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am

DooDoo Beam 사용 방법

➊ 드라이버(+)를 사용해 두두빔 덮개의 

나사를 풀고 SD 카드를 넣으세요. 다시 

덮개를 덮고 나사를 조여요.

➋ 충전 어댑터를 연결하면 LED 표시등

이 켜져요. 렌즈캡을 벗기고 두두빔 또

는 리모컨의 전원 버튼을 눌러요. 

➌ 2~5초 후 화면이 나와요. 적절한 거

리를 두고 화면이 선명해질 때까지 초점

링을 돌려 가며 초점을 맞추어요.

➍ 화면에 SD1과 SD2가 나타나면 두두

빔 또는 리모컨의 OK 버튼을 눌러 하나

의 SD 카드를 선택하세요.

➎ 두두빔 또는 리모컨의 위, 아래, 왼

쪽, 오른쪽 이동 버튼으로 보고 싶은 영

상 목록을 선택한 뒤 OK 버튼을 눌러요.

➏ 영상을 보면서 재생, 음량 등을 조절

할 수 있어요. 영상이 끝나면 자동으로 

다음 이야기 영상으로 넘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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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빔을 분해하지 마세요.

• 물이나 직사광선, 열기구에 가까이 두지 마세요.

• 흔들리거나 경사진 곳 등 불안정한 장소에 놓지 마세요.

• 두두빔 설치 시 벽과 최소 30cm 이상의 거리를 두세요.

• 두두빔이 넘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두두빔이 파손되거나 변형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 작동 중이거나 전원이 꺼진 직후에는 배기구를 포함한 

 제품 주변에 열이 발생하므로 접촉을 피해 주세요.

• 작동 중일 때는 렌즈를 들여다보지 마세요. 강한 빛에 

 눈을 다칠 수 있습니다.

• 청력 보호를 위해 귀에 가까이 대거나 큰 음량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 제공된 충전 어댑터 외 다른 제품을 사용하지 마세요.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원을 끈 후 충전 어댑터를 뽑으세요.

• 충전 어댑터를 젖은 손으로 절대 만지지 마세요.

• 리모컨 건전지는 반드시 AAA를 사용하세요.

• 교체된 건전지를 아이의 손에 닿지 않게 하세요.

Q	전원이 안 켜져요.

A	충전 어댑터가 바르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충전 

 어댑터가 구부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Q	LED 표시등에 불이 안 들어와요.

A	두두빔과 충전 어댑터가 바르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세요.

Q	리모컨 작동이 안 돼요.

A	리모컨의 건전지가 방전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또는 

 건전지가 바르게 끼워졌는지 확인하세요. 리모컨과 적외선  

 수신기 사이에 장애물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리모컨을 

 유효한 거리(4m) 내에서 사용하세요.

Q	화면이 흐릿하게 나와요.

A	조명을 끄고 어두운 곳에서 사용하세요. 초점링을 돌려 

 가며 선명해질 때까지 화면을 맞추세요. 또 벽과 적당한 

 거리를 두었는지 확인하세요. 렌즈가 깨끗한지 확인하세요.

Q	소리가 안 나와요.

A	음소거 버튼이 눌러졌는지 또는 최소 음량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학인하세요.

본 보증서는 구매하신 제품이 ㈜두두스토리의 정품임을 보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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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 1833-5999    상담시간 10:00~17:00(토, 공휴일 휴무)

고객문의 service@essenlue.com

보증기간 제품 구입일로부터 1년

제품 구성

 빔프로젝터  리모컨

 충전 어댑터  설명서

배기구

배기구

스피커

렌즈캡 초점링

LED 표시등

전원

오른쪽

위/나가기

아래

OK

왼쪽

① 5V IN 단자 ② SD 카드 단자

③ 적외선 수신기         ④ DC IN 단자

① ② ③ ④

재생/일시정지

음소거

다음 보기

OK

입력 소스

음량

전원

이전 보기

이동

이전

목록

리모컨 주의 사항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정품보증인증서제품 사양

화면 표시 유형 2″ Single LCD Display Panel

320x240(WVGA)

4:3/16:9

14~80인치(0.5~3m 기준)

20±3W

13.5x9.7x5cm

4Ω 3W

DC 12V 2A

해상도

화면 비율

투사 화면 크기

소비 전력

사이즈

스피커

어댑터

제품명

구매일

구입처

주문번호

송장번호

DooDoo Beam

DooDoo Beam 구성과 이름

부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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