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알리미 사용설명서
1. LED중계표시기
1.1 기본 구성

1.3 사용 방법
LED중계표시기

거실에 설치해서 중계표시기로 사용하여 무선음

파워(12V)

영지역을 해소합니다.

1.4 주의 사항

1.2 설치 방법

가. 물이 닫으면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 중계표시기 벽에 붙이는 방법

나. 무거운 물건을 올려 놓으면 오작동의 가능성이

양면테이프의 비닐을 떼어서 벽에 붙여서 사

있습니다.

용

다. 사용자가 임의로 분해, 수리, 개조시 A/S를 받
을 수 없습니다.

2. 무선리모컨
2.1 기본 구성
무선리모컨 2개가 제공됩니다.

나. 전원코드 연결방법
단자 연결시 딱 소리가 들리도록 연결해 주세
요

2.2 사용 방법
버턴을 누르면 무선LED스탠드에 각각의 I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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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선LED스탠드

7777, 8888로 표시됩니다.

3.1 사용설명서
별도의 무선LED스탠드 사용설명서 참조
2.3 밧데리 교체방법
가. 라벨을 아래 그림과 같이 벗겨낸다

4. 무선리모컨 및 알람 동작 방법
4.1 사용중지 방법
- 아래 그림 1 번 전원버턴을 2 초이상 누른후
떼면, 시간표시가 사라지고 무선리모컨 및
알람이 사용중지가 됩니다.
- 유의사항 : 무선 LED 조명이 꺼져 있어도

나. 나사를 풀고 밧데리를 교체한다

무선리모컨 및 알람은 동작됩니다.
- 그래서 무선리모컨 및 알람을 완전히 사용
중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입니다.

4.2 사용설정 방법
- 다시한번 더 누르면 시간표시가 나타나면서
무선리모컨 및 알람이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다. 밧데리 사양 : CR2032

3V
4.3 동작확인 방법
- 시간표시가 있으면 무선리모컨 및 알람이
사용가능 상태이고
- 시간표시가 없이 ":" 만 있으면 무선리모컨 및
알람이 사용중지 상태입니다.

2.4 주의 사항
가. 제물이 닫으면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나. 무거운 물건을 올려 놓으면 오작동의 가능성
이 있습니다.
다. 사용자가 임의로 분해, 수리, 개조시 A/S를 받
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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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리알리미의 스마트폰 알람 방법
스마트폰의 알람을 설정한 후,
무선 LED 스탠드 위에 두고 아래 순서대로 하시면
알람(불빛과 진동)이 동작됩니다.

5.1 무드조명 설정
- 아래 그림과 같이 무선 LED 스탠드의 USB 바로
아래에 있는 버턴을 누르면 민감->보통->둔감>해제 순서대로 설정됩니다.

5.3 진동모터 동작확인 방법
- 위의 1 번과 2 번을 순서대로 설정한 후

- 민감이나 보통으로 사용환경에 맞게 선택을

무선 LED 스탠드 옆에서 손바닥을 쳐보면

해주세요.

진동모터가 반응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무선 LED 스탠드 사용설명서를

- 유의사항 : 1 번의 무드조명이 설정되어야 (민감,

참고해 주세요

보통, 둔감중 하나), 2 번의 진동알람이
설정됩니다.

6. 제품 보증서
6.1 무상서비스
- 보증기간내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 제품 구입일로부터 1년
5.2 진동알람 설정
- 아래 그림과 같이 무선 LED 스탠드의 USB 바로

6.2 고객지원 안내

아래에 있는 버턴을 누르면 설정->해제

고객상담실 031-745-0025

순서대로 설정됩니다

홈페이지 www.tpnet.kr

- 설정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 자세한 설명은 무선 LED 스탠드 사용설명서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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