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선호출 1위 글로벌 브랜드, 씨스콜!

(주)씨스콜C&S (주)엔티티웍스



New Generation 
RF System 
SYSCALL

(주)엔티티웍스는 1996년 설립 이후 무선호출 및 무선통신 시스템의 신지평을 열며 선도자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해 창의적인 변화와 혁신적 개발이 요구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끊임없이 R&D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40여개 국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One and Only 제품, 

개발에 기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객은 기업가치의 원천이라는 창업 철학을 바탕으로 20여 년을 매진했듯이 앞으로도 무선호출 

시스템의 리더로서 인류의 미래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헌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정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주)엔티티웍스�대표이사 
(주)씨스콜C&S

Global Network

유럽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그리스, 

사이프러스,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스페인, 조지아, 덴마크, 크로아티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몰타

아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몽골, 태국, 홍콩, 필리핀, 몰디브, 카자흐스탄

중동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터키,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카타르, 요르단, 이라크

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콜롬비아, 페루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니지, 모로코, 알제리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피지, 사모아



20
21

· 미니 수신기 라인 출시(SR-301L, SR-300F, SRL-300)

· 서빙 로봇 전문 업체 '브이디컴퍼니'와의 기술 협업

· 인천국제공항공사 체크인 카운터 무선 호출 시스템 납품

· 부천시 공중화장실 24개소 비상벨 납품

· 대전서구청 종합민원실&행정복지센터 민원안심벨 22개소 납품

· 용산구청 구 내 14개소 금연벨 시스템 납품

20
19

· 창원시, 완주군, 부안군, 영천시 행복복지센터 민원벨 납품

· 경상남도 교권  SOS 안심벨 50개교 납품

· 공유주방 매니지먼트 시스템 개발 / 납품

· 서울대공원 여자화장실 비상벨 40개소 납품

· 다이렉트 페이저 (SB-650) 출시

· 롯데시네마 고객 호출시스템 50개점 납품

20
18

· 이마트 일렉트로마트 전국 지점 납품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비상벨시스템 납품

· 공군 유류창고 비상벨시스템 납품

· 음성통화 비상벨 출시

· 병원용 송신기 (SHS-100) 출시

·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 전국 어린이집 납품

20
17

· 인천 파라다이스 카지노비상벨 / 호출벨 시스템 납품

· 가나안 인도네시아 공장 안돈시스템 3차 납품

· 병원 환자 낙상방지 제품(GP-400RT) 출시

· 베트남 Highlands Coffee 전 매장 납품 계약 체결

· 무역의 날 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
16

· 신제품 (SR-A 시리즈 수신기, SRT-8000, GP-2000T) 출시

· 한국도로공사 졸음쉼터 3G 비상벨 납품

· 구미시, 강릉시, 이천시, 울진군 등 공원화장실 3G비상벨 납품

· 엔티티웍스-KT 전략적 업무협력 양해각서(MOU)체결

· 현대자동차 전국 서비스 센터 시스템 납품

· 이랜드 파크 200개점 시스템납품

· 여성가족부 산하기관(1366센터) 공원화장실 3G비상벨 납품

· 이마트 자동화 물류센터 시스템 납품

· 말레이시아 전국 130개 국립병원 납품 확정

20
20

· TCB 기술 신용평가 2020 우수기술 인증기업 선정

· SGP-100R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 굿디자인 선정  

· 동작감지센서벨 (SPT-200), 도어감지센서벨 (SDS-200) 출시

· 시그니처 진동벨  (SGP-100R, SGP-300R) 출시

· 배터리 대용량 와이드벨 (ST-E1) 출시

· NEW 낙상방지 컨트롤러 (JC-300FS) 출시

· 전국 정신건강의학과의원 1,000개소 음성통화비상벨 납품 

· 이마트24 무인편의점 IOT자가방범시스템 1300개점 납품 

· 광주, 충남 교내 보건실 응급콜 시스템 납품

20
15

· 신제품 (ST-900, GP-210RT) 출시

· 일본 대사관, 경상북도 교육청 시스템 납품

· 충청남도 150개교 ‘학교 폭력 예방 시스템’ 납품

· (주)가나안 인도네시아 공장 안돈 시스템 납품

· 서울시 장애인 시설대상 비상벨 지원 사업(MOU)

2014
 ~  13

· 신제품 (ST-800, SB-600, PC-100, GP-101R) 출시

· 한국전력공사 시스템 납품

· 부산시 / 익산시 / 나주시 / 강릉시 공원 화장실 비상벨 납품

· LH 공사 / 한국도로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시스템 납품

· CGV 시스템 납품

· 삼성전자 (말레이시아, 베트남) 공장 납품

· 엘지 디스플레이, 르노삼성 자동차 공장 납품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벤처 협회 벤처 기업 인증 획득 (기술보증기금)

