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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은 사용자가 제품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사용해서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나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니 사용 전 반드
시 읽어 주십시오. 사용설명서를 읽고 나서 사용하는 사람이 항상 볼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경고: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심각한 상해나 사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경미한 상해나 제품손상이 발
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의: 제품 설치 장소 및 환경에 대해서

 • 제품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거나 수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 전화기를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에, 양탄자 또는 방석 위에 설치하지 마
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화재, 감전 또는 제품고장의 위험이 있을 수 있
습니다.

 • 먼지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화재, 감전 또는 
제품고장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진동이 심한 장소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품성능이 저
하되거나 수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 통풍이 되지 않는 좁은 장소나 화기 옆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
으면 제품고장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제품 주변에 꽃병, 화장품, 우유 또는 음료수 등이 차있는 용기를 놓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액체가 쏟아져 부품과 회로에 손상을 줄 수 있
고 화재, 감전 또는 동작 불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준비 시작하기 전에

 • 제품을 세탁기, 열기구, 전자레인지, 가열 조리기구, 고압 용기 등에 가
까이 두거나 넣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품에 열이 나거나 화재, 
폭발, 고장, 변형 또는 동작 불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선반 위나 경사진 장소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품이 떨
어지거나 고장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전자제품(TV, 음향기기, 전자레인지, 냉장고, 일반 유선/무선 전
화기 등)과 가까이 설치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전파간섭 때문에 
잡음이 발생할 수 있고 통화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조리대, 가습기, 밥솥 등 주방용품 주위나 비바람에 노출된 장소 또는 
목욕탕 등 물이 튀거나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거나 사용하지 마십
시오. 그렇지 않으면 부품과 회로에 손상을 줄 수 있고 감전, 화재, 변
형 또는 제품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고: 전원에 대해서

 • 전원 플러그 부위에 먼지를 깨끗이 닦고 전원 플러그가 흔들리지 않도
록 확실히 연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화재나 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원 플러그가 손상되거나 콘센트에 연결하는 부분이 헐거우면 사용하
지 마시고 전원 플러그나 전원선을 개조 또는 손상하지 마십시오. 그렇
지 않으면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연장 콘센트(멀티 탭)나 전원 플러그를 연
결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원선, 어댑터 선을 양탄자로 덮거나 열기구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하고 
전원선, 어댑터선 또는 전화선을 어린아이나 유아 또는 애완동물이 물
어뜯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
을 수 있습니다.

 • 충전기나 어댑터 등은 포장 내용물에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소
모품이나 별도 판매품은 반드시 제조사에서 승인한 제품을 사용하십시
오.) 그렇지 않으면 제품의 수명이 단축되거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
고 이런경우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전원선을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무거운 물건 밑에 깔리지 않도록 하십시
오. 그렇지 않으면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3준비 시작하기 전에 

 • 설치 장소를 이동할 때는 전원선, 전화선 등 외부에 접속된 것을 제거하
고 새로운 설치장소로 이동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동 중에 선에 걸
려 넘어질 수 있고 전원선 전화선 등이 파손되면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고: 배터리 취급 및 사용에 대해서

 • 배터리를 분해하거나 개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배터
리나 어댑터 등 소모품은 반드시 제조사에서 승인한 제품을 사용하십
시오.) 그렇지 않으면 발열이나 파열에 의한 화재나 부상의 위험이 있
을 수 있습니다.

 • 배터리를 던져 충격을 주거나 열기구, 전자레인지, 가열 조리기구, 고
압 용기 등에 가까이 두거나 넣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배터리액
이 새거나 분출해서 발열이나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
습니다.

 • 배터리의 외장 튜브를 벗겨 상처를 내거나 배터리의  과  을 금속 물
질 등으로 접촉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발열이나 파열에 의한 화
재나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배터리는 직사광선이 드는 장소와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해 보관하십시
오. (0 ℃ ~ 40 ℃ 사이 그늘지고 서늘한 실내) 그렇지 않으면 외관변
형이나 폭발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어린아이나 유아 또는 애완동물이 배터리를 빨거나 물어뜯지 않도록 주
의하십시오. 배터리를 입에 넣으면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만일 

어린아이가 먹었으면 가능한 한 빨리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 전화기 사용 또는 배터리 충전 중에 타는 냄새나 연기 등 이상 현상이 
느껴지면 전원선과 전화선을 뽑고 서비스센터로 연락하십시오.그렇지 
않으면 발열이나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배터리가 파손되면 누액이 흘러나올 수 있으니 눈이나 피부 또는 의복 
등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만일 배터리 누액이 묻었으면 바로 깨
끗한 물로 씻고 가능한 한 빨리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 배터리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해서 버려 주십시오. 배터리를 잘못 취급
하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의 사용기간(보증기간 6개월)이 다했다면 새 배터리로 교체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대로 사용하면 배터리가 부풀어 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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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터리를 제품에서 분리할 때 반드시 전원을 끄고 배터리를 분리해서 
주십시오.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배터리를 분리하거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은 제품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용에 대해서

