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설명서

보청기용 충전 시스템

제한 보증서
ZPower전용 제한 보증서는 www.zpowerhearing.com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 공급사에서도 Zpower의 제한 보증서 사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 목적
ZPower 충전식 시스템의 사용 목적은 보청기를 ZPower 은-아연(silver-zinc) 충전지와 호환되는 충전식 보청기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호환성
ZPower의 충전식 시스템은 여러 모델로 제공되며 각 모델은 특정 보청기 모델 세트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호환 가능한 모델의
목록은 www.zpowerhearing.com를 참조하십시오.

기호설명
기호

설명
사용자 설명서를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

제품의 모델 번호
패키지의 내용
중대하거나 가벼운 부상 또는 시스템을 손상시킬 수 있는 상황.
기기의 올바른 사용법 및 시스템 손상 방지 요령에 대한 조언 및 팁.
CE 마크는 ZPower 시스템과 개별 구성 요소가 의료기기지침 93/42/EEC, RoHS 지침 2002/95/EC, WEEE 지침 2012/19/
EU, 배터리 지침 2006/66/EC의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여 줍니다. CE 마크 다음의 숫자는 이와 같은 사항을 심의한
인증기관의 코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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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유럽 연합 내에서 이 표시가 있는 기기는 WEEE 지침 2012/19/EU와 RoHS 지침 2011/65/EC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러한 기기는 현지의 수집 장소나 재활용 센터에 버리셔야 합니다.

이 표시가 있는 장치는 FCC 규정 제15조를 준수합니다. 작동 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본 기기는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2) 원하지 않는 작동을 유발할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한
모든 간섭을 수용해야 합니다. 본 기기는 테스트를 거쳐 FCC 규정 제15조에 의거, B 등급 디지털 장치에
대한 제한 규정을 준수함이 검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 규정은 주거용 설치 시 유해한 간섭파에 대해
합리적인 보호 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본 기기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사용, 방출할
수 있으며, 지시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무선 통신에 해로운 간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정 설치 시,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본 기기가 라디오나 텔레비전 수신에
해로운 간섭을 일으키는 경우 (장비를 껐다가 켜서 확인 가능)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서 간섭을
해결하십시오.
• 수신 안테나의 방향이나 위치를 변경하십시오.
• 장비와 수신기 사이의 간격을 넓히십시오.
• 장비를 수신기가 연결된 것과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 대리점이나 라디오/TV 기술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EU 지침 93/42/EEC에 정의된 의료기기 제조업체.
의료 기기를 식별할 수 있는 제조업체의 카탈로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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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배치나 로트를 식별할 수 있는 제조업체의 생산 배치 코드
의료 기기가 노출되어도 안전한 온도 범위: -10~50°C (14~122°F)
의료 기기가 노출되어도 안전한 습도 범위: 20~75%
의료 기기가 노출되어도 안전한 대기압 범위:최소 11 kPa
의료 기기를 습기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시스템에 은-아연 배터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 배터리 도어 모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전기가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AC 어댑터가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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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용자 설명서는 다음 기기에 관한 것입니다
아래를 포함하는 ZPower 충전 시스템
배터리 도어 모듈 (ZBDM-01)
충전기 (ZC-B01) & AC 어댑터
은-아연 충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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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사용 방법

시작하려면 전원코드를 USB 벽면 어댑터와 전원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처음 전원이 연결되면 두 충전기 표시등이 녹색으로
빠르게 변합니다.
보청기 충전
1.

충전기에 보청기를 연결합니다.
보청기 튜브를 가볍게 잡고 충전 슬롯에 넣으십시오. 두 돔 모두 그림처럼 전원 케이블과 같이 동일한 충전기의 면을
향해야 합니다. 보청기를 올바르게 놓으면 두 표시등이 모두 녹색으로 깜빡입니다.

2.

3~4시간 기다리십시오.
보청기가 충전 중일 때 표시등이 녹색으로 깜빡입니다. 완전히 충전되었을 때는 표시등이 깜빡이지 않고 녹색으로
켜집니다.

3.

보청기를 충전기에서 분리하고 착용하십시오.
보청기 충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할 수 있지만, 완전히 충전했을 때만큼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마다 충전하십시오. 과충전되지 않습니다.
보청기는 작동 온도 범위 내에서 충전하십시오: 10~40°C (50~10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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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 지시 사항

이 충전기는 ZPower 충전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보청기를 위한
기기입니다. ZPower 충전지만 이용하십시오. 이 제품은 전원
스위치가 없습니다. 전원 코드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집니다. USB 벽면 어댑터는 전압 입력 및 연결 유형에 대한
해당 지역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의
• 이 충전기는 실내용입니다.
• 기기를 극단적인 온도 또는 습도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십시오.
• 물에 넣지 마십시오.
충전기에 보청기 삽입/분리 시 모습

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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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도어 모듈

• 전자레인지에 넣지 마십시오.