· 충청남도 70개교 ‘학교 폭력 예방 시스템’ 납품

2012
 ~  11

· 장거리 비상벨 (ST-700) 출시

· CE & FCC 인증 획득 (GP-100R, GP-1000T, SB-500, ST-600)

· 강원도 인재 교육청 시스템 납품

· 마포구 / 금천구 / 종로구 여자화장실 비상벨 납품

· 서울시 국, 공립 초등학교 100개교 비상벨 납품

· 길 의료재단, 삼성 서울병원, 인천 성모병원 너스콜 납품

2008
 ~  05

· 신제품 전 모델 의장등록 취득

· SYSCALL 브랜드 출시 및 상표등록

· 업무용 종사자 호출시스템 실용신안 등록

· 음성 호출 시스템 설정 방법 특허 취득

· 무전기유닛 VER.1 제품 출시

2004
~1996  

· 유통회사 엘앤씨테크 설립

· 산업용 호출기 신제품 출시

· 아셈 정상회담 무선 시스템 구축

· 업소용 종업원 무전기 호출 시스템 실용신안 취득

· 무선통신 응용프로그램 출시

· 제조 법인 NTT CNS 설립

2010
 ~  09

· 주식회사 엔티티웍스 법인 설립

· 진동벨 (GP-100R) 출시 / 지식경제부 굿디자인 선정

· 3버튼 무선 호출기 (ST-600) 출시

· 홈플러스 / 이마트 전국 매장 납품 계약 체결

· 해외 EMC 인증 획득

· 이더넷 컨트롤러 프로그램 개발

· 엔티티웍스 갈현동 사옥 신축

· 송신기 (FT-500) 출시 / 지식경제부 굿디자인 선정

· 무선업계 최초 일본  TELEC 인증 획득

· 서울시 시설 관리공단 지하상가 비상호출시스템 구축

3

history of business



4

01 수신기  SR-A Series

RF 송신 신호를 수신하는 디바이스로 알파벳, 숫자, 특수문자 형식으로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업계 최초로 정전압식 터치 버튼 타입을 적용함으로써 편의성과 디자인을 모두 만족시키는 베스트 셀링 모델입니다.

Dimension

600g

Option

경광등 릴레이 장착 가능

옵션 가능 모델 (모델명* 표시)

Weight

4

SR-A2001

2자리수 1칸 표시 모니터

SR-A2002

2자리수 2칸 표시 모니터

SR-A2003*

2자리수 3칸 표시 모니터

SR-A230* (확장된 FND)

2자리수 3칸 표시 모니터

SR-A310*

3자리수 1칸 표시 모니터

SR-A330*

3자리수 3칸 표시 모니터

SR-A440*

4자리수 4칸 표시 모니터

SR-A610*

6자리수 1칸 표시 모니터

SR-AA10*

10자리수 표시 모니터

SR-A520*

5자리수 2칸 표시 모니터

SR-A310NS

금연벨 전용 금연구역 알림 모니터

SR-A310BS

호출번호 / 소주 / 맥주 표시 모니터

(*옵션 가능 모델)다양한 디스플레이 수신기 모드

W280 x L145 x H40 mm

GLOBAL BRAND SYSCALL

고성능 RF IC칩 적용

업계 최초 터치 스위치 적용

사용자 음원 추가 기능

무선 데이터 복사

Blue color LED 무드 램프

내장 안테나

ON / OFF 전원 스위치

브라켓을 통한 간편한 설치

Feature



SR-301L LED 미니수신기

SR-300F FND 미니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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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스마트 미니수신기  (SR-301L / SR-300F)

컴팩트한 스마트 미니수신기는 9가지 컬러의 LED 타입과 FND 타입,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두 타입 모두 벽걸이 

또는 스탠딩으로 사용 가능하며, 센서벨, 소형 매장 등 용도에 따라 호출 알림을 선택하여 활용 가능합니다.

Dimension

W107 x L107 x H32 mm

Weight
SR-301L: 123g  /  SR-300F: 135g 

호출벨 별 LED, FND(번호) 설정

스마트한 사이즈와 간편한 설치

진동·LED·멜로디 무음 중 선택 사용

Feature

LED FND

9가지
LED컬러

벽걸이 or 스탠딩
2가지 타입으로 활용

5가지 멜로디와
14가지 음성 메시지

스마트한 사이즈와
간편한 설치

호출벨 or 삭제벨
선택 등록

9가지 색상과
다양한 표시 방식

FND 숫자 및
알파벳 표시

SR-301L SR-300F



GLOBAL BRAND SYSCALL

ST-900
IP67 완전방수 방진 인증을 받은 프리미엄 호출벨

Black

ColorDimension

W58 x L67 x H14 mm

Weight

2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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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송신기  [ST 호출벨] 주파수 FSK 447.8625Mhz

