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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보증서

일시: 모델:

보증 기간:

시리얼 번호.:

청각 클리닉



국제 보증

티비 어댑터는 제조업체에 의해 배송된 날로부터 24 
개월 동안 국제 보증이 적용됩니다. 보증은 보청기 자체의 
기계적인 결함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배터리, 케이블, 전원 
등과 같은 액세서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적절한 취급 
또는 관리, 과도한 사용, 사고, 공인되지 않은 업체에 의한 
수리, 부식될 수 있는 환경의 노출, 기기에 들어간 이물질로 
인한 손상 또는 잘못된 조정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는 보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의 품질 보증은 소비재를 관리하는 
국가 규정 하에 있을 수 있는 사용자의 법적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귀하의 청력 관리 전문가가 제한된 보증의 
조항을 초과하는 품질 보증을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수리가 필요할 경우
단순한 문제의 처리가 가능하고 즉시 조정할 수 있는 청력 
관리 전문가에게 티비 어댑터를 가져가십시오.



소책자 소개

이 소책자는 귀하의 새로운 티비 어댑터를 사용하고 
유지 관리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주의사항을 포함하여 
소책자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소책자를 통해 귀하의 
새로운 티비 어댑터의 모든 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청력 관리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Dolby Laboratories의 허가를 받아 제조되었습니다. 
Dolby 및 double-S Symbol은 Dolby Laboratories의 
등록 상표입니다.



사용 목적

티비 어댑터는 텔레비전 또는 다른 전자 오디오 기기의 
소리를 보청기로 무선 송신을 위해 제작 되었습니다. 

티비 어댑터는 성인과 36개월 이상의 아동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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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티비 어댑터 패키지에는 다음과 같은 구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전원

RCA 케이블 TOSLINK 
케이블

미니 잭 어댑터

소책자

User Guide HEA6002

HearLink
TV Adapter

HearLink
TV Adapter

티비 어댑터 



10

티비 어댑터 개요

모드 전원 
표시등

티비 
표시등

전원 켜짐, 보청기와 연결 없음

페어링 완료(30초 불켜짐)

전원 켜짐, 스트리밍 없음

RCA 케이블 연결 및 스트리밍

RCA 연결 없음/오디오 입력

TOSLINK 케이블 연결 및 
스트리밍(디지털)

TOSLINK 케이블 연결 및 
스트리밍(인식 불가능)*

고장 상태**

* 다른 연결 방법으로 재시도하길 권장함
** 구매 지점에 문의

표시 없음 표시 깜빡임

표시 흐림 표시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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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면

전원 표시등

 티비 표시등

뒷 면

전원 TOSLINK 입력

TOSLINK 출력

모드*

RCA

커넥터 포트

(왼/오른쪽)

OUT
IN

R
L

POWER

셋업

* 추후 기능 사용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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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티비 어댑터 처음 사용
티비에서 보청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려면, 먼저 티비 
어댑터를 전원과 연결해야 합니다. 그 후에, 티비에 
연결하고 보청기와 페어링 하십시오.

이는 티비 어댑터 설치 방법에 대한 단계별 안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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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 어댑터의 위치

티비와 티비 어댑터를 가까이 위치시키고, 보청기 사용자와 
수평하게 위치시켜 장애물이 없도록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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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 어댑터를 전원에 연결하기

티비 어댑터를 전원에 연결 합니다.
 
박스 1의 전원 사용 하기
1. 전원 코드를 티비 어댑터 (A)의 “전원” 커넥터에 연결 

합니다. 
2. 전원을 전원 소켓 (B)에 연결 합니다. 
3. 전원이 들어 왔는지 확인 합니다 (C);몇 초 후에 두 개의 

표시기가 파란색으로 흐려질 것 입니다, 이는 보청기와 
페어링 이 필요하다는 표시 입니다. 26 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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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 어댑터를 티비와 연결하기 

티비 어댑터를 티비와 4가지의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연결 페이지

TOSLINK (디지털 스테레오 PCM 또는 Dolby  
Digital*)

18

오디오 출력(왼/오른쪽) 20

미니 잭 출력
(일반적으로 헤드폰 출력)

22

SCART 오디오 출력(왼/오른쪽) 24

* Dolby 및 double-D 기호는 Dolby Laboratories의 등록 

상표입니다.