 • 공인된 수리기술자 이외에 절대로 제품을 마음대로 분해하거나 고치지 
마십시오. 점검이나 수리는 판매점이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십시오. 그
렇지 않으면 제품이 오동작하거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정상적
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천둥번개가 칠 때는 전원 플러그나 전화선을 만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감전이나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제품 안에 이물질을 넣지 마십시오. 또한, 전화기 리시버(수화기)에 스
테이플이 자화(磁化)되어 붙었으며 반드시 제거하고 사용하십시오. 그
렇지 않으면 화재나 감전 또는 얼굴에 상처가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
습니다. 

 • 타는 냄새나 연기가 날 때는 바로 사용을 멈추고 전원 플러그와 전화선
을 빼고 나서 판매점이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발

열이나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휘발성 물질(벤젠, 신나, 알코올 또는 아세톤 등)이 제품에 닿지 않게주
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변형이나 변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만약 내부에 물이 들어가
면 전원선과 전화선을 뽑고 서비스센터로 연락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발열이나 감전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충전 단자에 물방울이나 이물질이 묻으면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고 사
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충전이 되지 않거나 발열 또는 화재의 위험
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용 중 떨어뜨리거나 사람을 향해 던지지 마십시오. 만약 제품이 떨어
져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 전원선을 콘센트로부터 빼고 나서 판매점이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부상을 당하거나 표시화면(LCD) 또는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스가 새는 장소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가스 누설이 있을 때는 전화
기나 전화선 그리고 전원 콘센트 등을 손으로 만지지 말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불꽃이 튀어 폭발하거나 화재 또
는 화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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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을 사용할 때 포장용 랩이나 비닐에 씌워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렇
지 않으면 표면에 코팅이 지워지거나 변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제품 모서리나 각이진 부위에 주의하시고 전화기 마이크 부분이나 전
원 코드 등을 어린아이나 유아가 빨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렇지 않
으면 부상을 당하거나 통화품질 떨어짐 또는 제품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제품 위에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심한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
으면 표시화면(LCD)이 깨지거나 통화품질 떨어짐 또는 제품고장의 원
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전화기를 뒷주머니에 넣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전화기가 파손되거
나 넘어졌을 때 다칠 수 있습니다.

 • 호출 음이 나는 스피커 부분에 귀를 가까이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
으면 갑작스러운 높은 음량이 귀에 자극을 주어 청력 이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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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내용물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아래 그림과 같이 포장 내용물이 모두 들어있
는지 확인하십시오. 확인 도중 이상이 있으면 제품을 구매한 곳에 문의하
십시오. 포장 내용물 그림은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WIT-400HE 충전기 
여행용 충전기를 충전기와 
전원 콘센트에 연결해서 배
터리를 충전할 때 사용

Australia

South Korea

US

여행용 충전기 
충전기 없이 충전할 
때 사용

이어폰
핸즈 프리(Hands-free) 
통화할 때 사용

 

리튬 이온 (Li-Ion) 
배터리
(3.7V, 
1150mAh)

휴대용 끈
편리한 휴대를 위해 전화기
에 연결해서 사용

WIT-400HE간편 사용설명서

본 제품은 국내(대한민국)용 입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This product should be used only in Korea not other countries.) 

제품 문의전화: 1588-9388 

제품 문의전화 이용이나, 설치 문제 때문인 출장 서비스는 서비스  

요금을 고객께서 부담하시게 되므로 설치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설명서
전화기 사용에 필요
한 기본 정보 제공

벨트 클립 
벨트 클립에 전화기를 고정
해서 사용 (별도 구매품)

경고: 안전을 위해 승인된 정품을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품의 수명이 단축되
거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여행용 충전
기 등의 추가 구매는 고객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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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 설명
아래 그림을 참고해서 WIT-400HE 각 부분의 이름과 버튼 기능에 익숙
해지면 제품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 부분의 이름

* 전화 수신이나 발신을 위해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으니 통화 품질을 
위해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이 부분을 만지거나 잡지 마십시오.

1

3

5

6

7

8

9

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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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 기능
전화기 사용에 필요한 모든 버튼에 대한 간략한 기능 설명을 제공합니다.

1. 리시버(수화기)

2. 표시 화면 (Liquid Crystal Display): 표시 화면(LCD)은 안테나 신
호 세기, 배터리 잔량 상태, 날짜와 시간 그리고 전화연결 상태 등 전
화기 사용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보여줍니다. 

