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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기준) 

단말의 앱 목록에서 Play 스토어를 
실행합니다. 

앱 검색창에 Smart [Hearing Aid]를 
입력하여 앱을 검색합니다. 

SK Telecom에서 배포한 Smart 
[Hearing Aid] 앱을 선택하여 단말에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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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실행 

앱 목록에서 Smart [Hearing Aid]를 
선택하여 앱을 실행합니다. 

앱을 설치한 후 최초 실행한 경우에는 Quick Guide를 실행하여 설정을 도와
줍니다. Quick Guide의 순서대로 진행하십시오. 
 
앱을 이미 사용 중인 경우에는 환경 설정 페이지를 실행합니다. 이 때, 단말
과 기기의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연결 설정을 제외한 부분은 
비활성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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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Guide 

기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말의 블루투스 설정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설정 페이지에서 블루투스를 
검색하고 연결시켜 주십시오. 

보청 기능을 적용할 방향을 선택하십
시오. 개인의 청력 상태에 따라 한쪽 
귀에만 적용하거나, 양쪽 모두 적용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측정한 청력 검사 결과가 
있으면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십시오. 
 
검사 결과가 없는 경우, 청력 패턴을 
측정하여 본인의 청력에 알맞은 소리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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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 데이터 입력 

청력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청력 검
사 결과지의 숫자를 직접 입력하거나, 
숫자에 맞게 입력 바의 높낮이를 조
절하십시오. 
 
적용하기를 누르면 입력한 데이터가 
기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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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 패턴 측정 

청력 패턴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빠
른 측정과 정밀 측정을 제공합니다.  
 
빠른 측정은 정밀 측정을 간소화하여 
측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인 대신, 
정확성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
다. 

개인의 청력 패턴을 측정할 준비가 
완료되면 시작 부분을 터치하여 측정
을 시작합니다. 

측정을 시작하면 주파수 대역별로 소
리를 들려줍니다. 이 때 소리가 
들리면 가운데 부분을 터치하여 청력 
측정을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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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결과 

청력 측정이 완료되면 오디오그램의 
형태로 결과를 보여줍니다.  
 
적용하기를 누르면 측정한 결과 데이
터가 기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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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설정 

일부 소음 환경에 따라 모델링한 프
리셋을 제공합니다. 청취 환경에 따
라 적합한 프리셋을 선택하여  사용
하십시오. 
 
볼륨 조절을 통해 보청 기능을 사용
할 때 전체적인 증폭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의 메뉴 버튼(三)를 누르면, 
청력 데이터 입력, 청력 패턴 측정 등
을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메뉴를 불
러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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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조정 

기기에 적용된 청력 데이터를 좀 더 
개인 최적화 할 수 있도록 미세 조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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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정 메뉴에서는 부가 기능인 분실 
방지 기능 ON/OFF, 블루투스 연결 
설정, 보청 기능을 적용할 방향 설정, 
음성 알림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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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음성 알림 기능은 단말이 문자 메시
지 혹은 알림 메시지 등을 수신하면 
이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편의 기능입
니다. 

음성 알림 기능을 활성화할 경우, 모
든 알림 메시지 혹은 특정 앱의 메시
지를 읽어주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앱의 이름만 읽어주거나, 내용 
전체를 읽어주도록 추가적인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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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fication Bar 

앱이 설치된 후에는 앱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단말의 Notification Bar를 
통해 청취 환경을 바로 선택할 수 있
습니다. 

단말과 기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앱의 설정 페이지로 이동하여 
블루투스 연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