TOSLINK의 사용을 권고 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티비에 맞는 솔루션 페이지를 참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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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LINK를 사용하여 연결하기 
1. 박스 3 (A)의 TOSLINK 케이블을 사용 합니다. 
2. TOSLINK 케이블 (B)의 플라스틱 캡을 제거 합니다. 
3. TOSLINK 케이블을 티비/홈시어터 시스템 (C)의 

TOSLINK 출력에 연결 합니다. 
4. TOSLINK 케이블을 티비 어댑터의 TOSLINK 입력 (D)

에 연결 합니다. 
5. TOSLNK 출력 (E)은 외부 Dolby 디코더 및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과 같은 다른 TOSLINK 장치를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26페이지를 참고하여, 티비 어댑터를 보청기와 연결 
합니다. 

올바른 오디오 출력이 TOSLINK 출력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TV, DVD 플레이어 또는 홈 시어터 시스템을 
구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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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A를 사용하여 연결하기 
1. 박스 2 (A)의 RCA 케이블을 사용 합니다. 
2. RCA 케이블을 티비/홈시어터 시스템 (B)의 RCA 

출력에 연결 합니다. (일반적으로 “L – R AUDIO OUT”
이라 표시 되어 있으며 티비의 뒷면 또는 아래 패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 RCA 케이블을 티비 어댑터 뒷면의 RCA 커넥터 (C)에 
연결 합니다. 

4. 26페이지를 참고하여, 티비 어댑터를 보청기와 연결 
합니다. 

올바른 오디오 출력이 TOSLINK 출력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TV, DVD 플레이어 또는 홈 시어터 시스템을 
구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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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잭 어댑터를 사용하여 
연결하기 

1. 박스 2 (A)의 미니 잭 어댑터를 사용 합니다. 
2. RCA 케이블을 미니 잭 어댑터 (B1)에 연결 합니다.  
3. 미니 잭을 티비에 연결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헤드폰 

출력 (B2) 입니다. 
4. RCA 커넥터를 티비 어댑터의 RCA 입력에 연결 합니다 

(C). 
5. 26페이지를 참고하여, 티비 어댑터를 보청기와 연결 

합니다.

헤드폰 출력에 연결할 때, 티비 스피커는 음소거 될 것 
입니다, 소리는 보청기/티비 어댑터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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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RT를 사용하여 연결하기 

1. SCART 어댑터* (A)를 사용 합니다. 
2. RCA 케이블을 SCART 어댑터 (B)의 빨간색과 흰색 

단자에 연결 합니다. 
3. SCART 어댑터를 티비의 SCART 출력에 연결 합니다 

(C). 
4. RCA 커넥터를 티비 어댑터의 RCA 입력에 연결 합니다 

(D). 
5. 26페이지를 참고하여, 티비 어댑터를 보청기와 연결 

합니다.

*  SCART 어댑터는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 SCART 어댑터가 필요하다면, 청력 전문가에게 문의 
하십시오. 

SCART 커넥터의 오디오 출력은 티비에서 선택한 
소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티비는 
티비 사운드를 SCART 출력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 : 연결된 DVD 플레이어의 소리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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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와 티비 어댑터를 페어링 
하기

티비 어댑터를 사용하기 전에, 보청기와 반드시 연결 되어 
있어야 합니다. 

페어링은 한번만 필요하며, 이 때에는 20-60초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중요 공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청기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청기 사용 설명서를 참고 하십시오. 

티비 어댑터는 다수의 보청기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는 같은 소리를 들을 것 입니다. 더 많은 
세부 사항을 확인 하기 위하여 36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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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 어댑터의 전원이 켜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보청기를 껐다가 켜서 페어링을 준비 합니다. 특정 보청기 
모델에 대해서는 사용 설명서를 참조 합니다. 

양이의 보청기를 티비 어댑터에 가깝게 (또는 위에) 위치 
시킵니다. 

페어링이 완료 되면, 전원 표시기와 티비 표시기가 30초 
동안 파란색 불빛이 들어올 것 입니다.  

티비 어댑터 설명

페어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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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로 티비 소리 듣기 
티비 어댑터가 보청기와 페어링 되면, 프로그램으로써 
사용될 것 입니다. 티비 소리를 듣기 위해 프로그램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을 변경 합니다. 

프로그램 사이클은 사용하고 있는 보청기의 현재 프로그램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티비 프로그램 표시기(보청기 프로그램 표시기와 다름)는 
티비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들리게 될 것 입니다.  