고성능 RF IC칩이 내장되어 주파수 송출능력이 안정적이며 기능/용도/사용 환경에 따라 제품을 선택(구성)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ST-300
슬림한 디자인의 생활 방수형 호출벨

생활 방수 기능 적용

높이 9mm의 슬림한 사이즈와 감각적인 디자인

FSK(FM) 방식의 주파수를 이용한 장거리 송신기

손쉬운 배터리 교체로 사용상의 편리함 고려

Feature

Navy, Black

ColorDimension

Ø59 x H9 mm 

Weight

20g

ST-600 / ST-600-BS
3버튼(CALL, BILL, CLEAR) / (소주, 맥주, 호출) 타입 호출벨

Black

ColorDimension

Ø59 x H9 mm 

Weight

20g

ST-200
디자인과 편의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슬림형 호출벨

Red, Black, Milky wine

ColorDimension

Ø59 x H8 mm

Weight

18g

ST-800 / ST-800-3B
트렌디한 블랙&화이트 디자인의 사각슬림 호출벨 

Black

ColorDimension

W54 x L54 x H11 mm

Weight

20g/22g

※ 로고 제작 가능

※ 로고 제작 가능

높이 9mm 슬림형

Height : 9mm

외곽 설계 나사로
배터리 교체 용이

산업통상자원부선정

산업통상자원부선정



Low Battery 알림기능

당김줄 길이 : 1.2m

7

ST-100
실리콘 버튼 타입의 생활 방수 호출벨

White orange, Black orange

ColorDimension

W54.5 x L54.5 x H19 mm

Weight

35g

SHS-100
병원용 핸드스위치 호출벨

Gold

ColorDimension

W41 x L103 x H20 mm

Weight

152g

SHS-200
병원 / 환자용 줄당김벨

Blue

ColorDimension

W41 x L103 x H20 mm

Weight

50g

ST-E1
원버튼으로 CALL / CLEAR 기능의 대용량 배터리 와이드벨

Orange, Blue

ColorDimension

W70 x L70 x H13 mm

Weight

40g

ST-500
산업체 장비제어가 가능한 1/2/3버튼 다목적 호출벨

Orange, White

ColorDimension

W55.5 x L99.5 x H15 mm

Weight

55g Silver

ColorDimension

W95 x L78 x H39 mm

Weight

83g

ST-4006
장비 제어용 (호출-Ⅰ,Ⅱ,Ⅲ / 삭제-Ⅳ,Ⅴ,Ⅵ)

산업용 제어장비 및 중장비 연동되는 6버튼 호출벨

Low Battery 알림기능

Low Battery 알림기능

2버튼 기능 (Call/Clear)

원버튼 Call/Clear

CALL
or

CLEAR

산업통상자원부선정



GLOBAL BRAND SYSCALL

W47 x L38.5  x H14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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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다이렉트 페이저(손목 페이저)
다이렉트 페이저란 수신기의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송신기와 사용 가능한 손목시계 형태의 이동형 수신기입니다. 

다양한 상권에서 사용자가 손목시계 형태로 착용 / 휴대하고 이동하면서 수신이 가능합니다.

충전�크래들

SB-700

고성능 RF칩을 적용한 안정적인 수신율

내부에 실리콘 패킹 적용으로 생활 방수 가능

사용이 간편한 터치 스크린 적용

저전력 운영, 급속충전

무선복사 기능으로 셋팅을 간편하게

한글과 이모티콘을 조합하여 등록 가능

PC프로그램으로 직접 이미지 제작 

Feature

Black, Silver

Color

W45 x L56  x H11.5 mm 

Dimension Weight

이모티콘과�문자�조합 PC펌웨어�업데이트

생활�방수�기능 저전력�운영�급속충전 무선�복사로
효율적인�관리

사용이�간편한
터치�적용

견고한�내구성과�충전�크래들이�적용된�가성비�높은�페이저SB-650

고성능 RF칩을 적용한 안정적인 수신율

견고한 내구성과 물에 강한 설계

충전식 크래들을 사용하여 충전

사용시간은 UP, 충전시간은 DOWN

무선복사 기능으로 셋팅을 간편하게

한글과 이모티콘을 조합하여 등록 가능

PC프로그램으로 직접 이미지 제작 

Feature

Red Black
Silver Black

ColorDimension Weight

더�길어진
사용시간

무선복사로
간편한�등록

편리한 
충전식�크래들

PC프로그램으로
이미지�제작�가능

42g

42g

생활�방수가�가능하도록�터치방식을�적용한�고성능�다이렉트�페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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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전송기 & 중계기
전송기  :  수신기 / 페이저 / 진동벨 등의 제품에 번호를 전송하여 호출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중계기  :  송·수신기 제품 간에 송수신 거리를 연장해주는 증폭기입니다.

