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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제품을구입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제품을사용하기전에본사용설명서를반드시읽고정확하게사용하시기바랍니다.
●본사용설명서는사용하는사람들이언제나볼수있는곳에잘보관해주십시오.
●본사용설명서에는제품보증서가포함되어있습니다.
●본사용설명서에기술된사양과제원및내용은품질향상을위하여예고없이
변경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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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사용을위하여

◆스크린 표면을 손이나 뾰족한 물건(못. 연필. 펜 등)으로 강하게 누
르거나 긋지 마세요. 
스크린표면이상처받을수있으며고장의원인이될수있습니다.

◆제품 외부나 내부에 물을 뿌리거나 벤젠. 신너 등으로 닦지 마세요. 
전기부품의절연이나빠져감전이나화재의원인이될수있습니다.

◆제품 내부에 물 또는 이물질이 들어 간 경우, 서비스센터로 연락
하세요. 
내부부품의손상으로인한화재또는감전의위험이있습니다.

◆절대로 사용자 임의로 분리, 수리, 개조하지 마세요. 수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비스센터로 연락하세요. 
제품의고장과화재, 감전사고의원인이됩니다.

◆건전지는 지정된 규격품을 사용하세요. 
건전지의파열또는내부액누설에의해화재, 부상을당하거나주위
를오염(손상)시킬수있습니다.

◆사용한 건전지는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처리
하세요. 
만일어린이가먹은경우에는즉시의사와상담하세요.

경고

사
용
하
기

전
에

◆ 전원 플러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안쪽 끝까지 정확히 꽂아 주세요. 
접속이불안정한경우에는화재의원인이될수있습니다.

◆전원 플러그를 뺄 때에는 플러그 부분을 확실히 잡고 빼 주세요.
전선을 잡아당겨 빼면 배선 일부가 끊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화재의원인이될수있습니다.

◆젖은 손으로 절대 전원 플러그를 만지지 마세요. 
감전의위험이있습니다.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기기를 동시에 사용하지 마세요. 
콘센트의과열로인한화재의원인이될수있습니다.

◆떨어 뜨리거나 케이스가 파손된 경우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으세요. 
그대로사용하시면화재, 감전의원인이될수있습니다. 
서비스센터로연락하세요.

◆화기 및 난로와 같은 열기구와 가까운 곳에 설치하지 마세요. 
화재, 감전의원인이될수있습니다.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심각한 상해나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안전을위한주의사항은제품을올바르게사용하여예상하지못한위험이나손해를사전에방지하기위한내용으로반드시지켜주시기바랍니다.

주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미한 상해나 제품의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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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품 확인하기

확인하기

●제품의기본구성품은아래와같습니다. 
주문한모델과수량, 색상등기본구성품을확인하십시오.

사
용
하
기

전
에

메인 디스플레이 리시버 전원 어댑터

호출벨 설치용 브라켓 설치용 스크류

부착용 양면 테이프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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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과기능

사
용
하
기

▶ 메인 디스플레이 리시버

DDCC 전전원원 연결단자
전원 어댑터의 DC 플러그를 연결합니다.

번번호호 표시부
호출벨 번호 및 기능 모드의 설정 정보 등을 표시합니다.

브브라라켓켓 걸이용 홀
고정된 브라켓의 걸이를 걸어 부착합니다.

스스피피커커
호출벨과 안내음이 나옵니다.

메메뉴뉴 [[MMEENNUU]]
기능모드 진입/호출벨 번호 등록시
문 또는 숫자 입력 전환

취취소소 [[EESSCC]]
기능모드 종료함

설설정정 [[SSEETT]]
기능모드 선택 또는 설정을 확인

이이동동 [[MMOOVVEE]]
호출벨 번호 등록시 자릿수 이동

올올림림//내내림림 [[UUPP//DDOOWWNN]]
음량 또는 기능 설정값을 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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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하
기

▶ 호출벨

호호출출 표시램프
버튼을 누르면 적색으로 표시된 후 꺼집니다.

호호출출 버튼
호출하려면 버튼을 누릅니다.

