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형에 스피커의 부착 고리를 실로 꿰매거나
줄을 걸어 목걸이처럼 부착해요.

충전 케이블을 충전 단자에 꽂아요. 
충전 완료까지 약 2~3시간이 소요됩니다.

App Store 또는 Google Play에서
DooDooTalk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전원 스위치를 3초간 꾹 누르면 전원이 
ON·OFF 됩니다.

블루투스에서 DooDooTalk을 페어링해
주세요. 최초 설정 후에는 자동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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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중지 완료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

DooDooTalk

충전 중
충전 완료
전원 ON

LED
LED
LED 점멸
LED

●
●
●
●블루투스 페어링



Q 페어링이 안 돼요.
- 스마트폰이 페어링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한 번 페어링한 
스마트폰은 다음 연결부터 자동 페어링 됩니다. 다른 기기와 페어링
하려면 기존 페어링했던 스마트폰의 블루투스와 스피커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면 페어링 모드가 되어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스피커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켠 후 페어링을 재시도하세요.
- 주위에 또 다른 블루투스 스피커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Q 스피커 소리가 작아요.
- 스마트폰 볼륨을 확인하세요.
- 스피커 배터리를 충전하세요.
Q 블루투스 연결이 자주 끊겨요.
- 스마트폰과 스피커의 거리가 페어링 가능 범위(10m)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이 범위는 벽과 문 같은 물리적 장애나 다른 전자 
기기의 영향을 받아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음악 재생 시 잡음이 들려요.
- 블루투스 연결이 불안정하거나 유사 주파수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블루투스 기기의 등록을 해제한 후에 다시 재검색을 
시도하세요.

* *

제품 개봉 시 동봉된 충전 케이블로 스피커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한 후 사용하세요.
충전은 아이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서 보호자가 직접 하세요.
충전 시 충전 케이블과 스피커의 충전 단자가 제대로 접촉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스피커 배터리의 충전 전압과 전류는 5V/0.15A입니다. 정격 출력 
5.1V 이상의 고속 충전은 비정상적인 발열, 발화, 파열, 폭발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스피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피커 전원을 꺼 주세요.
장시간 충전은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충전이 완료된 후에는
충전 케이블을 분리하세요.
입력 전원의 출력에 따라 충전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잦은 배터리 충전 시 배터리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충전 
가능한 배터리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인형에 스피커를 실로 꿰맬 경우, 바늘이 스피커 본체에 꽂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배터리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자동 절전 기능이 있어, 사용을 멈추고 약 30분이 지나면 효과음과 
함께 휴면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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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증서는 구매하신 제품이 (주)두두스토리의 정품임을 보증합니다. 

원활한 A/S를 위해, 상품 수령 후 구매 정보를 기입하여 보관하세요.

1833-5999
service@essenlue.com

10:00~17:00 (토,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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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명칭

제품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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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고객문의

제품 구입일로부터 1년보증기간

상담시간

● 스피커 ● 충전 케이블 ● 설명서

② ③

④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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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사이즈

구성

무게

통신 방식

전송 거리

대응 OS

연속 사용 시간

배터리

충전 시간

DooDooTalk

50mm    46mm    22mm

스피커, 충전 케이블, 설명서

25g

Bluetooth 5.0

최대 10m

iOS 12.1, Android 5.0 이상

약 1.5~3시간

3.7V, 리튬 이온 150mah

약 2~3시간

①

① 스피커
④ 전원 스위치

② LED
⑤ 마이크

③ 부착 고리
⑥ 충전 단자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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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꼭 보호자와 함께 사용하세요.
청각 손상의 위험이 있으니 스피커를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지
마세요.
질식 등의 위험이 있으니 스피커를 절대 입안에 넣지 마세요.
스피커를 줄로 부착 시 목이나 손가락 등에 줄을 감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질식하거나 피가 잘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명서의 제시 방법 외에 옷핀, 접착테이프 등 다른 방법으로
스피커를 부착하지 마세요.
인형에 스피커를 실로 꿰맬 경우, 인형이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스피커에 충격을 가하거나 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안전을 위해 임의로 스피커를 분해하거나 수리하지 마세요.
스피커에 에어컨 바람을 직접 쏘이면 급격한 온도 변화로 고장의
원인이 되니 주의하세요.
고온의 자동차 안, 직사광선이 드는 장소, 난방 기구 근처에서
스피커를 사용하면 변형이나 고장의 원인이 되니 주의하세요.
스피커가 파손되거나 변형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