Black

Color

Dimension

W100 x L177 x H33 mm

Weight

200g

Feature

스마트한 터치형 버튼 적용

더욱 선명해진 OLED 액정 탑재

단축키를 이용하여 반복 호출 기능 간편화

자동 재송신 기능을 통해 송수신 신호 누락 방지

GP-2000T / ST-5020 / DT-5020
다양한�제품에 RF 신호를�송신하는�다목적�전송기

다목적 전송기

SRT-8200 / SRT-8200_PC / SRT-8200 이더넷
송수신�거리를�연장시키는�중계기

중계기

Black

Color

Dimension

W159 x L110 x H23 mm

Weight

150g

Feature

SRT-8200_PC : PC와 연계하여 무선신호를 송수신

SRT-8200 이더넷 : 이더넷을 통한 유선 통신 중계기

송신기에서 수신기까지 거리 연장 

중계기에서도 호출번호 확인

편리한 ON/OFF 전원 스위치

GP-2000T ST-5020 SR-A 수신기 DT-5020 다이렉트�페이저진동벨

SRT-8200 SRT-8200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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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분리형 진동벨
음료 주문과 동시에 진동벨을 전달하고 주문이 완료되면 해당 고객을 전송기로 호출하는 시스템으로

카페, 병원, 민원실 등의 대기고객 호출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포켓형 시그니처 진동벨 SGP-100R

원형 진동벨 GP-100R / GP-101R 제품 중앙에 홍보용 스티커 부착이 가능한 원형 진동벨

(10개 / 20개 / 30개 세트)

최적의�그립감을�제공하는�컴팩트한�슬림�포켓형�진동벨
(10개 / 20개�세트)

다이아 진동벨 SGP-300R 편리한 드롭형 충전이 특징인 다이아 진동벨

(10개 / 20개 / 30개 세트)

Black

Color

Dimension

W47 x L102 x H12 mm

Weight

45g

Feature

감각적인 디자인의 컴팩트한 슬림 진동벨

향상된 수신율과 길어진 사용시간

직관적인 LED로 충전여부 확인

위아래 구분 없이 충전 가능 

홍보용 스티커를 부착하여 매장 홍보 가능

White

Color

Dimension

W68 x L68 x H12 mm

Weight

46g

Feature

트렌디한 슬림 다이아 진동벨

드롭형 충전 방식으로 편리하게 충전 가능

직관적인 LED로 충전여부 확인

앞뒤 구분 없이 충전 가능

홍보용 스티커를 부착하여 매장 홍보 가능

제품 중앙에 홍보용 스티커를 부착하여 

매장 홍보 가능 

Dimension

GP-100R: ø95 × H18mm

GP-101R: ø95 ×H15.5mm

GP-100R: Green, Red

GP-101R: Black

Color

Weight

GP-100R: 78g

GP-101R: 79g

Feature

진동벨 배포 장소와 고객 호출 장소 분리 가능

안전한 리튬 폴리머 배터리 장착

적층형 충전 방식으로 공간 활용성 우수

미끄럼방지
흡착패드

탈부착
후면 케이스

충전 상태 표시

Red : 충전중

Blue : 충전완료

로고스티커
부착

드롭형
충전방식

충전 상태 표시

Red : 충전중

Blue : 충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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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선정

산업통상자원부선정



07 일체형 & 분리형 진동벨
일체형(GP-206RT / 210RT) / 분리형(GP-200R_10C)

일체형 진동벨은 충전과 송신이 한 번에 가능한 시스템으로 가성비가 높고 공간 활용이 용이한 제품입니다. 

일체형 진동벨

(6개, 10개 / 2가지 타입)

Black

Color

Dimension

W140 x L149 x H41.5 mm

Weight

240g / 260g

Feature

간편한 원터치 송신

안정적인 양방향 통신

분실 방지 경보 기능 - 수신기에서 알림 발생

제품 전면과 상단 크래들에 홍보용 스티커

부착이 가능하여 매장 홍보에 효과적

GP-210RT

카드형 진동벨(일체형)
충전기와 전송기가 일체형으로 구성된 카드형 진동벨GP-206RT / GP-210RT

GP-206RT

GP-206RT GP-210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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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200R 크래들 타입의 사각 진동벨

Black

Color

Dimension (크래들 포함)

W57 x L195 x H16 mm

Weight

80g

Feature

진동벨 배포 장소와 고객 호출 장소 분리 가능

안전한 리튬 폴리머 배터리 장착

제품 하단과 상단에 로고 활용 가능

LED / 진동 / 소리알림 개별 설정 가능

슬림 타입의 광고 크래들 부착형

카드형 진동벨(분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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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W68 x L125.5 x H50mm

