여 iPhone, iPad iPod
touch가 보청기를 탐색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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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기
보청기 화면에서 보청기 및 모델명을 탭합니다.
보청기가 연결되면 보청기명에 체크표시가 되고 색상이
검은 색에서 파란색으로 변경됩니다.
대화 상자의 "쌍으로 연결"을 선택합니다. 양이 보청기를
페어링하는 경우, 각 보청기에 대한 페어링 요청이
전송됩니다. 첫번째 페어링 선택 후, 두번째 페어요청은
몇 초 후에 전송될 수 도 있습니다.
연결되면 보청기 화면에서 연결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연결되었으면 이제 보청기 화면에서 연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보청기를 iPhone, iPad, iPod touch에 다시 연결하기
보청기 또는 애플 기기가 꺼지면 연결이 해제됩니다.
다시 연결하려면 다음 단계를 실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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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대 이상의 Apple 기기에 페어링하기
애플 기기를 최대 5 대 까지 Kirkland Signature 6.0
보청기에 페어링 할 수 있으나, 한 번에 애플기기 한
대만 보청기에 연결됩니다.
다른 애플기기와 연결하려면 애플 기기 화면 하단을
밀어 올려 블루투스 장치를 끕니다.
그 다음 연결하려는 기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블루투스를
활성화 시키면 됩니다.
인증 대기
대화 상자에서 "쌍으로 연결"을 선택하면 Kirkland
Signature 6.0 보청기와 애플 기기의 페어링 인증을
받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보청기를 켜고 리플 신호음
다음에 삐하는 소리가 6번 연속으로 울릴 때까지
기다리거나 인증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120초 이상
기다립니다. 인증이 완료될 때까지 오디오를 재생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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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kland Signature 6.0 보청기에 직접
사운드 스트리밍하기
애플 기기에서 직접 보청기로 음악 등과 같은 스테페오
오디오를 스트리밍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센터

다른 앱에서 오디오를 스트리밍하는 방법
화면 하단을 밀어
올리면 컨트롤 선터에
엑세스됩니다. 여기에서
오디오기기(이 경우 보청기)
를 선택합니다.
보청기의 스트리밍을
중지하고 일반 전화
상태로 돌아가려면 iPhone
을 선택합니다. 미디어
플레이의 정지 버튼을
눌러도 보청기의 오디오
스트리밍이 중지 됩니다.

Tina’s Hearing Aids

YouTube™ 같은 다른 앱의 오디오도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YouTube 같은 미디어 플레이어 앱을 열고
화면상의 AirPlay 아이콘을 누릅니다.
스트리밍할 보청기를 선택하고 재생을 누릅니다. 비디오
스트리밍을 중지하려면 정지를 누릅니다. 일반 iPhone
작동 상태로 되돌아 가려면 AirPlay 아이콘을 클릭히고
대화 상자에서 iPhone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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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및 FACETIME 전화
음악 재생기에서 오디오를
스트리밍하는 중에 전화가
왔을 때 전화를 받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음악을
끄고 전화 통화 상태로
전환됩니다.
통화가 끝나면 시스템이
직전 재생 위치에서 음악
스트리밍을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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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제어 및 개인 맞춤 설정
Kirkland SignatureTM Choice 앱 사용 시
CHOICE 앱 다운로드 및 설치

CHOICE 앱을 보청기에 연결

Choice 앱은 아래 단계를 수행하여 App
Stor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아이콘을 탭하여 Choice 앱을 처음 열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 App Store로 이동합니다
2. Kirkland Signature와 Choice를 검색합니다
3. iPad를 사용하는 경우, 상단 오른쪽 모서리에서 검색
기준을 iPhone only(iPhone 전용)로 변경합니다
4. 받기를 누른뒤 설치를 누르면 앱이 다운로드 됩니다
5. 이제 앱에서 필요한 설정을 개인에 맞게 설정하면
됩니다.

