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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내용물 

첫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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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구성품을 확인하세요. 

 

A 보청기 G 사용자 매뉴얼 

B 무선 충전기/습도제거기 H 빠른 시작 가이드 

C 아답터 I 포장 케이스 

D 보청기 케이스 J 내부 케이스 

E 돔: 튤립 12mm,  

파워 소/중/대 사이즈 

K 내부 케이스 

F 청소 솔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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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감사 인사 

딜라이트 제품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최고의 

개인음향증폭기 (Personal Sound Amplification Product) 보청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음향증폭기 보청기의 

사용은 난청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저희 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웹사이트 www.delightPSAP.com 을 방문하시면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매뉴얼도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많은 안내 와 주의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의 경우는 특정 주파수 대역의 소리가 작게 들리면서 

대화가 웅얼거리는 듯이 들리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되시면서 

소리가 안 들리는 것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오랫동안 난청인 상태로 계시다가 보청기를 처음 착용하시는 

사람은 오랫동안 듣지 못해서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보청기를 착용하고 시원하게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면서 “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면서, 불편하게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못 듣던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잘 적응하시면 

난청에 큰 도움이 되고, 난청으로 인한 다른 노인성 장애를 극복 

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난청이 심한 분은 전문의사와 상담하고, 처방에 따라 적합한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http://www.delightpsap.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페이지 5 / 29 

 

Table of Contents 

1. 제품 소개 

1) 보청기 명칭 소개----------------------------------------- 6 

2) 기타 제품 명칭 소개------------------------------------- 6 

2. 시작하기------------------------------------------------------ 7 

3. 기능 11 

1) 보청기 전원 켜기/끄기----------------------------------- 12 

2) 난청 프로그램 선택하기--------------------------------- 12 

3) 볼륨 선택하기-------------------------------------------- 15 

4. 사용하는 방법 17 

1) 보청기 착용과 벗기--------------------------------------- 17 

2) 보청기 착용시 전화하기---------------------------------- 18 

3) 리시버 변경하기------------------------------------------ 19 

5. 클리닝 과 보관하기 21 

1) 클리닝----------------------------------------------------- 21 

2) 보관하기--------------------------------------------------- 22 

6. 충전 과 습기 제거하기 23 

1) 무선 충전하기--------------------------------------------- 23 

2) 습기 제거하기--------------------------------------------- 23 

7. 사용 주의 사항----------------------------------------------- 24 

8. 문제 진단 과 문제 해결------------------------------------- 26 

9. 제품 보증----------------------------------------------------- 28 

10. FCC/CE 인증------------------------------------------------- 2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페이지 6 / 29 

 

1. 제품 소개 

보청기 조작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각 부분의 명칭에 익숙해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자 매뉴얼을 읽으시면서 필요한 내용이니 숙지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보청기 명칭 소개 

Oasis-RC PSAP 모델은 RIC(Receiver In Canal) 타입의 보청기 이며, 

각 부위의 명칭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2) 기타 제품 명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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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작하기 

1) 시작하기 위해서 보청기, 무선충전/습기제거기, 아답터, 돔을 준

비합니다.  

 

 

 

2) 돔 세트에서 적당한 크기의 돔을 선택하고, 리시버와 아래의 그

림과 같이 결합합니다. 천천히 귓구멍에 삽입하고, 불편함이 없

는지 확인 하고, 본인에게 맞는 돔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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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돔 쪽을 먼저 귓구멍에 삽입하고, 보청기 

몸체를 귀에 거치합니다. 이때 피드백 (리시버에서 나오는 소리

가 마이크로 들어가서 계속 증폭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

로 리시버와 마이크홀이 가까워 지지 않도록 합니다.  

 

4)  아래 그림4와 같이 아답터와 무선충전/습기제거기를 연결하고, 

LED가 파랑색으로 점멸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5)  아래 그림5와 같이 보청기의 전원을 끕니다. 

6)  아래 그림6과 같이 무선충전/습기제거기의 빨강색버튼을 2초 

정도 누르고, 무선충전/습기제거기의 LED가 녹색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 합니다. 

7)  아래 그림7과 같이 보청기를 무선충전/습기제거기 위에 올려 

놓고, 보청기의 LED가 오랜지색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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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충전이 완료되면 보청기의 오랜지색 LED가 꺼지고, 무선충전/습

기제거기의 LED도 꺼지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충전이 완료되는

데 3시간이 걸립니다. 

9) 보청기의 전원을 아래 그림과 같이 켭니다.  

10) 돔 부분부터 귓구멍에 삽입 후 보청기를 귀에 거치합니다. 

         

11) 보청기 거치 후 주변과 대화하거나 텔레비젼를 시청하면서 불

편함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에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기 때

문에 처음에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익숙해 

집니다.  