Weight

115g

Feature

7가지 LED컬러

우선 순위벨 등록 가능

삭제벨 등록 가능

White, Black

Color

Dimension

W70 x L120 x H28 mm

Weight

150g

Feature

장거리 송신기

자체부저 & LED

ST-700
LED불빛과 자체 부저음이 울리는 고성능 장거리 비상벨(최대 100m)

미니경광등 수신기  SRL-300
다양한 LED색상 설정이 가능한 미니경광등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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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비상벨
인적이 드문 화장실, 주차장, 공원, 놀이터 등에서 위급 상황 발생 시 빠르게 도움요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LTE망을 통해 거리 제한 없이 송신할 수 있으며, 설치된 장소 인근의 경찰서로 바로 신고될 수 있도록 연결 가능합니다. 

Dimension

W105 x L175 x H40 mm

Weight

950g

Feature

최대 10명까지 문자 송신

LTE 이동통신망으로 전지역 송신

서스밴드를 활용해 전신주 설치 가능

모뎀 1개로 2채널 연동 가능

음성통화비상벨 ST-EV300
LTE이동통신망 / 양방향 통화및 문자 발송 가능

Feature

Dimension

W84 x L153.6 x H31.5 mm

Weight

150g

LTE 이동통신망으로 전지역 송신

음성통화비상벨(그룹벨)  ST-GV100
최대 5개의 수신처로 음성 통화 가능

Dimension

W82 x L155 x H79 mm

Weight

340g

Feature

뛰어난 LED 시인성

설치용 브라켓

※ LTE모델 (전화 알림 및 문자) 

경광등 수신기  SLL-400 / SLL-400SV / SLL-400LTE 
비상벨 다이렉트 수신 겸용 고성능 LED 경광등

사이렌형 경광등 / 음성안내 경광등 / IOT 경광등(LTE 통신형) 

추가제품
경광등 방수케이스

고휘도 LED 105dB의
강력한�사이렌

송신벨�최대
200개�등록�가능

음량�조절�가능 
(최대-중간-최소-무음)

수신그룹 1개당 비상전화 1명
문자 10명 지정가능
(최대 5개 그룹)

장거리 비상벨



일산화탄소감지기 / 화재감지기 SFV-300
일산화탄소 및 화재 감지시 무선 수신기로 전달하여 위치확인, 안내멘트 및 경보음, 장거리 송신

도어감지센서벨 SDS-200 문열림, 문닫힘 감지 센서벨

동작감지센서벨  SPT-200 24시 감시 가능한 동작감지센서벨 

09 센서벨 

마그네틱, 적외선을 이용한 센서를 통해 발생된 신호를 수신기와 연계시켜 사물이나 사람을 인지하는 감지 센서벨입니다.

매장의 고객방문 알림, 도난, 방범, 위험, 보안지역 등 다양한  환경에서 안내 / 경보용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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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W85 x L85 x H45 mm

CRADLE: W70 x L70 x H26 mm 

Dimension

Weight
108g

감지각도 상하좌우 120̊ / 최대 10M 동작감지센서

송수신거리 최대 100M

어댑터형 / 배터리형 선택가능

아크릴케이스(추가품목)로 감지각도조절 가능(10~15˚)

Feature

도난 및 침입 관리자

MAIN: W70 x L40 x H26 mm

MAGNETIC: W70 x L16 x H20 mm 

Dimension

Weight
70g(Battery 제외)

부착형 무선 문열림감지센서

외장안테나로 장거리 송신가능

전용브라켓으로 본체와 마그네틱센서간 간격 조정 가능

대용량 배터리형

Feature

관리자도난 및 침입

SFV-300: W70 x L40 x H26 mm

일산화탄소감지기: W103 x L103 x H45 mm

화재감지기: W103 x L103 x H42.5mm

52g

118.5g

118.5g

Dimension Weight

RF신호 송신가능(씨스콜 제품 연동)

자체 알람발생

외장안테나로 장거리 송신가능

심플하고 스마트한 디자인

Feature

크래들

본체

마그네틱�센서

본체

SFV-300

일산화탄소감지기 화재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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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을 누르면 경광등 동작과 LTE 통신으로 거리 제한 없이 비상상황 알림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비상벨

비상 상황 시 호출 현장에서 경광등 동작과
LTE 신호 발신

IoT경광등 (송신처 발신동)

LTE 신호를 수신하여
관리실 경광등 동작

IoT경광등 (수신동)
프로그램

비상벨 소프트웨어

or

IoT 비상벨 

음성통화 비상벨은 벨을 누르면 양방향 음성통화 및 긴급문자(SMS)가 발송되어 신속한 신고 접수 및 대응이 가능합니다.