1. 보청기를 사용할 것인지 데모모드로 실행할 것인지
묻는 메세지가 나타나면, 시작하기를 선택합니다.
2. x보청기 사용자 가이드를 읽어 본 후, 사용조건에
동의할 것인지 묻는 메세지가 나오면 수락을
선택합니다.
3. 초이스 앱에서 사용할 보청기 목록이 표시되면 OK를
누릅니다.
4. 보청기와 모바일 기기가 페어링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페어링하는 방법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5. 앱이 현재 있는 위치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묻는 메세지가 나타나면 허용을 누릅니다.
6. 이제 초이스 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Choice 앱의 기능에 대한 안내 정보가 필요하면 앱의 Tutorial(자습서)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Choice 앱 개요
초이스 앱은 세 개의 메인 화면으로 구성됩니다. 화면 사이로 이동하려면,
볼륨조절 화면과 프로그램 화면 상에서 화면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밀어
이동하거나 화면 상단의 네비게이션 버튼을 사용합니다.
메인 화면 간에 이동하기
볼륨조절

프로그램 선택

프로그램 화면으로
이동하려면 이 버튼을
누릅니다.

고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창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이 버튼을 누릅니다.

메인 메뉴 화면으로
이동하여 추가 기능을
사용하려고 할 때 이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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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화면에서
볼륨조절 화면으로 되돌아
갈때 이 버튼을 누릅니다.

추가 기능이 있는 메인 메뉴

볼륨조절 화면으로
되돌아 갈 때 "뒤로가기"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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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볼륨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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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볼륨 조절

개별 볼륨 조절

보청기 볼륨을 높이려면
볼륨 슬라이더를 위로
올리고 볼륨을 낮추려면
아래로 내립니다.

이 버튼을 손가락으로
벌리거나 모으면 보청기를
개별적으로 또는
통합적으로 볼륨조절 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음을 소거하려면
볼륨 슬라이더 아래쪽의
음소거 버튼을 누르고
음소거를 해제하려면 다시
버튼을 누릅니다.

또는 화면 하단의 토글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프로그램 전환
프로그램 수동 전환

특정한 청취환경에 맞게
설정된 보청기 프로그램중
프로그램의 아이콘을 눌러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스트리밍 기기 전환

리사운드 무선 액세서리의
스트리밍을 활성화
하려면 해당 기기를 눌러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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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머 볼륨 조절
스트리머 프로그램 볼륨

개별 볼륨 조절

스트리머
선택하고
스트리머
사용하여
스트리밍
합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보청기의
볼륨을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벌리거나 모으면 개별적
또는 통합적 볼륨조절
화면으로 전환되고 화면
하단의 토글버튼을 눌러도
동일하게 전환됩니다.

프로그램을
주황색 색상의
볼륨 슬라이더를
개별적으로
볼륨을 조절

보청기 볼륨

스트리밍 중인 오디오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보청기의
음소거 및 볼륨조절이
가능합니다.
팁 기기를 음소거할 수 있나요?
개개의 볼륨 슬라이더 아래 있는 음소거 버튼을 누르면 해당
기기의 음을 개별적으로 소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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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음 및 고음 조절
추가 옵션

저음 및 고음 조절하기

화면 좌측 상단의 이 버튼을
누르면 고객이 보청기를
제어하고 개인에 맞게
설정할 수 있는 팝업메뉴가
나타납니다.

슬라이더를 위아래로
올리거나 내려 사운드의
저음과 고음을 조절합니다.
조절된 내용은 스트리밍
사운드에 적용됩니다.

저음 및 고음 옵션

iPhone의 스트리밍을
포함하여 모든 수신
사운드의 저음과 고음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팁 설정을 저장할 수 있나요?
원하는 대로 저음과 고음이 설정되면 설정사항을 즐겨찾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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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찾기
즐겨찾기 추가
자신에게 맞는 볼륨,
저음/고음 설정 및
Sound Enhancer 기능을
즐겨찾기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를
특정 위치에 연결하고
그 장소를 방문할 때
보청기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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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찾기 개요
즐겨찾기 목록에서
즐겨찾기 추가를 눌러
새로운 즐겨찾기를
생성하고, 즐겨찾기 이름을
눌러 기존의 즐겨찾기를
활성화 할 수도 있습니다.
목록보기와 지도 보기간
전환도 가능합니다.

즐겨찾기 추가옵션
화면 좌측 상단의 이 버튼을
누르면 고객이 보청기를
제어하고 개인에 맞게
설정할 수 있는 팝업메뉴가
나타납니다.

