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ethoSOL
Application
사용 설명서

Application
Application 다운로드

1. 안
 드로이드 : Play Store를 실행하세요.
iOS : App Store를 실행하세요.

2. 검색창에 ‘BeethoSOL’를 검색합니다.

3. B
 SL에서 배포한 BeethoSOL 앱을 선택하여
휴대폰에 설치합니다.

Application 실행

* 앱에 제품을 등록하는 과정은 최초 앱 실행시에만 하시면 됩니다.

아이폰 전용 설정 단계

제품과 휴대폰을 블루투스로
연결 후 앱을 실행 합니다.

* 아이폰 사용자는 앱을 실행 하기 전에
‘전용 설정 단계’를 참고 하세요.

제품의 재생/정지 버튼을

1분 이내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팝업창이

후 앱을 실행 합니다.

제품이 연결됩니다.

길게 눌러 ‘비프’ 음을 들으신

생성되며, 쌍으로 연결을 선택하시면

* 이 과정은 앱에 기기를 처음 등록할 경우에만
하시면 됩니다.

Application
간편 검사

좌측 상단의 메뉴(≡)를 선택하여 ‘간편

특정 시간 간격으로 재생 되는 비프음이

‘비프’음 재생 속도는 하단의 ‘느리게’ /

왼쪽 귀부터 오른쪽 귀까지 검사를 진행

검사’를 선택합니다.

‘빠르게’ 버튼으로 조절 하실 수 있습니다.

들릴 시, ‘Press’ 버튼을 누릅니다.

하고, 검사가 완료 되면, 제품에 피팅 결과
가 적용됩니다.

Application
상세 검사

좌측 상단의 메뉴(≡)를 선택하여 ‘상세

여섯 개의 조절바를 움직여 소리가 들리는

왼쪽 귀 부터 오른쪽 귀까지 모두 조절

조절 완료 후 ‘적용’ 을 누르면 검사 결과가

검사’를 선택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 조절바를 두세요.

제품에 적용 됩니다.

Application
모드

좌측 상단의 메뉴(≡)를 선택하여

‘프리셋’은 사용자가 직접 상황에

‘대중교통’은 대중교통을 이용

기반으로 청취 환경을 조절할 수

청취하도록 합니다.

합니다.

‘모드’를 선택하여 검사 데이터를
있습니다.

맞는 소리를 만들고, 필요에 맞게

‘실외’는 식당이나 실외에서 청취
하기에 적합하게 설정합니다.

할 때 청취하기에 적합하게 설정

‘실내’는 조용한 곳이나 실내에서

청취하기에 적합하게 설정합
니다.

Application
나의 설정

좌측 상단의 메뉴(≡)를 선택하여 ‘나의
설정’을 선택합니다.

소리 조절

현재 제품에 적용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1. 볼륨 조절바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증폭도를 조절
할 수 있습니다. 양측 볼륨을 조절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세요.

2. 저음, 고음 조절바를 이용하여 본인에게 가장
편안한 청취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울리는 소리’ 또는 ‘왕왕 거리는 소리’ 가 불편할 경우 저음을
줄이세요.

* ‘그릇 부딪히는 소리’ 또는 ‘종이 넘기는 소리’ 가 불편할 경우
고음을 줄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