비상벨 담당자 휴대폰음성통화 송수신기

음성통화 비상벨

양방향
음성통화

SMS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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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OT 비상벨
LTE 통신망을 이용한 신개념 비상벨 시스템으로 기존의 RF 거리제한 개념을 탈피하여 

송신거리에 제한 없이 어디로든 비상 신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급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습니다.

비상벨

화장실 화장실�외벽 경찰서 순찰차

A근린공원�여자화장실
긴급상황�발생!

비상벨�호출 경광등�작동 위급�신호 현장�출동

IoT통신망

TRS 지시

IoT 비상벨
종류

음성통화형 Type 2경광등형 Type 음성통화형 Type 1

재부재�모니터링



송신기

11 재부재 시스템 

재부재 시스템은 원하는 대상의 재실 / 부재를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주문 제작시 10일 소요(영업일수 기준)되며 프로그램 제작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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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 매뉴얼

PC 소프트웨어로 재실 부재 확인 

재부재�모니터링

PC 소프트웨어로 재실 부재 확인 

재부재�모니터링

이더넷

송신기 재부재 모니터로 상사의 
재실 부재에 관해서 확인

or

중계기

재부재 허브

※ 스위칭 허브 조건 

※ TCP / IP 방식의 경우
    고정 IP 필요

LAN Port 100mbps 지원 모델 

유선 공유기 + 스위칭 허브

이더넷

관리자용 클라이언트 태블릿

재부재�모니터링

TCP / IP 서버PC 모니터링용 태블릿

Type2 유선형 재부재를 사용할 경우 (스위칭 허브 사용)

Type3 다층의 건물에서 재실 부재를 확인해야하는 경우 (유무선결합)

Type1 재부재 모니터 or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주요 임원의 재실 유무 파악용 시스템 

용도 / 장소에 따라 맞춤 제작되는 디스플레이

다양한 색상 지원 및 깔끔한 인테리어 효과

상황에 맞게 무선, 유선, 유무선 복합 사용

복잡한 고비용의 배선 공사 없는 무선설비

주문형으로 원하는 사이즈로 제작 가능

송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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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타입으로의 사용 전환 가능

플래쉬,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광고 효과 극대화

Windows 버전으로 편리한 사용

Feature

음성 호출 기능 

(00번 호출하였습니다) / (00번 음식나왔습니다)

백화점, 대형할인 매장 종합 전광판으로 적합

국내 최초 음성지원형 모델

Feature

16

12 DID(영상 솔루션) & 순번대기 전광판
DID(영상 솔루션)  :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시스템으로 다양한 상권과 환경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순번대기 전광판  :  외식업소, 주차장 등 대기 고객을 대상으로 호출할 때 활용 가능합니다.

DID / Digital Signage 영상�솔루션
푸드코트에서 PC나 TV 스크린 안에 고객 호출 번호와 광고를 함께 볼 수 있어 주목도가 향상됩니다. 

산업체, 병원, 기축 건물등 특정 상권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을 통하여 맞춤 제작이 가능하며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순번대기�전광판
푸드코트, 주차장 등에서 대기 고객을 대상으로 호출할 때 적합한 제품입니다.

가로/세로 등 현장에 맞춰 원하는 타입으로 제작되며, 고휘도 FND를 적용하여 먼 거리에서도

잘 보이도록 가시성이 확보되었습니다.

SR-3008SOM (100자리수 8개)
(W980 x L250 x H60 mm)

SR-3004SOM (W980 x L125 x H60 mm)

SR-4004SOM (W1230 x L125 x H60 mm)

SR-3012SOM (100자리수 12개)
(W1000 x L375 x H60mm)

전송기 SRT-8200_PC

장소와 용도에 맞춰 응용 제작이 가능합니다.푸드코트 / 병원 / 산업체 / 공공장소

SR-3004SOM(세로형)
(W308.6 x L551.2 x H60 mm)

SR-4004SOM(세로형)
(W248 x L540 x H60 mm)

푸드코트�순번대기�시스템 환자�호출�모니터링�시스템

이�윤 김�경�태 김�정�훈 최�승�준

이�동�준 신�철�호 임�경�민 조�인�애

이�연�주 엄�지�혜 신�다�혜 오�지�연

생산�라인�모니터링�시스템 위치표시�비상�호출�시스템

전송기



직 원직 원고 객 송신기 무전기유닛 무전기

* 무전기에 호출된 번호 표시

* 호출 번호 음성 안내

·표시 번호를 무전기 음성으로 전달

·음성 호출로 정확한 의사전달 가능 (00번 호출입니다)