모듈용 배터리 어셈블리

USB 케이블 & 월 어댑터
(월 어댑터 제공 여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청기 전문가가 충전식 배터리 도어 모듈을 적합한 보청기 모델에 장착해야 합니다. 호환되지 않는 보청기에 배터리
도어를 설치하면 고장날 수 있습니다. 호환되는 보청기 모델에만 배터리 도어를 설치하십시오. 호환 가능한 모델 목록을
보려면 www.zpowerhearing.com을 참조하십시오.
경고
• 질식 위험. 작은 부품에 의해 질식 위험이 있습니다. 보청기, 배터리, 부속품을 애완동물이나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시스템 부품을 삼킨 경우 즉시 의료 조치를 취하십시오.
• 걸려 넘어질 위험.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곳에 전원 코드를 두지 마십시오.
• 자기장. 충전기에는 자석이 달려있으므로 심장 박동기에서 최소 15 cm (6 inch) 이상 떨어진 곳에 두어야 합니다.
• 목이 조일 위험. 부적절하게 사용 시 목을 조를 수 있는 긴 전원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 부상 위험. 파워 코드를 붙잡고 있거나 충전기를 흔들지 마십시오.
• 감전 위험. 호환되지 않는 부품을 통한 감전 위험. 충전기와 함께 제공된 USB 벽면 어댑터를 사용하십시오.
• 화재 및 폭발 위험. 폭발성 또는 산소가 많은 곳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삼킬 위험. 자석을 충전기에서 분리한 후, 입이나 코에 넣지 마십시오 자석을 삼키면 장에 박혀서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석을 삼켰을 경우 즉시 전문 의료 기관에 연락하십시오.
• 과열 위험. 부적절한 USB 벽면 어댑터를 사용하면 충전기가 과열될 수 있습니다. 충전기와 함께 제공된 USB 벽면
어댑터처럼 5V DC, 최소 500 mA의 출력을 갖춘 EN 60950의 인증을 받은 어댑터만 사용하십시오.

9

경고
• 충전기의 USB 포트를 설명된 용도로만 사용하십시오.
• 벽면 어댑터만 전원 콘센트에 삽입하지 마십시오.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지시 사항에 설명된 장비만 사용하여 시스템을 충전하십시오. 다른 장비를 사용하면 시스템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3

충전 시스템의 어떤 부품도 단단한 바닥에 떨어뜨리면 시스템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산산히 부서질 수 있습니다.

관리

올바른 사용은 배터리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됩니다.
배터리 팁
• 사용하기 전에 배터리를 주기적으로 충전하십시오.
• 10°C (50°F)~40°C (104°F) 사이의 온도에서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충전기에 배터리를 넣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방전됩니다.
• 보청기를 며칠 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배터리를 분리하십시오.
• 배터리 수명은 약 1년이며 보청기 전문가에게 문의해서 언제든 쉽게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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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 필요하면 청소하십시오.
• 물기 없는 부드러운 티슈로 닦으십시오.
• 보청기와 함께 제공되는 부드러운 솔을 사용해서
충전기의 접촉단자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 충전기를 멸균 또는 소독하지 마십시오.
• 알코올이나 용제 등 어떤 액체도 청소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충전 배터리가
올바르게
삽입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보청기나 배터리 도어가 헤어스프레이 또는 화장품에
의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보청기를잠시 빼주십시오.
충전하기 전에 항상 보청기와 충전기에 물기가 없고
깨끗한지 확인하십시오.
충전기의
접점은 물기가
없고 부드러운
티슈로
청소하십시오.
청소 시
보청기와
함께 제공된
부드러운
브러시를
사용하여
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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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 해결
충전기 표시등

문제

권장 조치사항

표시등이 꺼져있습니다.

보청기가 충전기에 올바르게 삽입되지
않았거나 충전기에 전원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보청기를 분리한 후 올바른 방향으로
삽입하십시오. USB 케이블이 USB 벽면 어댑터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른 USB 장치를 연결하여 USB 벽면 어댑터가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하나 또는 두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켜져
있습니다.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습니다.

보청기 배터리가 ZPower의 충전식 배터리인지
확인하십시오.

두 표시등이 모두
빨간색으로 깜빡입니다.

적정 온도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충전기를 온도 범위가 10°C(50°F)~40°C(104°F)
인 곳으로 옮기십시오.

적정 온도로 돌아올 때까지 충전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지속되면 보청기 전문가에게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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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 데이터

ZPower의 충전식 시스템 사양
작동 온도 ................................................................................................................................................ 50°F (10°C)에서 104°F (40°C)
보관 온도 ............................................................................................................................................... 14°F (-10°C)에서 122°F (50°C)
습도 ......................................................................................................................................................................................... 20%에서 75%
침수에 대한 보호 ........................................................................................................................................................................ IPX0 (보통)
최소 대기압 ......................................................................................................................................................................................... 11 kPa
USB 벽면 어댑터 입력 전압 .................................................................................................................................................. 100~240V AC
USB 벽면 어댑터 출력 전압 .............................................................................................................................................................. 5V DC
USB 벽면 어댑터 출력 전류 ............................................................................................................................................................. <=1.0A
USB 벽면 어댑터 .................................................................................................................. ZPower는CB인증 벽면 어댑터를 제공합니다
감전 방지 ............................................................................................................................................................................................ Class II
보청기 호환성에 관한 정보는 www.zpowerhearing.com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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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준수 정보

이와 같이 Zpower는 본 제품이 의료기기 지침 93/42/EEC의 요건을 충족함을 선언합니다. 적합성 선언의 전체 내용은 본
사용법의 뒤 표지에 나와 있는 제조업체 또는 현지 대리점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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