중요 공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청기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청기 사용 설명서를 참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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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로 티비 소리 끄기 

티비 소리 수신을 멈추려면, 보청기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간단히 변경 합니다. 

P2 TVP1

프로그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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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로 볼륨 조절하기 

티비 볼륨 정도를 조정하기 위해, 양이 보청기의 볼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짧게 버튼을 누름으로써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조절하기 위해, 반복하여 
누릅니다. 

볼륨을 증가시키기 위해, 오른쪽 
보청기의 버튼을 짧게 누릅니다. 

볼륨을 감소시키기 위해, 왼쪽 보청기의 
버튼을 짧게 누릅니다. 

보청기의 티비 볼륨은 티비 리모컨의 볼륨 조절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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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공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청기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청기 사용 설명서를 참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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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리모컨으로 티비 소리 듣기

리모컨은 무선 보청기의 부가 액세서리 입니다. 

티비 어댑터가 보청기와 페어링 되면, 프로그램으로써 
사용될 것 입니다. 티비 소리를 듣기 위해 프로그램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을 변경 합니다 (A). 

프로그램 사이클은 사용하고 있는 보청기의 현재 프로그램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티비 프로그램 표시기(보청기 프로그램 표시기와 다름)는 
티비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들리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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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리모컨으로 티비 소리 끄기

티비 소리 수신을 멈추려면, 보청기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간단히 변경 합니다. 

P2 TVP1

RC-N_ILLU_StatusLightIndication_CMYK13

프로그램 변경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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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리모컨으로 볼륨 조절 하기

양이 보청기의 티비 볼륨 정도를 조정하기 위해, 리모컨의 
볼륨 버튼을 사용 합니다.

RC-N_ILLU_StatusLightIndication_CMYK13

짧게 버튼을 누름으로써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조절하기 위해, 반복하여 

누릅니다. 

짧게 버튼을 누름으로써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조절하기 위해, 반복하여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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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컨으로 음소거 하기

티비를 보는 동안 보청기의 마이크를 음소거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티비 소리만 청취할 수 있습니다. 

RC-N_ILLU_StatusLightIndication_CMYK13

보청기의 주변 환경 소리가 음소거 될 때까지, 

볼륨 감소 버튼을 약 3초간 누릅니다. 음소거 

해제를 위하여, 볼륨 증가 및 감소 버튼을 

짧게 누릅니다.  

음소거와 볼륨 기능은 부가 기능이며, 청각 전문가에 
의해 맞춤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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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하기

다수의 보청기 사용자(사용자 수 제한 없음)가 티비 
어댑터로부터 티비 소리를 청취할 수 있습니다. 26페이지를 
참조하여, 보청기를 페어링 합니다. 



37

OUT
IN

R
L

POWER

사용자 제거 및 페어링 끊기 
티비 어댑터에서 사용자를 삭제하려면 시스템 재설정을 
수행하고, 연결이 필요한 보청기를 다시 페어링 하십시오. 

1. 시스템 재설정: 셋업 버튼을 5초 이상 누릅니다. 
2. 표시등이 파란색으로 희미해지면 연결 되어있는 기기가 

없음을 의미 합니다. 
3. 필요한 보청기를 다시 페어링 합니다(26 페이지 참조). 

셋업

티비 어댑터 설명

연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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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관리

부드럽고 마른 천으로 티비 어댑터를 닦습니다.

중요 공지 
티비 어댑터는 물이나 기타 액체에 씻거나 담그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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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항

티비 어댑터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하고 정확한 사용을 위해 
사용자는 다음의 일반적인 주의 사항들을 숙지해야 합니다. 
티비 어댑터로 예기치 않은 작업이나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청각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40

 주의 사항

화재 위험
 · 티비 어댑터의 전원 공급 장치가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화재를 유발할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파 방해
 · 티비 어댑터는 전파 방해에 대해 국제 규격에 따라 완벽히 

테스트 되었으나, 보청기와 다른 기기(예를 들어 일부 
휴대폰, 개인용 라디오 기기, 다른 무선 기기)간의 전파 
방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전파 장해가 
발생되면 티비 어댑터를 이러한 기기들로부터 멀리 
떨어뜨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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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장비에 연결
 · USB 케이블을 통해 외부 장비에 연결될 때, 티비 어댑터 