·RF 신호 무전기 음성으로 전달 실용신안 획득 
무전기 유닛 시스템

송신기 페이저(휴대용 수신기)직 원고 객

·대형 매장의 필수 아이템

·직원이 휴대하고 다닐 수 있어 이동 중 바로 수신 가능

·더 편리해진 스마트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정기 업데이트)
페이저(휴대용 수신기) 시스템

01 제품 사용 가이드

외식업소

송신기 수신기

전송기 진동벨

17

직 원 고 객

직 원고 객

·창업 카페, 대기고객 호출 필수 아이템

·인건비 절감과 종업원의 피로 감소

·전송기를 눌러 대기 고객을 호출할 때 사용

·외식업소의 필수 아이템

·인건비 절감과 종업원의 피로 감소

·송신기를 눌러 종업원을 부르거나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사용
서비스 호출

진동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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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품 사용 가이드

병의원, 요양원 / 기축시설

간호사환 자 의사

간호사환 자 의사

환 자 간호사

수신기 + 미니경광등

고 객발렛담당자

송신기

송신기 DID

송신기 페이저 (휴대용 수신기)

전송기

DID

전광판

18

·병실, 응급실, 수술실, 화장실 등에서 호출시 해당 위치와 호출 내용을 PC 화면으로 표시

·다양한 환자 호출 정보 안내와 백업으로 체계적 서비스 제공

·환자의 호출 정보를 페이저에 전송해주는 시스템

·바쁜 업무 중에도 환자에게 신속한 의료 서비스 가능

·페이저를 통한 호출 수신으로 병동 내 어디서든 수신 가능

·차량 출차 시 대기하는 고객에게 차량 번호 알림 서비스 제공

·주차타워 및 차량 출차로 혼선이 있는 환경에 적합

·DID 및 전광판을 환경에 맞게 맞춤식 사용

·일반 병실, 중환자실에서 송신기를 눌러 간호사를 호출

·의료진 간의 원활한 업무 협조(서비스 개선)를 필요로 하는 병의원에서 사용

·병원 내 난동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용

병의원, 요양원
모니터형 시스템

병의원, 요양원
모니터링 프로그램 시스템

병의원, 요양원
페이저(휴대용 수신기) 시스템

병의원, 기축시설
주차관제 시스템



03 제품 사용 가이드

대형매장 / 관공서·사무실 / 호텔

19

송신기 수신기

or

다이렉트 페이저

직 원고 객

송신기 다이렉트 페이저

송신기 수신기

관리자

전송기 재부재 모니터

직 원

·대형마트 내에서 고객이 상품 문의를 원하거나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호출벨을 눌러 직원 호출

·넓은 매장에서도 신속하게 서비스 제공 가능

·관공서나 사무실 등에서 각 임원들의 재실/부재를 표시

·유/무선 설비 방식으로 다양하게 응용 가능

·용도/장소에 따라 맞춤 제작되는 디스플레이 

·호텔 내 부대시설 이용 고객이 도움이 필요할 때 호출벨을 눌러 호텔 직원을 호출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

·계산 도중 문제 발생 시 담당자를 호출하는 시스템  

·바쁜 상황 중에서 신속하게 문제 해결

·국내 대형마트 전 지점에서 사용 중

대형매장
계산대 호출벨 시스템

대형매장
직원 호출 시스템

관공서 및 사무실
유/무선 재부재 시스템

호텔
무선 호출 시스템

다이렉트 페이저

or

직 원임 원

캐  셔

고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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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비상벨 솔루션

공공이용물 / 주차장 / 학교

시 민

경 찰시 민 파출소

담당자경비실

20

비상벨 DID / 담당자 메시지 수신

*다층�건물에서 
 유선으로�신호�전달

비상벨 음성통화비상벨 및
IoT경광등

112 종합 상황실

이더넷 Unit(유선)
근무자시 민

·화장실 칸마다 비상벨 설치

·화장실 입구에 설치된 경광등을 통해 주변에 1차 알림

·무선 신호가 건물 내 지정된 수신처로 전송

·지하 주차장 및 안전 취약 지역에 비상벨 설치

·무선 신호가 이더넷 중계기를 통하여 서버로 전송

·학생이 위험에 처했거나, 1인 근무지에 비상벨 설치

·무선 신호가 근처에 있는 중계기를 통하여 교무실 및 행정실 등 지정된 수신처로 전송

·화장실 칸마다 비상벨 설치

·화장실 입구에 설치된 경광등을 통해 주변에 1차 알림

·무선 신호가 통신망(IOT)을 통하여 112 종합상황실로 전송  

*BF인증제도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

 화장실 비상벨 (IOT형)

 화장실 비상벨 (일반형)

 주차장 비상벨

 학교 안심 비상벨

비상벨 경광등 및 모니터

경비실학 생 교무실 비상벨 중계기 수신기

BF인증

*BF인증제도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

BF인증



05 산업체 솔루션

5-1 산업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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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설 비 송신기 릴레이 접점 유닛