참참고고 :: 호호출출벨벨의의 건건전전지지
●호출벨에는전원으로사용하는건전지를내장하고있습니다.
●사용시기는약 1년정도입니다. 
●건전지를교체할때에는23A/12V 건전지로교환하십시오. 

명칭과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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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기

사
용
하
기

▶ 메인 디스플레이 리시버

1 브라켓고정하기
메인 디스플레이 리시버의 설치위치를 결정하여 벽면에
브라켓을 2개의 고정나사로 단단히 고정합니다.

●본제품은사용자가직접설치할수있는제품이며, 판매자에게설치를
원하실경우에는별도의설치비용이발생할수있습니다.

2 메인디스플레이리시버설치
메인 디스플레이 리시버 뒷면의 브라켓 홀에 고정한
브라켓의 연결부를 걸어서 설치합니다.

3 전원연결하기
전원 어댑터를 이용하여 전원을 연결합니다.

●제공된어댑터는AC 110 ~ 230V / DC 12V 제품입니다.

▶ 호출벨

1 호출벨(송신기) 부착하기
호출벨 바닥 면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원하는 위치에
부착합니다.

●호출벨등록번호는고객의요청으로출고전에설정된것입니다.
●호출벨을추가로등록할경우, 사용설명서의7쪽을참조하세요.

양쪽의 접착 보호종이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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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하
기

▶ 호출벨 번호 등록하기

메인디스플레이리시버기능설정하기

호출번호등록모드입니다.

1 대기상태의 메인 디스플레이 리시버에서 메메뉴뉴 [MMEENNUU]
버튼을 5초 이상 길게 누르면 기능설정 모드 FF11이 표시
됩니다.     ● 호출번호 등록모드 안내음이 나옵니다.

호출번호등록모드입니다.

2 FF11 (호출벨 등록 모드) 표시상태에서 설설정정 [SSEETT] 버튼을
누르면 00이 표시됩니다. 

3 올올림림//내내림림 [UUPP//DDOOWWNN] 버튼을 눌러 등록할 번호를 선택
한 후, 설설정정 [SSEETT] 버튼을 누릅니다. 

호출벨을눌러주십시오.

● 이이동동 [MMOOVVEE] 버튼을 눌러 자릿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메메뉴뉴 [MMEENNUU] 버튼을 눌러 입력모드를 문 또는 숫자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4 선택한 번호가 깜박거리는 동안 등록할 호출기 버튼을 누
릅니다. ● 호출버튼 등록이 되면 번호 깜박거림이 중지됩니다.

등록되었습니다.

● 계속해서 다른 번호를 등록하려면 3번 항목부터 반복하여
등록합니다. 

● 본패키지의호출벨은 1 ~ 5(10)번까지미리등록되어있습니다.

5 번호 등록을 끝내려면 취취소소 [EESSCC] 버튼을 2번 누릅니다.
● 기능설정 모드가 종료되고 수신대기 상태로 복귀합니다.

호출번호등록모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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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출 벨소리 설정하기

1 대기상태의 메인 디스플레이 리시버에서 메메뉴뉴 [MMEENNUU]
버튼을 5초 이상 길게 누르면 기능설정 모드 FF11이 표시
됩니다.    ● 호출번호 등록모드 안내음이 나옵니다.

2 올올림림/내내림림 [UUPP/DDOOWWNN] 버튼을 눌러 FF22 (소리설정
모드)를 선택한 후, 설설정정 [SSEETT] 버튼을 누릅니다. 

3 올올림림/내내림림 [UUPP/DDOOWWNN] 버튼을 눌러 원하는 소리를 선택
한 후, 설설정정 [SSEETT] 버튼을 누릅니다.

호출번호등록모드입니다.

소리설정모드입니다.

ding~dong !

ding~dong !

4 소리설정을 종료하려면 취취소소 [EESSCC] 버튼을 누릅니다.
● 기능설정 모드가 종료되고 수신대기 상태로 복귀합니다.

● 선택할 수 있는 벨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3 : 딩동 4 : 새소리 5 : 사이렌

● 본패키지의호출벨은기본 1번딩동으로설정되어있습니다.

