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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ting Strip 과 BTE Booth

Fitting 시 보청기 연결에 필요한 Strip & Booth



PROHEAR 더블클릭

바탕화면
“PROHEAR”
더블클릭



User Name & Password

User Name: ABC
Password: 123



PROHEAR 메인화면



좌측 메뉴 아이콘 살펴보기



싞규 고객 입력 1 2



싞규 고객 입력 1 2



1. Search 클릭

2. Last Name 입력
“성” 입력

3. 클릭

4. 검색된 결과 중 조절할 고객 선택

5. 선택 후 Select 클릭

저장되어 있는 고객을 찾아서 사용할 경우



고객 데이터 지우기 1

데이터를 지욳 때 Session File 에 기록든이 있으면
지워지지 않으므로 Session File 먼저 지워야 한다.

Session File 든을 지욲 후 Delete 를 누르면 데이터가
지워집니다.



고객 데이터 지우기 2

Session File      에 마우스를 클릭하면 세부사항 든이 나오고
각 세부사항에 마우스 오른쪽 버튺을 클릭하고 delete 를 클릭

예(Y)를 클릭하면 각 세부항목이 지워집니다.



2

우측 메뉴 아이콘 살펴보기

1

1. ProHear 클릭

2. Fitting System 을 클릭하면

Fitting Systems Launcher 창이 뜬다



Fitting Systems Launcher  1  2  3



2. Audiogram 입력 1. 기호선택

3. 저장 및
나가기

청력도 입력 방법



Fitting Systems Launcher  1  2  3

(클릭)

Inspire 2009 시작
Starkey Fitting

프로그램

Inspire 2009 
화면으로 이동



Fitting Systems Launcher  1  2  3



Inspire 2009 초기 화면

N1 N2 N3 N4 N5



상담 도구N1

B1 B2



HL시뮬레이터

청력도 및 실제 주변 소리든을
제시하여 현실감이 반영된 난청
상담 도구

B1



생홗홖경 솔루션B2

보청기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여 항목별로
선택한 빈도수에 따라 적합
한 모델을 추천

기본 설정으로 변경

S-series 젂 제품 특징을
바로 볼 수 있음



B2

보청기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토대로 추천된 S 시리즈 모델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여 추천된
S-series 모델의 기능 및 특성을 보여줌

생홗홖경 솔루션 – 추천 보기



생홗홖경 솔루션 – 유형 보기B2

보청기의 사이즈에 따른 착용모습을
고객에게 미리 보여 주는 메뉴



생홗홖경 솔루션 - 요약보기B2

선택된 사항든을 보여주는 메뉴 : 
„기능‟ 이나 „홖경‟을 클릭하여 세부 특징을
볼 수 있음. 



보청기 검사N2

보청기 분석을 위한 메뉴

• 최대이득 : 보청기 제조상태(FOG)

(반드시 홖자 귀에서 보청기 제거하세요.)

•사용자이득 : Fitting상태, 자동조젃 기능 off(UG)

•사용자설정으로 : 이젂 Fitting 상태로 return



제품선택N3



인스파이어 도움말N4



보청기 검사N5

E1

E4

E2

E3 E5



E1 좌측 네비게이션바



보청기 정보E2

연결된 보청기의 기본 정보 제공
(모델명, Matrix, S/N 등)



갂편연결E3

퀵피팅으로 이동하는 아이콘으로
피팅 시 사용.



세션연결E4

기졲의 피팅 결과를 불러올 때
사용 하는 아이콘



스마트 피팅(Auto path)E5

초기 피팅을 좀 더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기능



음 제시

주파수 변경 강도조젃

내장된 오디오그램을 통해 더욱 정확한
청력 역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력검사기(Audiometer)



일반소리보기, 어음스펙트럼 보기를 통
해 현재 청력에서 듟기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청력검사기(Audiometer)



변경된 청력검사 결과를 Fitting에 적
용시키기 위해 내장된 최적적합과 내
장된 타겟 업데이트를 클릭해주십시오.

청력검사기(Audiometer)



1. 최적적합

2. 기본조젃

S-series는
최적적합 만으로도 착용자에게
최적의 소리를 제공합니다.

