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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식 이어폰형 리시버 청각 보조 도구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전력

통합형 충전식 배터리와 비접촉식 충전 시스템을 통해 필립스 HearLink는 충전에 편의를 더합니다.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전력으로 스마트 기기의 스트리밍 등을 즐기며 빠른 충전을 경험해 보세요.

SoundMap 기술

SoundMap 노이즈 컨트롤

SoundMap 증폭

SoundMap 피드백 차단

SoundTie 기술

지원 모델: iPhone®, iPad®, iPod®

무선 액세서리

2.4GHz 무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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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사양

지원 모델: iPhone®, iPad®, iPod®

필립스 HearLink는 iPhone®, iPad®, iPod touch®

용 보청기입니다. 장치를 통해 전달되는 소리를 필

립스 HearLink 보청기로 직접 스트리밍합니다.

SoundMap 증폭

내장형의 소음 예측기를 가진 고급 압축 방식을 적

용하여 말소리를 포함해 잘 들리지 않던 모든 소리

를 선명하고 명료하게 향상합니다.

SoundMap 피드백 차단

혁신적인 피드백 차단 기능은 사전에 발생하는 어

쿠스틱 피드백을 충분히 빠르게 감지하여 대응합

니다.

SoundMap 노이즈 컨트롤

두 개의 고유한 마이크 소음 예측기로 말소리에서

소음을 정확하게 분리해 줍니다. 주변 소음을 감소

시켜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말소리를 쉽게 알아들

을 수 있습니다.

무선 액세서리

SoundTie 기술은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 및 가족

과의 연결을 유지해주며 좋아하는 음악과 엔터테

인먼트를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필립스 오디오클

립을 이용하면 Android™ 스마트폰에서 전화 통화

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필립스 TV 어댑터를 통해

우수한 음질을 자랑하는 음향 기기와 TV에서 사운

드를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립스 리모

컨 또는 필립스 HearLink 앱을 사용하여 보청기 볼

륨과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2.4GHz 무선 기술

2.4GHz Bluetooth® 저전력으로 최신 연결 장치에

직접 무선 연결이 가능합니다.

제품 설명

두 번 누름 버튼: 볼륨 및 프로그램 변경, 음소거,

비행기 모드

텔레코일: 사용 가능

miniFit 스피커: 4가지 다양한 크기의 이어피스

발수: 코팅

IP 등급: IP68

Bluetooth®: 2.4GHz BLE

NFMI: 사용 가능

충전형

작동 시간: 최대 24.7시간(사용 방법에 따라 다름)

충전 시간: 완전히 충전되는 시간: 3시간

배터리 유형: 리튬 이온

* Apple, Apple 로고, iPhone, iPad 및 iPod touch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등록된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 2020 Koninklijke Philips N.V.

All rights reserved.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

표는 Koninklijke Philips N.V. 또는 각 소

유주의 자산입니다.

발행 일자 2020‑01‑12

버전: 2.0.1

12 NC: 8670 001 63299

EAN: 87 12581 76579 8

www.philips.com

http://www.philip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