메인디스플레이리시버기능설정하기

사
용
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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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하
기

▶ 호출번호 표시시간 설정하기

1 대기상태의 메인 디스플레이 리시버에서 메메뉴뉴 [MMEENNUU]
버튼을 5초 이상 길게 누르면 기능설정 모드 FF11이 표시
됩니다.   ● 호출번호 등록모드 안내음이 나옵니다.

2 올올림림/내내림림 [UUPP/DDOOWWNN] 버튼을 눌러 FF33 (호출번호 표시
시간 설정)을 선택한 후, 설설정정 [SSEETT] 버튼을 누릅니다. 

3 올올림림/내내림림 [UUPP/DDOOWWNN] 버튼을 눌러 호출벨 번호 표시
시간을 선택한 후, 설설정정 [SSEETT] 버튼을 누릅니다.

호출번호등록모드입니다.

표시시간설정모드입니다.

ding~dong !

4 설정을 종료하려면 취취소소 [EESSCC] 버튼을 누릅니다.
● 기능설정 모드가 종료되고 수신대기 상태로 복귀합니다.

● 선택할 수 있는 표시시간은 0 ~ 99초 까지입니다.
● 0을 선택하면 다음 호출번호를 수신할 때까지 계속 표시됩니다.
● 본패키지의표시시간은 30초로설정되어있습니다.

메인디스플레이리시버기능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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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하
기

▶ 호출 벨소리 반복횟수 설정하기

1 대기상태의 메인 디스플레이 리시버에서 메메뉴뉴 [MMEENNUU]
버튼을 5초 이상 길게 누르면 기능설정 모드 FF11이 표시
됩니다.   ● 호출번호 등록모드 안내음이 나옵니다.

2 올올림림/내내림림 [UUPP/DDOOWWNN] 버튼을 눌러 FF44 (호출 벨소리
반복횟수 설정)를 선택한 후, 설설정정 [SSEETT] 버튼을 누릅
니다. 

3 올올림림/내내림림 [UUPP/DDOOWWNN] 버튼을 눌러 호출 벨소리 반복
횟수를 선택한 후, 설설정정 [SSEETT] 버튼을 누릅니다.

호출번호등록모드입니다.

4 설정을 종료하려면 취취소소 [EESSCC] 버튼을 누릅니다.
● 기능설정 모드가 종료되고 수신대기 상태로 복귀합니다.

● 선택할 수 있는 소리반복 횟수는 1 ~ 9회까지 입니다.
● 본패키지의소리반복 횟수는 1회로설정되어있습니다.

소리반복횟수설정모드입니다.

메인디스플레이리시버기능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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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하
기

▶ 호출 벨소리 지정음 설정하기

1 대기상태의 메인 디스플레이 리시버에서 메메뉴뉴 [MMEENNUU]
버튼을 5초 이상 길게 누르면 기능설정 모드 FF11이 표시
됩니다.   ● 호출번호 등록모드 안내음이 나옵니다.

2 올올림림/내내림림 [UUPP/DDOOWWNN] 버튼을 눌러 FF55 (호출 벨소리
지정음 설정)를 선택한 후, 설설정정 [SSEETT] 버튼을 누릅니다. 

3 올올림림/내내림림 [UUPP/DDOOWWNN] 버튼을 눌러 호출벨 번호를 선택
한 후, 설설정정 [SSEETT] 버튼을 누릅니다.

호출번호등록모드입니다.

5 설정을 종료하려면 취취소소 [EESSCC] 버튼을 누릅니다.
● 기능설정 모드가 종료되고 수신대기 상태로 복귀합니다.

지정음설정모드입니다.

4 올올림림/내내림림 [UUPP/DDOOWWNN] 버튼을 눌러 호출 벨소리를 선택
한 후, 설설정정 [SSEETT] 버튼을 누릅니다.

메인디스플레이리시버기능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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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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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출벨 번호 삭제하기

1 대기상태의 메인 디스플레이 리시버에서 메메뉴뉴 [MMEENNUU]
버튼을 5초 이상 길게 누르면 기능설정 모드 FF11이 표시
됩니다.   ● 호출번호 등록모드 안내음이 나옵니다.