다른 조절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퀵 피팅(Quick Fit)



기졲에 보청기를 사용하였던 고객과
처음 보청기를 사용하는 고객든을 선택
분류하여 자동적으로 적합한 소리를 조젃

: 보청기 사용 경험에 대한 레벨 증가 시 Gain 및
고 주파수 영역 증가 (레벨1-> 레벨 3)

퀵 피팅(Quick Fit)



•최적적합 , 현 메모리

•최적적합 , 모듞 메모리

•타겟매치 , 현 메모리

•타겟매치 , 모듞 메모리

•최적적합 : 선택된 적합방식으로 오디오그램에

적합한 주파수 반응 및 여러 특성(음향지문, 압축 등) 
을 자동 조절

• 타겟매치 : 적합방식으로 오디오그램에 적합

한 주파수 반응 만 자동 조절

폐쇄효과 조젃 : 
• 250 Hz – 500 Hz 영역의 이득값 조절
• Slope에 2 dB 갂격으로 반영

퀵 피팅(Quick Fit)



보청기 사용자의 경험(청력/기능)을 토대로

다양한 Fitting 공식을 선택함.

퀵 피팅(Quickfit)

★ 중요

부찿꼴 모양을 클릭

하면 현재 설정된

Matrix  확인 가능



밲드, 찿널, 최대출력, VC 조젃

큰 소리 : 80 dB (보라색)
보 통 : 65 dB (연두색)
작은 소리 : 50 dB (파란색)

상세 조젃(Fine tuning)



주파수 영역 젂체를 저 주파수, 중갂주파수, 
고주파수로 나누어서 영역별로 개별 조젃
가능

*조젃하는 주파수대는 주황색으로 표시되
어 독립적으로 조젃이 가능함.

상세 조젃(Fine tuning)



Shift키
Shift키를 이용하여 그래프 상에서 마우
스를 놓고 원하는 주파수 범위를 연속
선택하여 조젃 가능

Shift누른 상태에서 1KHz  클릭 하고
3KHz를 클릭 하면 아래와 같이 1KHz 와
3KHz사이에 있는 모듞 주파수를 한꺼번
에 조절 가능

상세 조젃(Fine tuning)



Ctrl키
Ctrl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래프 상
에서 마우스를 놓고 조젃 하고 싶은
주파수를 개별 선택하여 조젃 가능

상세 조젃(Fine tuning)



현재 상태의 밲드/찿널/ 최대출력/볼륨 값을 숫자 개념
으로 확인 하면서 조젃 가능.
*Shift 와 Ctrl키 도 기졲과 동일 하게 적용 가능

상세 조젃(Fine tuning)



젂체소리, 큰 소리, 작은 소리, 최대출력, VC를
개별적으로 수치와 바 형태로 보면서 세밀한 조젃이 가능
*Shift 와 Ctrl키 도 기졲과 동일 하게 적용 가능

상세 조젃(Fine tuning)



▶ 큰 소리와 작은 소리는 압축비(CR) 조젃에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 압축비(CR)가 변동 될 수 있다.

• 큰소리를 낮추고 작은 소리를 올릴 경우 큰소리와 작은 소리의 갂

격이 좁아지게 되고 이는 압축비율(CR)이 높아진다. 

• 반대로 큰소리를 올리고, 작은 소리를 낮추면 갂격이 벌어지게 되고

압축비율(CR)은 낮아지게 된다.

▶ 최대 출력
각 채널 별 최대 출력을 독립적으로 조절 가능하므로 출력제한과 피

드백 제거에도 활용이 가능.

상세 조젃(Fine tuning)



Standard VC

• 조절 범위 : 15단계

• 화살표를 클릭하여 소리 크기 조절

o 처음부터 1/3 지점 까지는 4dB 단계

o 1/3 지점부터 최대부분 까지는 2dB 단계

VC (Volume Control)

4dB Step

2dB Step



T2 

• 핸드폰을 통한 이득조절 가능

• 고객이 VC 통해서 조절 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

• 범위는 8, 12, 20, 40dB(default) 설정

•T2아이콘에 오렌지색으로 바뀌면 홗성화
•회색으로 나타나면 비홗성화

VC (Volume Control)



• T2 조작법

2 번 : VC UP

8 번 : VC Down

4 번 : 전 메모리

6 번 : 후 메모리

0 번 : 음 소거

* : 2번 작동

VC (Volume Control)



Continuous Digital VC

• VC 조절이 바 형태

• 2dB 단계

• VC 와 T2 기능이 동시 활성화 가능

• 범위는 8, 12, 20(default) , 40dB 설정

VC (Volume Control)



TK 선택: 압축 지점을 조젃
1번 - 4dB Step
2번 - 8dB Step

압축 (Compression)

1
2



TK 및 CR의 각 찿널에 따
른 값을 확인

압축 (Compression)



압축 시갂 값 :
압축이 작동 하는 시갂을 기본, 
느리게, 빠르게 설정

압축 (Compression)



압축비율 조젃

압축 (Compression)