사용의 안전성은 외부 신호 소스에 의해 결정됩니다. 
벽면 콘센트에 연결된 외부 장비에 연결될 때, 이 장비는 
IEC-62368 (IEC-60065, 2019년 6월 20일까지의 
IEC-60950) 또는 동등한 안전 표준을 준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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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정보

모델명 TVA3

작동 조건 온도: +5°C ~ +40°C (41°F ~ 104°F)
습도: 15% ~ 93%, 비응축
작동 기압: 700 hPa ~ 1060 hPa 

보관 및 운송 조건 온도 및 습도는 운반 및 보관 중에 오랜 
기간 동안 아래 한계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온도: -25°C ~ +70°C (–13 °F ~ +158 °F)
습도: 15% ~ 93%, 
비응축

기기 크기 124 x 80 x 21 mm; 무게 107 g

시스템 특징  · 자동 페어링:  
티비 어댑터는 페어링 모드에서 
자동으로 보청기와 연결될 것 입니다.

 · 자동 스트림: 
티비 어댑터는 오디오 신호가 탐지될 
경우, 자동으로 스트리밍을 시작할 것 
입니다.

 · 멀티 커넥트: 
티비 어댑터는 다수의 보청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호환성 티비 어댑터는 2.4GHz 기술이 탑재된 

모든 버전의 필립스 보청기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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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커넥터/형식  · 미니 잭 3.5mm (왼/오른쪽) – 포함된 
케이블과 컨버터 사용 

 · RCA (왼/오른쪽)
 · TOSLINK 디지털 스테레오(PCM)/ 

Dolby Digital 

출력 TOSLINK (TOSLINK 입력의 버퍼 출력)

범위 최대 15미터 (티비 어댑터와 보청기 
사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오디오 입력
(형식)

 · 자동 페어링:  
티비 어댑터는 페어링 모드에서 
자동으로 보청기와 연결될 것 입니다.

 · 자동 스트림:

대기 시간 
(보청기 스피커에 
티비 어댑터 입력)

 · 스테레오 아날로그 입력 (RCA) 
 · 스테레오/PCM (TOSLINK)
 · Dolby Digital  (TOSLINK)

라인 입력 민감도 6 dB Vrms (아날로그),  
임피던스: 10 KΩ

오디오 주파수 
대역

10 kHz /
스테레오로 보청기 전달  

다이내믹 자가 
조절

AGC (아날로그 입력)   
(0dB 5초 근사치 라인) 

상태 표시등 앞면에 전원, 상태 LED 

색상 진회색 

전력 소비 대기 상태: 0.8W
스트리밍 시: 1.5W

트랜스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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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주파수 2.402 GHz – 2.480 GHz  
(ISM Band)

채널 수 39

출력 전력 최대 50 mW는 17 dBm EIRP와 동등. 
모든 관련된 표준을 준수합니다.

채널 대역 1 MHz /2 MHz

변조 형태 GFSK / 2GFSK

ITU 지정자 F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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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 어댑터에는 저전력 Bluetooth (BLE)를 사용하는 
무선 송수신기와 ISM 밴드 2.4GHz에서 작동하는 독점적 
인 근거리 무선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선 송신기는 
약하고 항상 총 방사 전력에서 항상 50 mW 미만에서 17 
dBm과 동일 합니다. 티비 어댑터는 무선 송신기, 전자기기 
호환성 및 인체 노출에 관한 국제 표준을 준수합니다.

티비 어댑터는 제한된 규격을 가지고 있어, 관련된 승인 
표시는 본 문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기술적 정보”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44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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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및 캐나다 
이 장치는 다음에서 인증되었습니다:
FCC ID: 2ACAHTVA3
IC: 11936A-TVA3

해당 모듈은 FCC 규정의 제 15조 및 캐나다 산업성 허가 
면제 RSS 표준을 준수합니다.

작동에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적용됩니다:
1. 이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2. 이 장치는 의도하지 않은 작동을 유발할 수 있는 간섭이 

포함된 모든 간섭을 수용합니다.

주의: 규정 준수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변경이나 개조를 하면, 사용자의 장비 작동 
권한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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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Class B 디지털 장치는 Canadian ICES-003을 
준수합니다.