즐겨찾기 세부정보
자세한 사항 보기에서
즐겨찾기 이름을 편집하고
장소를 추가/제거 할 수
있고 저장된 볼륨 및 저음/
고음 관련 기본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화면을 왼쪽으로
밀어 아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도에서 보기 (장소가
추가된 경우)
- 자세한 내용
- 삭제

팁 저장된 설정을 유지하면서 즐겨찾기를 편집할 수
있나요?
즐겨찾기를 선택하고 볼륨 또는 저음/고음 같은 설정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내용을 새로운 즐겨찾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17

보청기 찾기: 분실한 보청기 검색
근처 검색
앱에서 근처 보청기를
발견하면 근처 모드로
이동합니다. 보청기에서
가까워지고 있는지
멀어지는 지를 보여주는
붉은색 막대가 나타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보청기가 켜져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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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찾기
앱에서 근처 보청기를
탐지하지 못하면
지도보기로 전환되어
앱에서 마지막으로
연결했던 위치가 지도상에
표시됩니다.

마지막 위치
지도나 위성 지도 보기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보청기를
마지막으로 검색했던
주소와 시간을 볼 수 있는
팝업 메뉴가 불러옵니다.

위성지도 보기
위성지도로 이동하려면 이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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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hone, iPad, iPod touch에 내장된 보청기 제어
기본 볼륨 및 프로그램 제어 메뉴 사용
기본 볼륨 및 프로그램 제어 메뉴를 사용하려면 애플기기의
홈버튼을 세번 클릭합니다.
애플의 기본 앱을 이용하여 KIRKLAND SIGNATURE 6.0
보청기 제어하는 방법
설정에서 해당 보청기에 대한 컨트롤 센터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 일반, 손쉬운 사용 그리고 보청기를
차례로 이동한 다음 원이 그려져 있는 i를 탭하여 보청기
제어 메뉴로 이동합니다.

1. 보청기의 이름, 모델 및
배터리 상태.

1

2

2. 양이 보청기 또는
개개의 보청기를
개별적으로 스트리밍 및
볼륨설정
3. 개개의 보청기를
개별적으로 볼륨 조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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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하여 아래 설정을
표시합니다.
4.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4

5

5. 보청기로 직접 소리를
전송해 주는 마이크로
iPhone, iPad, iPod
touch를 사용하기 위해
Live Listen을 시작 및
정지할 수 있습니다.
6. 기기를 분실하여
페어링을 삭제하려면
여기를 누릅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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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기 앱 사용
앱 업데이트 알림을 켜 놓아 모든 업데이트를 설치하여
사용 중인 앱이 항상 바르게 작동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Kirkland Signature 초이스앱은
리사운드 스마트 앱에 기반하기 때문에 GN ReSound
사에서 제조한 Kirkland Signature 6.0 보청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기에 이 앱을 사용할 경우 GN
ReSound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스마트폰 사용 대상
GN ReSound의 모바일 앱은 GN ReSound가 제조한
무선 보청기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GN
ReSound 모바일 앱은 지정된 모바일 기기를 통해 GN
ReSound 무선 보청기의 신호를 송신 및 수신합니다.
사용자 가이드가 필요한 경우 구매처에 문의하거나 본
사용자 가이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GN ReSound
모바일 앱을 사용하기 전에 보청기 사용자 가이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선 장비 및 이동 단말기 장비에 대한 EU Medical
Device Directive 93/42/EEC 또는 Council Directive
1999/5/EC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ReSound A/S로 보
내져야 합니다

ReSound A/S
Lautrupbjerg 7, DK-2750 Ballerup, Denmark
전화.: +45 45 75 11 11 팩스: +45 45 75 11 19
www.resound.com
CVR 번호 55082715
MDD 93/42/EEC의 의미에 따른 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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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kland SignatureTM 네비게이터 앱을 사용하면
다양한 스마트 폰에서 보청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네비게이터 앱
다양한 스마트
폰에서
네비게이터
앱을 사용하여
Kirkland Signature 6.0
보청기의 볼륨을 조절하고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ReSound의
폰클립+와 네이게이터 앱이
있으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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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ed by:
Costco Wholesale Korea, Ltd.
40, Iljik-ro
Gwangmyeong-si
Gyeonggi-do, 423-090, Korea
1899-9900
www.costco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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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
보청기와 Made for iPhone 기능에 관한 자세한 정보 및 지원은 구매처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연결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먼저 애플 기기에서 블루투스
기능를 끄고 다시 켜거나, 애플기기를 재부팅하십시오.

Costco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보려면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www.costco.com/privacy-policy.html#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