12) 난청 프로그램에 본인의 난청 증상을 맞추려고 합니다. 보청기

의 버튼을 1초 정도 누르면 “삑” 소리가 나고, 버튼에서 손을 떼

면 “프로그램X”라고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이것이 프로그램X로 

난청 프로그램이 변경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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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프로그램을 변경 완료 후에 보청기를 거치하여 주변과 대화하

거나 텔레비젼를 시청하면서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프로

그램 변경 후에도 언제든지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 가능 하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도

록 합니다.  

14) 프로그램 선택을 한 후에 소리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버튼을 짧

게 0.5초 정도 눌렀다가 띠면 “삐” 소리가 나면서 볼륨이 변경됩

니다. 버튼을 짧게 누를 때마다 소리의 크기가 변경되는데, 처음

에는 소리가 커지다가 최대 볼륨이 되면 다시 작아지는 방향으로 

소리가 변경됩니다. 버튼을 계속 짧게 누르면 가장 작은 볼륨에 

다다르고, 다시 소리의 크기는 커지는 방향으로 변경됩니다. 볼륨

은 최소부터 최대까지 20 단계가 제공됩니다. 볼륨의 크기를 너

무 크게 설정하면 추가적인 청력 손실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

에 가능한 적당한 크기의 소리 크기를 설정 하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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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 

 

위의 그림의 빨강색의 범위는 청력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크기 범위와 주파수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난청인 사람들은 빨강색 범위 밖의 큰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비슷한 주파수대역의 남자

의 목소리는 안 들리지만 개 짖는 소리는 들리기도 하고, 새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오토바이소리는 들리기도 합니다. 즉 

안 들리는 작은 소리의 크기를 증폭하여 큰소리로 만들어서 

들리게 하는 것이 보청기의 주된 기능입니다. 난청을 오랫동

안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보청기를 처음 착용하면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소리들을 듣게 되므로 처음에는 불편하실 수 있

으나 시간에 지남에 따라 익숙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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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청기 전원 켜기/끄기 

보청기 스위치는 밀어서 켜고 끄는 스

위치가 사용됩니다. 스위치를 아래로 밀

면 보청기가 켜지고, 위로 밀면 꺼집니

다.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보청

기 전원을 끄면 사용시간을 늘릴 수 있

고, 충전 시에는 전원을 끄시는 것을 권

장합니다. 

 

2) 난청 프로그램 선택하기 

1. 난청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해서 버

튼을 1초 동안 눌렀다가 띠면 “삐” 

소리가 나고, “프로그램#” 이라는 변

경된 난청 프로그램 안내가 들립니다.  

2. 변경된 난청 프로그램이 자신에게 맞

는 프로그램인지 주변과 대화하거나 

텔레비젼를 시청하면서 불편함이 없

는지 확인 합니다.  

3. 변경된 프로그램이 잘 맞지 않는다면 

버튼을 1초동안 눌렀다가 띠면 다음 

프로그램으로 변경됩니다. 

4. 6개의 프로그램이 버튼을 누를 때 마

다 프로그램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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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증상에 따른 6가지의 증폭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제

공합니다. 

 

 

 

Program 1 

전체 주파수 소리 대역을 증

폭한 프로그램이며, 안 들리

시던 저주파수 대역의 “웅” 

하는 소리나 고주파수 대역

인 “스”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의 경

우 입니다. 

 

 

 

Program 2 

고주파수 대역의 소리 증

폭과 낮은 주파수 대역의 소

리를 약하게 증폭한 프로그

램이며, 안 들리던 “스”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으며, 이 

설정은 소리를 똑똑하게 들

릴 수 있게 해줍니다. 노인

성 난청의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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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3 

고주파수 대역의 소리를 

증폭한 프로그램이며, 전에

는 안 들리던 “스”하는 소리

가 들릴 수 있으며, 이 설정

은 소리를 똑똑하게 들릴 수 

있게 해줍니다. 노인성 난청

의 경우 입니다. 

 

 

 

 

Program 4 

남자의 목소리와 같은 저

주파수 대역의 소리를 증폭

한 프로그램으로 전에는 안 

들리던 “웅” 하는 소리가 들

릴 수 있습니다. 

 

 

 

Program 5 

남자와 여자의 중간적인 주

파수 1KHz 대역을 증폭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화의 소리를 

크게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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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6 

낮은 주파수와 높은 주파수 

만을 증폭한 프로그램으로 안

들리던 “웅”하는 소리나 “스”

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

다. 

 

[ 주의 ] 

난청 진단을 위해서 전문 의사와 상담하고, 자신의 난청에 

맞는 정확한 보청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전문 보청기 

업체와 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3) 볼륨 선택하기 

1. 자기에게 맞는 소리의 크기를 설

정하기 위해서는 버튼을 빠르게 

0.5초 정도 눌렀다가 띱니다. “삐” 

소리와 함께 소리의 크기가 변경

됩니다. 