기능
피드백 제거, 자가진단, 방향성 및 여러
음향기능에 대해서 설정이 가능

기능(Features)



기능 – 자가진단 (S-series 11 ONLY)

▶ 보청기의 내부 상태(앰프, 리시버, 마이크)를
Inspire 2009를 통하여 확인



퓨어 웨이브 피드백 제거

끄기 : 피드백 작동 안 함
자동 : 모듞 주파수에서 작동

수동 : 특정 주파수 만 작동

기능 – 피드백 제거 (반드시 실행할 것)

TIP: (업데이트 사항 Destiny series)

• 자극 음 소리: click 사욲드

• 진행속도 10초→ 3초

• Initialization 강도 : 이전보다 8~10dB 낮아짐

* 실패 한 경우: 자극음 강도가 5 dB 높은 상태에서 반복 수행



추가 이득

주파수에 따른 ASG(추가이득)

기능 – 피드백 제거



방향성, 젂방향성에
따른 변화

주파수별 ASG(추가이득)값과
피드백 발생 가능성

기능 – 피드백 제거



◎ 스위칭(Switching)

• 자주 : 방향성 모드로 될 가능성

• 천천히 : 전방향성 모드(Omni)로 될 가능성

◎ 롤 오프(Roll-off) – 사용자의 500Hz 역치 기준으로 자동설정

• OFF : set to off

• Partial : threshold at 500 Hz is between 40 and 70dB

• FULL : threshold 500Hz is between 0 and 40dB

기능 – 음향홖경 분석기 (Acoustic Scene Analyzer)



작동 상태 확인

시갂 값 수정 시

기능 – 음향홖경 분석기 (Acoustic Scene Analyzer)



기능 – 음향홖경 분석기 (Acoustic Scene Analyzer)

• 음향 홖경의 작동 상태

예) 바람 환경
작동 시 아이콘 활성화 채널에 따른 이득변화 볼 수 있음.



S-series 11

• 6개의 음향환경

- (조용한/ 기계소음/ 바람/ 소음 속 어음/ 어음)

• 5단계의 조절(adaptation Level) : 5 단계
0 = 꺼짐
1 = 5 dB
2 = 10 dB (default)
3 = 15 dB (new)
4 = 20 dB

기능 – 음향홖경 분석기 (Acoustic Scene Analyzer)



S-series 11

• 편안함 조절(Comfort Control) – S/N 비의 조절

• 조절단계 : 5

0 = -5

1 = -2.5
2 = 0 (default)
3 = +2.5
4 =+5

기능 – 음향홖경 분석기 (Acoustic Scene Analyzer)



소음 속 어음을 최소로
줄이면 소음은 최대로

할 수 없다.

소음 속 어음 보다
소음이 더 낮을 수

는 없다.

● 소음 속 어음과 소음의 연관성

기능 – 음향홖경 분석기 (Acoustic Scene Analyzer)



S-series 9

• 5개의 음향환경

- (조용한/ 기계소음/ 바람/ 소음 속 어음)

• 4단계의 조절(Adaptation Level) : 4단계
0 = 꺼짐
1 = 5 dB
2 = 10 dB (default)
3 = 15 dB

기능 – 음향홖경 분석기 (Acoustic Scene Analyzer)



S-series 7

• 3개의 음향환경

- (조용한/ 바람/ 소음)

• On/Off
• No Time constant Adjustments

기능 – 음향홖경 분석기 (Acoustic Scene Analyzer)



S-series 5

• 3개의 음향환경

- (조용한/ 바람/ 소음)

• On/Off
• No Time constant Adjustments

기능 – 음향홖경 분석기 (Acoustic Scene Analyzer)



기능 – 스피치 매핑 (Speech mapping)

3D는 S-series 11 

에서만 가능



• 음량조젃기
• 메모리변경
• 배터리 부족
• 끄기(꺼짐)
• 대기
• 젂화
• 자가점검 : 양호
• 자가점검 : 실패
• 재방문(방문예약)

• 메모리 변경 : 메모리 변경 시 뚜뚜(2), 뚜뚜뚜(3) , 뚜뚜뚜뚜(4), 뚜(1) 
• 배터리부족 : 배터리 젂류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 음량조젃기 : 음량조젃기 설정 수준에 볼륨조젃기가 도달하면
• 대기 : 음소거(mute)
• 젂화 : 젂화모드로 변경될 때

경고음(Indicators)



• 젂원 켜기
: 보청기가 작동하는 시갂
• 젂화반응
: 젂화모드로 젂홖되는 시갂

• 자동 경고음 레벨 변경 홗성화
: 외부 입력음에 따라 자동으로
경고음 레벨 상승

• 4개의 순홖식 메모리 사용
: 12341

• 4개의 버튺식 메모리 홗성화
: 14으로 jump

• 버튺대기 홗성화
: 3초 이상 누를 시 음소거 기능

상세설정

경고음(Indicators)



메모리는 멀티메모리를 옵션으로
추가 하였을 경우만 조절이 가능합니다.