타워 경광등과 호출벨 접점으로 연결 설비이상 주문형 전광판

기기 이상 발생시 자동 송신 기기상태 확인 및 이상발생 D/B 구축

SRT-8200_PC

다이렉트 페이저서버PC(MES)
이더넷 통신 시스템

(TCP/IP)

TCP/IP

P C설 비

hdjflhawe

hdjflhawe

hdjflhawe

관리자설 비

관리자설 비

·서버-클라이언트 간의 모니터링 화면 공유 기능은 설치 장소 내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원

·자재 부족, 설비 이상 등 문제 발생 시 관리실 모니터에 해당 설비 상태를 표시 

설비 모니터링 & 
데이터 베이스 구축 시스템

·생산라인 설비에 이상이 생기면 설비에 연결되어 있는 타워 경광등이 울리게 됨

·호출벨이 타워 경광등과 접점으로 연결되어 있어 신속히 파악 타워 경광등 접점 호출 시스템

·공장 내 MES 프로그램과 이더넷 중계기와 통신(TCP/IP)(유선)

·생산관리자에게 페이져로 원하는 데이터 신호 발송(무선) 유·무선 안돈 시스템

·송신기의 신호로 기계를 제어하는 시스템

·호출 신호를 받으면 원하는 시간만큼 접점이 붙어 기계를 동작 시킴 8포트 릴레이 중계기 시스템



05 산업체 솔루션

5-2 산업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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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V 호출 AGV 중앙처리장치 AGV 통신유닛 장착

SRT/FRT-MAIN/AGV 중앙 신호 유닛

이동상태/대기명령

양방향�데이터�전송

AGV작업자

호출벨 지게차

호출벨

설비 이상
발생 시

조치
완료시

개별 전광판 라인 종합 전광판

지게차작업자

관리자작업자

관리자작업자 비상벨 다이렉트 페이저 무전기 유닛

or

·지게차의 운반이 필요한 작업자가 벨을 눌러 호출하면 지게차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가

  무선 신호를 받아 모니터에 표시된 번호로 이동

·지게차 운전 중 사고 위험 예방
 지게차 호출 시스템

·FND 전광판은 최대 4자리 (천 단위)까지 출력 가능

·작업자가 호출이 필요할 때 (기기 고장, 자재 호출, 관리자 호출)

·FND size 3inch 와 6inch 중 선택 가능 / 사이렌, 경광등 추가 장착 가능 
 시인성이 극대화된 FND system

·작업자가 자재 부족 시 또는 AGV 호출이 필요할 때 벨을 누르면 AGV가 서로 통신하여

  대기 순번이 가장 빠른 AGV가 이동

·자동화 라인에서 발생하는 LOSS를 완벽 제거 / 품질 및 생산성 향상
 AGV 자동화

·작업자가 기기 이상이나 자제 부족 시 호출벨을 눌러 담당자를 호출하는 시스템

·페이저, 무전기 등 단말기 사양에 따라 메인 유닛이 다름담당자 호출벨 시스템

GLOBAL BRAND SYS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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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스콜은 무선호출 시스템을 기반으로 

고객의 편리함과 효율적인 매장 환경 구축, 비상벨, 공공기관, 산업체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가치를 제공하는 ‘무선호출 종합 솔루션 브랜드’ 입니다.

RF SYSTEM FRANCHISE RESTAURANT INDUSTRY HOSPITAL GOVERNMENT 
OFFICE

ST-900 굿디자인�선정증SGP-100R 굿디자인�선정증 호출시스템�실용신안�등록ST-200 굿디자인�선정증ST-500 굿디자인�선정증GP-100R 굿디자인�선정증일본 TELEC 인증유럽연합(EU) CE 인증

ST-900 IP67 시험성적서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전자파적합성�시험성적서 해외�전자파적합성�성적서KCC 방송통신기기�적합�인증 유럽 CE 인증 유럽 CE 인증 미국 FCC 인증

씨스콜무선호출 시스템 1위 브랜드,      

BRAND

업력 25년의 무선통신 RF

전문 제조기업으로 개발/

생산/판매/품질보증 등

사업 전분야 토탈 솔루션 제공

PRODUCT

자체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으로 기술경쟁력 우위

다양한 제품군으로 현장별

맞춤 설치 가능

SERVICE

A/S 전문 부서를 통한

신속 정확한 제품 관리와

무상 보증 1년 보장

PRICE

자체 생산을 통한

품질 및 가격경쟁력 보유

저비용 고효율의 솔루션

제공



대표번호 : 1566-8084

홈페이지 : www.syscallshop.com

서울시 중구 필동로8길 12-4 씨스콜B/D (필동2가)

(주)씨스콜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