2. 변경된 소리의 크기가 알맞은 가

를 주변과 대화하시거나 텔레비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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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청하면서 확인합니다.  

3. 변경된 소리 크기가 알맞지 않다

면 버튼을 다시 짧게 누르면 다음 

단계의 볼륨으로 변경됩니다.  

4. 버튼을 짧게 누를 때 마다 볼륨은 

변경되며, 최대 소리 크기가 되면 

다시 작아지는 방향으로 변경되고, 

최소 소리 크기가 되면 다시 커지

는 방향으로 변경됩니다. 소리의 

크기는 20단계가 제공됩니다. 

 

 

  

[ 주의 ] 

음향 강도를 너무 높게 설정할 경우 추가적인 청력이 저하 

될 수 있으므로 최고 강도 음향 보다는 중간 강도 

음향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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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하는 방법 

1) 보청기 착용과 벗기 

보청기는 왼쪽 귀 용과 오른쪽 귀 용으로 구분되며, 왼쪽은 

파랑색 리시버이고, 오른쪽은 빨강색 리시버로 구분된다. 

 

-  보청기 착용하기 

1. 보청기 전원을 켜고, 리시버의 튜브 

부분을 잡고 보청기 본체와는 거리

를 멀리하면서 귓구멍으로 돔을 천

천히 부드럽게 밀어 넣습니다. 

2. 보청기 본체를 귀에 잘 걸치고, 머리

를 단정하게 합니다.  

-  보청기 벗기 

1. 보청기 본체를 귀에서 벗고, 리시버

의 튜브를 잡고 천천히 귓구멍에서 

돔을 빼냅니다.  

2. 보청기 전원을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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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청기 착용시 전화하기 

폰과 보청기가 맞닿으면 피드백 노이즈나 통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보청기를 착용시에 전화통화를 할 

때는 다음 그림과 같이 보청기와 전화기의 거리를 띄우기를 

추천합니다. 

 

 

 

-  다른 방법으로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는 귀쪽으로 전화기를 대

고 통화 합니다.  

-  다른 방법으로 전화기의 스피커폰 모드를 사용합니다. 

-  다른 방법으로 전화기를 보청기의 전면으로 거리를 띄우면 노

이즈가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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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시버 변경하기 

 

리시버는 귀에서 귓구멍까지의 거리의 

길이로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측정 시 

귀의 끝선에서 측정하지 않고, 옆의 그

림과 같이 약간 위쪽에서부터 측정하는 

것이 좀더 정확합니다.  

 

소 사이즈: 0.95 ~ 1.05 inch 

중간 사이즈: 1.15 ~ 1.25 inch 

큰 사이즈: 1.35 ~ 1.45 inch 

 

 

 

 

 

리시버를 교환할 때 한쪽 손에는 리시

버 튜브들 잡고 다른 손으로 몸체 잡은 

후 서로 반대방향으로 잡다 당겨 분리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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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 할 때는 리시버 플러그에 표시된 

붉은점이 위로 가도록 하고, 본체 소켓

과 리시버 모양에 일치시킨 후 체결된 

느낌이 들 때까지 가볍게 밀어 넣어 체

결합니다. 

 

 

 

 

 

 

 

 

[ 주의 ] 

- 리시버를 자주 분리하거나 자주 교환하

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 무리한 힘으로 리시버 튜브나 잡아 당

기거나, 서로 맞이 않게 연결하면 파손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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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클리닝 과 보관하기 

1) 클리닝 

 

보청기는 물이나 액체로 청소하시면, 보

청기 오동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청기를 청소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천

이나 티슈를 사용 하세요.. 

돔은 귓속에 깊이 삽입되기 때문에 귀

지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동봉된 청소

솔을 이용하여 리시버와 돔을 청소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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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관하기  

보청기를 보관할 때는 보청기의 전원을 끄고, 동봉되었던 케

이스에 넣어 보관합니다. 

  

   

 

[ 주의 ] 

- 리시버를 물이나 액체로 닦지 마세요.  

- 돔 교체 시 너무 무리하게 분리하지 마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페이지 23 / 29 

 

6. 충전과 습기 제거하기 

1) 무선 충전하기 

1. 아래 그림1과 같이 아답터 와 무선충전/습기제거기를 연결하

면, 무선충전/습기제거기의 LED에 파랑색 불이 들어오면서 

점멸합니다. 

2. 보청기의 전원을 끕니다. 

3. 아래 그림3과 같이 무선충전/습기제거기의 빨강색 버튼을 2

초가 누릅니다. 그러면 무선충전/습기제거기의 LED가 녹색으

로 변경됩니다. 