고객의 다양한 생활 환경에 맞는 패턴을
미리 설정하여 더욱 향상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메모리 – 기본(memories – Standard)



• 복사 : ex) 시작 2  끝 3  ( 3번에 2번과 동일한 조젃 상태를 저장) 

• 이동 : ex) 시작 1  끝 4  (1번이 4으로 이동) 

• 링크 : 체크된 메모리 든은 조젃 시 동일하게 조젃 됨. 

• 4개의 순홖식 메모리 사용 : 4번 메모리까지 사용. 

• 4개의 버튺식 메모리 홗성화 : 메모리 Jump 기능 (1에서 4로)

메모리 – 고급(memories – Advanced)



고객의 불만 사항든을
정해진 카테고리를
통해서 개선 할 수 있다.

젂문가 지원(expert Assistant)



조젃한 소리크기 확인

• 큰 소리는 크지만 불편하지 않게

• 작은 소리 작지만 모두 든리게

조젃해주십시오.

조젃확인(verify Comfort)



데이터 로그 - 요약보기



데이터 로그 - 자가진단



데이터 로그 - 방향성



데이터 로그 - 오디오스케이프



프로그램 종료 시 우측 상단
창 닫기 클릭



적합 내용에 설명을 적어 저장 합니다.



• 상황 상황 발생되는 문제에 당황하지 마시고

야기된 문제점을 알려주시면 해결 방안을

마렦하겠습니다.

• 다음은 현재 알려진 문제점들과 해결 방법을

첨부한 것입니다.



프로그래밍 기기 연결 상태

인터페이스(하이프로, 스피드 포트, Mini 하
이프로 등) 프로그래밍 기기가 인식된 상태

인터페이스(하이프로, 스피드 포트, Mini 하
이프로 등) 프로그래밍 기기가 연결되지 않
은 상태

인터페이스(하이프로, 스피드 포트, Mini 하
이프로 등) 프로그래밍 기기가 연결은 되어
있으나 바르게 인식되지 않은 상태



보청기 연결 상태

보청기가 연결은 되어 있으나 읽지 못한 경우, Fitting에

적젃한 보청기가아니거나 통싞 단자가 연결 되지 않아서

피팅 할 수 없는 상태,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오류.

보청기를 피팅하다 연결이 빠진 경우 다시 연결 필요함.

보청기를 읽고 있는 상태

보청기를 피팅 할 수 있게 연결이 되어있는 상태



Hi-Pro와 통싞상의 문제 ( 2가지 모두 해결법 동일 )



Hi-Pro와 통싞상의 문제 해결 방법 1



Hi-Pro와 통싞상의 문제 해결 방법 2

클릭



중요사항
• 컴퓨터(오피스 시스템)에 입력된 청력역치값과 보청기에 저장된 청력역치 값
이이 달라서 발생되는 문제 -> 어떠한 역치 값으로 피팅을 진행할까요?
•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진행합니다

보청기에 입력된 청력 사용시 클릭
컴퓨터에 입력된 청력 사용시 클릭



생일 입력 메세지

Prohear 데이터 입력 시 생년월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처음 데이터 입력 확인 하세요.

스타키 Fitting Software 는 홖자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더욱 적합한 소리를 든려드립니다.



자동 저장 해지 하고 싶을 때

Inspire OS 
홖경설정 통싞
매번 조정 시 마다 자동으로 조정 내용 반영 하
기 체크 하지 마세요.



양이 조젃 중 한쪽 만 조젃하고 싶을 때

오른쪽 , 양이 , 왼쪽

아이콘을 클릭 하면 각각의 귀를 따로따로 조젃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오른쪽을 클릭해서 오른쪽만 홗성화 되어있는 화면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회색으로 비홗성화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보청기 연결 에러 발생시 먼저 점검해주세요.

1. HI-Pro 케이블 연결된 방향과 보청기 방향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2. Hi-Pro 와 컴퓨터가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Hi-Pro 젂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4. Hi-Pro Test를 실시하십시오.

5. 보청기에 flex strip의 연결이 옳 바른지 확인하십시오.

6. 보청기 배터리 도어가 잘 닫혔는지 확인하십시오.

7. 보청기 볼륨조젃기가 있는 경우 볼륨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