주의: 이 장비는 테스트를 거쳐 FCC 규정 제 15 조에 의거, 
Class B 디지털 장치에 대한 제한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주거 지역 설치 
시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합리적인 보호를 제공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사용 및 방출 할 수 있으며 지침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지 
않으면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설치에서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장비가 라디오나 텔레비전 수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는 경우(장비를 껐다가 켜서 확인할 수 있음) 
사용자는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간섭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신 안테나 방향을 바꾸거나 위치를 변경하십시오.
 · 장비와 수신기 사이의 간격을 넓힙니다.
 · 장비를 수신기가 연결된 것과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 제조업체 또는 라디오/ TV 기술자와 상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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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 방사선 노출 정보
이 장비는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 대해 설정된 FCC 및 IC 
방사선 피폭 제한을 준수합니다. 이 장비는 신체 사이에 
최소 20cm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작동해야 합니다. 
이 송신기는 다른 안테나 또는 송신기와 함께 설치하거나 
작동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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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경고 기호가 표시된 
텍스트를 읽어야 합니다.

제조업체 
이 제품은 기호 옆에 이름과 주소가 명시된 
제조업체가 생산합니다. EU 지침 90/385/EEC, 
93/42/EEC, 98/79/EC에 정의된 의료 기기 
제조업체를 나타냅니다.

CE 마크 
본 제품은 의료 기기 지침 93/42/EEC를 
준수합니다. 

전자 폐기물 (WEEE)
지역 규정에 따라 보청기, 액세서리 또는 
배터리를 재활용하거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보청기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보내십시오. 전자 
기기는 폐기물 및 전기 장비(WEEE)에 관한 지침 
2012/19/EU가 적용됩니다.

E2105

규정 준수 마크 (RCM) 
이 제품은 호주 또는 뉴질랜드 시장에 공급되는 
제품에 대한 전기 안전, EMC 및 무선 스펙트럼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TA-2016/1772

남아프리카 공화국 ICASA 레이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기기가 인증되고 공인 된 
것을 나타냅니다.

CMIIT
2016DJ3206

China CMIIT ID
해당 기기가 중국에서 인증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사용 설명서 또는 포장 라벨에 사용된 기호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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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es 
with IMDA 
Standards 
DA103820

싱가포르 IMDA 레이블
싱가포르 IMDA 레이블 장치가 IMDA (Info 
Communications Media Development 
Authority)에서 게시한 표준 및 사양을 준수하며 
싱가포르의 공용 전기 통신 네트워크와 호환되며 
다른 공인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 무선 주파수 
간섭을 일으키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Rated input: 
5.0 V   0.4 A

전원 공급 수단

R

[R] 201-160125

일본 TELEC 레이블
“R”은 인증 된 무선 장비의 표시를 나타냅니다.

03564-17-05812

브라질 ANATEL 레이블 
이 기기는 브라질에서 인증 및 공인 된 것을 
나타냅니다.

습기주의 
습기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의료 기기를 
나타냅니다.

주의 기호 
경고 및 주의 사항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REF
카달로그 번호
의료 기기를 식별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의 
카탈로그 번호를 나타냅니다.

SN
시리얼 번호 
특정 의료 기기를 식별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의 
일련 번호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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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선언:
REACH는 필립스 히어링 솔루션의 완제품 중량에서 
고 위험성 우려 후보물질(SVHC)이 0.1 % 이상 
초과하는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 화학 성분 함량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제조 시점을 기준으로 REACH 
SVHC 목록에는 히어링크(HearLink)는 현재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최신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YPERLINK “http://www.
hearingsolutions.philips.com/REACH” 

CTN
CTN
CTN은 영업 및 고객이 필립스 브랜드 이름을 
사용하여 각 제품 유형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상용 고유 부품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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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는 이 티비 어댑터가 Directive 2014 / 53 / EU의 
필수 요구 사항 및 기타 관련 조항을 준수 함을 선언합니다. 
적합성 선언은 제조업체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SBO Hearing A/S
Kongebakken 9
DK-2765 Smørum
Denmark
www.hearingsolutions.philips.com

E2831
0682

Waste from electronic 
equipment must be 
handled according to 
local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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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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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s 및 Philips Shield Emblem은 Koninklijke Philips 
N.V.의 등록 상표이며 사용을 위해선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이 제품은 SBO Hearing A / S의 책임 하에 제조 및 판매되며, 
SBO Hearing A /S는 이 제품을 보증합니다.

www.hearingsolutions.philip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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