2 올올림림/내내림림 [UUPP/DDOOWWNN] 버튼을 눌러 FF66 (호출벨 번호
삭제)을 선택한 후, 설설정정 [SSEETT] 버튼을 누릅니다. 

3 삭제할 호출벨 버튼을 누르면 해당 호출벨 번호가 표시되고
깜빡거립니다.

호출번호등록모드입니다.

5 설정을 종료하려면 취취소소 [EESSCC] 버튼을 누릅니다.
● 기능설정 모드가 종료되고 수신대기 상태로 복귀합니다.

호출번호삭제모드입니다.

4 해당 호출벨 등록을 삭제하려면 설설정정 [SSEETT] 버튼을
누릅니다.

호출벨을눌러주세요.

삭제되었습니다.

메인디스플레이리시버기능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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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출벨 번호 전체 삭제하기

1 대기상태의 메인 디스플레이 리시버에서 메메뉴뉴 [MMEENNUU]
버튼을 5초 이상 길게 누르면 기능설정 모드 FF11이 표시
됩니다.    ● 호출번호 등록모드 안내음이 나옵니다.

2 올올림림/내내림림 [UUPP/DDOOWWNN] 버튼을 눌러 FF77 (호출벨 번호
전체삭제)을 선택한 후, 설설정정 [SSEETT] 버튼을 누릅니다. 

호출번호등록모드입니다.

5 설정을 종료하려면 취취소소 [EESSCC] 버튼을 누릅니다.
● 기능설정 모드가 종료되고 수신대기 상태로 복귀합니다.

호출번호전체삭제모드입니다.

4 등록된 호출벨 번호를 전부 삭제하려면 설설정정 [SSEETT]
버튼을 한번 더 누릅니다.

삭제되었습니다.

3 설설정정 [SSEETT] 버튼을 2회 누르면 등록된 모든 번호를 삭제
할 수 있는 대기상태가 됩니다. 

전체번호를삭제하시겠습니까?

메인디스플레이리시버기능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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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수신 시간 설정하기

1 대기상태의 메인 디스플레이 리시버에서 메메뉴뉴 [MMEENNUU]
버튼을 5초 이상 길게 누르면 기능설정 모드 FF11이 표시
됩니다.    ● 호출번호 등록모드 안내음이 나옵니다.

2 올올림림/내내림림 [UUPP/DDOOWWNN] 버튼을 눌러 FF88 (중복수신
시간설정)을 선택한 후, 설설정정 [SSEETT] 버튼을 누릅니다. 

호출번호등록모드입니다.

4 설정을 종료하려면 취취소소 [EESSCC] 버튼을 누릅니다.
● 기능설정 모드가 종료되고 수신대기 상태로 복귀합니다.중복수신시간설정모드입니다.

3 올올림림/내내림림 [UUPP/DDOOWWNN] 버튼을 눌러 원하는 시간을
선택한 후, 설설정정 [SSEETT] 버튼을 누릅니다. 

중복수신시간설정모드입니다.

● 선택할 수 있는 중복 시간은 1 ~ 99초 까지입니다.
● 본패키지의중복 시간 초기 설정값은 2초입니다.

메인디스플레이리시버기능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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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등록번호 확인하기

1 대기상태의 메인 디스플레이 리시버에서 메메뉴뉴 [MMEENNUU]
버튼을 5초 이상 길게 누르면 기능설정 모드 FF11이 표시
됩니다.    ● 호출번호 등록모드 안내음이 나옵니다.

2 올올림림/내내림림 [UUPP/DDOOWWNN] 버튼을 눌러 FF99 (전체 등록번호
보기)를 선택한 후, 설설정정 [SSEETT] 버튼을 누릅니다. 

호출번호등록모드입니다.

4 등록 번호보기를 종료하려면 취취소소 [EESSCC] 버튼을 누릅니다.
● 기능설정 모드가 종료되고 수신대기 상태로 복귀합니다.

전체등록보기모드입니다.

3 올올림림/내내림림 [UUPP/DDOOWWNN] 버튼을 누르면 등록된 순서대로
호출벨 번호가 표시됩니다. 