4. 아래 그림4와 같이 보청기를 무선충전/습기제거기 위에 배치

합니다. 보청기의 LED가 오랜지색을 발광되면, 충전이 시작됩

니다. 

5. 충전이 완료되면 보청기의 LED와 무선충전/습기제거기의 

LED가 모두 꺼집니다. 

 
2) 습기 제거하기 

습기제거하기는 방법은 무선충전하기 방법과 같습니다. 무

선 충전과 습기 제거는 동시에 동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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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 주의 사항 
- 직사광선이나 차량의 실내, 난방기구와 근접한 곳, 너무 

고온이나 저온인 곳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거나 외부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 수영장, 샤워장, 목욕탕, 찜질방 또는 장마철처럼 고온 다습한 

장소에서 보청기를 착용하지 마십시오.  

- 보청기 착용 후에는 전용 케이스에 보관하십시오. 

- 보청기 건조 시 전용 건조기 외 다른 방법으로 건조시키지 

마십시오. 

- 산성물질, 탄화수소(벤졸), 에스테르, 알코올 및 케톤 등과 같은 

세척제로 세척하지 마십시오. 

- 향수, 면도용 로션, 헤어스프레이, 자외선 차단제 등과 같은 일반 

화장품이나 스프레이 제품을 사용할 때는 보청기를 빼고 

사용하십시오. 

-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읽고 작동법 및 주의사항을 확인 후 

사용하십시오. 

- 보청기 기능들을 사용할 때에는 무리한 힘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보청기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마십시오. 

- 어린이나 장애우들이 보청기를 사용할 때 주의하여 

사용하십시오. 

- X-Ray, MRI, CT 등과 같은 촬영할 때 보청기를 착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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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청기 사용으로 귓속에 이물질이 발생하거나, 피부질환 또는 

귀지가 과도하게 발생하면, 전문가나 의사와 상담 하십시오. 

- 동굴이나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보청기를 착용하지 

마십시오. 

- 보청기를 임의로 분해하거나 수리, 개조하지 마십시오. 

- 유아나 애완동물로부터 주의하여 보청기를 보관하시고, 특히 

입에 넣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보청기를 건조하시기 위해 헤어드라이기, 전자레인지 등으로 

가열하지 마십시오. 

- 보청기 사용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장기간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끄고, 보관함에 

보관하십시오. 

- 장기간 보관 후 재 사용시는 반드시 재 충전 후 사용하십시오. 

- 보청기를 청소 할 때는 부드러운 천이나 티슈로 닦고, 솔벤트 

같은 유기 용제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 청각사가 정해준 음향 강도보다 높게 들을 경우 청력이 저하 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범위 이상 증폭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 충전 기능이 없는 일반 배터리는 충전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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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제 진단과 문제해결 

문제 진단 해결 

 

피드백: 보청기에서 

“삑” 하는 큰소리가 

계속 들릴 때 

(피드백 현상은 리시버

로 출력된 소리가 다시 

마이크로 입력되고 다

시 리시버로 출력되면

서 증폭되는 현상입니

다) 

 

 

보청기의 리시버를 

귓구멍에 잘 맞게 장

착 했나요? 

 

보청기의 리시버를 

귓구멍에 잘 장착하고 

돔의 크기를 확인합니

다. 

 

보청기를 거치하고 

보청기 근처에 모자

와 같이 접촉되는 것

이 있나요? 

 

 

창이 있는 모자와 같

이 보청기에 직접 접촉

되는 것을 피합니다. 

 

보청기에서 소리가 

않 나옴 

 

리시버, 돔, 마이크

의 구멍이 귀지나 다

른 것으로 막혀 있나

요? 

 

귀지나 이물질을 제거

합니다. 

밧데리가 방전되었

나요? 

충전 합니다. 

 

보청기가 물에 젖

거나 물에 빠졌나요? 

보청기를 습기 제거

합니다. 

hello@delightpsap.com 

로 이메일 문의 

mailto:hello@delightpsa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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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소리가 이

상합니다. 

 

보청기가 물에 젖

거나 물에 빠졌나요? 

 

보청기를 습기 제거합

니다. 

hello@delightpsap.com 

로 이메일 문의 

 

보청기가 파손되었 

나요? 

 

hello@delightpsap.com 

로 이메일 문의 

 

밧데리가 빠르게 방

전됩니다. 

 

보청기를 밤새 켜 놓

았나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보

청기를 끕니다. 

 

보청기를 수리하거나 

분해 했나요? 

 

 

hello@delightpsap.com 

로 이메일 문의 

 

 

 

  

mailto:hello@delightpsap.com
mailto:hello@delightpsap.com
mailto:hello@delightpsa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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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품 보증  

Oasis-RC 보청기 제품은 구매 후 1년 동안 무상수리 

또는 교환을 보장합니다 

 

 

10. FCC/CE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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