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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우수한 제품 및 안정적인 성능과 더불어 최신의 통합 회로를 채택한 본 전화기를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절하게 활용을 위해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어주십시오. 

 

안전 지침  
 

사용자의 전화기를 사용할 때 화재의 위험, 전기 충격 및 부상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안전 예방 조치를 항상 따른다.  

1. 모든 지침을 읽고 이해한다.  

2. 모든 경고 및 지침을 따른다.  

3. 청소하기 전에 본 제품의 플러그를 뽑는다.  

액체 세척제나 에어졸 세척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마른 천으로 청소한다.  

4. 본 제품을 물기 근처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목욕통, 주방 싱크대 또는 수영장 근처).  

5. 본 제품을 불안정한 스탠드나 탁자에 설치하지 않는다.  

본 제품을 떨어뜨리면 제품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  

6. 제품에 임의 액체를 쏟지 않는다.  

7. 전기 충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본 제품을 분해하지 않는다.  

서비스나 수리 작업이 필요한 경우 자격 있는 기술자에게 연락한다.  

8. 누설되는 주변에서 가스 누설을 보고하기 위하여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기능  
 

1. 마지막 번호 재다이얼 

2. 전환/Flash 기능 

3. 착신 음량 고/저/꺼짐 선택 가능 

4. 탁자/벽 설치 가능 

5. 펄스/톤 다이얼링 모드 변환 가능 

6. 2단계 잠금 기능 

7. 착신램프 표시기를 갖춘 수신 통화 

8. 온후크 다이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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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설명  
 

 
 

 

 착신램프  온후크  벨소리 볼륨 

 숫자 키  재다이얼  펄스/톤 모드 

 송화차단  전환  Flash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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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1) 준비 

 

1. 핸드셋 코드를 전화기 좌측면 잭에 삽입한다.   

2. 교환기 방식에 따라 다이얼 모드를 펄스나 톤 다이얼링으로 설정한다.  

3. 본체의 밑면의 라인 잭에 라인 코드의 한쪽 끝을, 교환기의 벽 콘센트에 다른 쪽 끝을  

삽입한다. 

 

2) 다이얼링 및 통화 

 

전화 받기 

 핸드셋으로부터 

1. 착신링중 핸드셋을 들어 상대방에게 말한다.  

2. 통화를 마친 경우 핸드셋을 본체에 내려 놓는다.  

 

전화 걸기 

 핸드셋으로부터 

1. 핸드셋을 들어 올린다.  

2. 다이얼 톤을 듣는중 원하는 번호를 다이얼한다.  

3. 통화를 마친 경우 핸드셋을 본체에 내려 놓는다. 

 

 온후크로부터 

1. 온후크 키를 누른다. 

2. 다이얼 톤을 듣는중 원하는 번호를 다이얼한다. 

3. 통화하기 위해 핸드셋을 든다. 

 

 재다이얼 

1. 핸드셋을 들어 올린다. 

2. 재다이얼 키를 누르면 마지막으로 다이얼한 번호가 다시 다이얼된다. 

 

3) 다이얼링 

핸드셋을 들어 올리고 다이얼톤이 가청될 때 원하는 번호를 다이얼한 다음 “뚜-뚜”와 같은 

긴 톤을 들으면 통화가 된다. 만약 “뚜…뚜…뚜”와 같이 짧은 톤을 들으면 통화 중이므로 

훅 스위치를 누른 다음 잠시 후에 다시 다이얼하기 위해 재다이얼 키를 누를 수 있다. 통화

가 될 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할 수 있다.  

 

4) 펄스/톤 

용도에 따라서 펄스 다이얼링 모드의 경우 P 또는 톤 다이얼링 모드의 경우 T로 모드를 변

경한다. 

 

5) FLASH  

100ms, 300ms 또는 600ms로  Flash 시간 설정을 하기 위하여 Flash 스위치를 변경한다.  

1. 상대방 과 통화 중 다른 내선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전환 버튼을 누를 경우 라인을 

설정된 시간 만큼 단락 시킨다 (교환기 Hook flash Range 에 따라 조정) 

 

6) 벽에 설치 가능 

벽걸이 용도 및 데스크탑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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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착신음 음량 

착신음 음량을 HI/LO/OFF로 조정하기 위해 “Ringer”  스위치를 변경한다.  

 

8) 송화차단 기능 

핸드셋으로 통화하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용자 말소리를 일시적으로 듣는 것을 원하지 않

는 경우 송화차단 키를 누른다. 그리고 다시 정상 통화상태를 원할 경우 누르고 있던 손을 

송화차단 키에서 땐다.  

 

9) 잠금 기능 

키를 초록색으로 돌리면 “0”으로 시작하는 숫자들이 잠겨져서 다이얼할 수 없다.   

키를 잠금 장치의 빨간 점으로 돌리면 모든 숫자들을 다이얼할 수 있다. 

 

 

문제해결하기  
 

문제 확인 해결책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 핸드셋이나 전송라인이 끊어져 있

는지 여부 

적절하게 연결하거나 전화 

라인을 교체한다. 

받는 것만 가능한 경우 다이얼링 Mode 설정이 적절한지 

여부 

다이얼링 모드를  

재설정한다. (톤/펄스) 

소음이 나는 경우 회로가 열려 있거나 선이  

느슨한지 여부 

전화선을 교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