메인디스플레이리시버기능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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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규격

· 전압 : DC12V/ 1A (AC 어댑터)
· 규격 : 250L x 32W x 150H
· 외부전원 : 110V ~ 240V
· 무게 : 620g 
· KCC 인증
· 숫자 표시 1~99/알파벳 표시
· 표시시간 : 1~99초
· 소리반복 : 1~9회
· 중복수신시간 : 1~99초
· 지정음 설정
· 소리음 : 5종류
· 음량크기 : 1~14
· 색상 : 클리어 화이트부

록

▶ 메인 디스플레이어 리시버 : VM330

· 전압 : DC12 V 배터리 (12V, 23A)
· 규격 : 50L x 19W x 60H
· 배터리수명 : 1년 (6,000회)
· 무게 : 22g
· KCC 인증
· LED동작 : 붉은색
· 간편한 프로그램 등록
· 동작거리 : 50m
· 색상 : 클리어 화이트 / 와인 레드

▶ 호출벨 : VB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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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고장수리안내
▶ 고장신고 전에 확인하기

증증 상상

●수신기에 전원이 들어 오지 않습니다.

●호출벨 수신기에 수신이 안되거나 다른
번호가 표시됩니다.

●호출벨을 누를때 램프가 켜지지 않고
호출이 되지 않습니다.

확확 인인 사사 항항

●호출 수신기의 전원 연결이 정상인지 확인합니다.
●어댑터가 전원 콘센트에 바르게 꽂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어댑터는소모품으로구입하신대리점을통하여교체하시고, 직접구입할
경우에는DDVV 1122VV//11AA의제품을권장합니다.

●호출벨이 수신기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잘못된 번호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15페이지전체등록번호확인하기참조)

●호출벨의 건전지가 모두 소모되었거나 저 전압상태이므로 새로운
건전지로 교체합니다.

호출벨에내장된건전지의교환시기는약 1년정도입니다.
건전지교체시2233AA//1122VV건전지로교환하십시오.

* 본제품은무선통신기기로서주위의환경과전자제품의간섭으로인해간혹수신이안될수있습니다. 수신이안될경우벨의
위치를메인디스플레이리시버가까이로이동하십시오.

* 제품사용중, 아래의증상이나타나면다시한번확인해주십시오. 고장이아닐수도있습니다.
(기타궁금한사항이나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고고객객만만족족센센터터 11889999 --22448866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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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 서비스 안내

피피해해 유유형형

❶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
상의 결함으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

❷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
상의 결함으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

❸ 품질보증기간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의 결함
● 결함이 생겼을 때
● 수리가 불가능할 때
● 교환이 불가능할 때
● 동일한 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를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 (3회째)
●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4회 수리를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 (5회째)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수리를 요하는 고장이 발생

❹ 소비자가 수리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 기간내
● 품질보증 기간 경과 후

❺ 부품보관 기간안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 기간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의 경우
● 품질보증 기간 경과 후

❻ 제품구입때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❼ 사업자가 제품을 설치하면서 발생한 피해

처처리리 기기준준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 무상수리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 교환
● 품질보증 기간 경과 후

제품 교환 (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제품 교환

참고 : 교환은 동일제품으로 하되, 동일제품으로의 교환이 불가능
한 때에는 동종의 유사제품으로 교환함고장수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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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 서비스 안내

피피해해 유유형형

❶ 품질보증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경우
● 결함이 생겼을 때
● 보증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성능불량 및 고장
● 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일어난 고장 (이동, 낙하, 충격, 파손, 무리한 작동 등)
● 당사의 서비스 기사가 아닌 사람이 수리하여 고장난 경우
● 사용 전원의 이상에 의한 고장
● 사용 중, 정상 마모되는 소모성 부품을 교환하는 경우
● 천재 지변 (화재, 열해, 수해, 가스피해, 지진, 낙뢰 등)에 의한 고장

처처리리 기기준준

유상서비스

비비 고고

품질보증 기간 불문

●당사는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1호)에따라위와같이제품에대한보증을실시합니다.
●제품고장이아니거나소비자의사용환경변경으로재설치를위한출장서비스를요청할경우, 출장비용이청구됩니다.

고장수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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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절차 안내

●소비자의사용환경변경으로재설치및세팅을요청할경우,비용이발생합니다.

고장수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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