3. 내비게이션/OK( ) 버튼: 내비게이션 버튼은 메뉴를 선택하기 위해 
화면을 이동할 때, OK 버튼은 선택한 항목을 실행 할 때 사용합니다.

 • 위쪽( ) 버튼을 누르면 무선랜 검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아래쪽( ) 버튼을 누르면 일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왼쪽( )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을실행할 수 있습니다.

 • 오른쪽( )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4. 왼쪽 소프트 버튼*1 메인 메뉴를 열거나, 표시 화면 왼쪽 아래에 나타
나는 소프트 메뉴를 실행합니다.

5. 보류/저장: 상대방과 전화 통화 중 잠시 통화를 멈추기 위한 통화 중 
보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프로그램 메뉴에서 입력한 설정 값을 저
장할 때 사용합니다.

6. 통화 버튼: 전화를 걸고 받거나 통화목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7. 키패드: 전화번호나 문자를 입력할 수 있고, 번호와 일치하는 메뉴를 
실행하거나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단축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매너 모드 버튼: 대기 상태*2 에서 진동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9. 마이크(송화부)

10. 오른쪽 소프트 버튼: 전화번호 검색 메뉴를 실행하거나 화면 오른쪽 
아래에 나타나는 소프트 메뉴를 실행합니다.

11. 전환/프로그램 버튼 통화 중 다른 사용자에게 통화 전환을 할 수 있습
니다. 이 버튼을 이용하여 시스템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
습니다.

12. 종료/전원 버튼: 전원을 켜거나 끌 때, 전화를 끊을 때 또는 기능 설
정 중 취소하고 대기 상태로 갈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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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움/이전 버튼: 짧게 누르면 커서가 있는 위치에서 글자가 한자씩 
삭제되고, 길게 누르면 입력 중인 문자가 모두 삭제됩니다. 메뉴 모드
에서 기능 설정 중에 지움 버튼을 누르면 한 단계 전으로 이동합니다. 
키 잠금: 대기 상태에서 길게 눌러 전화기 버튼을 잠그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14. 잠금 버튼: 대기 상태에서 전화기 잠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5. 휴대용 끈 연결 홈: 휴대용 끈(기본 제공)을 연결 할 수 있습니다.

16. Push-to-Talk(PTT) 대기 상태에서 PTT 그룹의 다른 사용자에게 
방송할 수 있습니다. 

17. 스피커: 전화벨 소리, 알람 또는 기타 효과음이 들을 수 있습니다.

18. 사이드 볼륨 버튼: 대기 상태에서 버튼음 크기를 조절하거나, 통화 상
태에서 수화 음량 또는 전화가 걸려올 때 벨 소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
다. 메뉴 상태에서 항목을 이동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 이어폰 잭: 이어폰(기본 제공)을 연결해서 핸즈 프리(Hands-free)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모노(Mono) 이어폰만 사용 가능
합니다. 

20. 배터리 덮개: 배터리 덮개를 제거하고 배터리를 설치하거나 교체할 
수 있습니다.

21. 충전기 잭: 커넥터 보호 덮개를 열고 여행용 충전기(기본 제공)를 연
결해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1 소프트 버튼은 각 메뉴나 옵션에 따라서 다르게 표시됩니다. 메뉴를 선택하고 기능
을 설정하거나 설정을 변경할 때 왼쪽/오른쪽 소프트 버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대기 상태란 전원을 꼈을 때 처음 보이는 화면으로 메뉴가 실행되지 않고 전화기가 
사용을 위해 준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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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화면 설명
표시 화면은 전화기 동작상태나 특정 기능의 설정 여부에 따라 다양한 정
보를 제공합니다.

표시 화면 정보

상태 아이콘
전화기 표시 화면 상단에 나타나는 모든 상태표시 아이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1.  현재 무선 신호 세기(RSSI*1 ) 수준을 나타냅니다.

  전화기가 AP*2 에 등록되지 않은 것을 나타내거나 네트 워크 
  영역을 벗어난 것을 나타냅니다.

  전화기가 등록된(할) AP를 검색 중인 것을 나타냅니다.

2.  통화 중이거나 전화가 연결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시스템으로부터 신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내고,   
  이 아이콘이 표시되면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3.  ‘전화기잠금’ 또는 ‘키잠금’이 설정된 것을 나타냅니다.

4.  벨 소리가 ‘진동’ 또는 ‘진동한번만’으로 설정된 것을 나타냅니다.

  벨 소리가 ‘진동 후 벨’ 또는’ 벨소리+ 진동’으로 설정된 것을   
  나타냅니다.

 현재 시각 표시: 시스템에서 보내주는 시간이 오전, 
오후(HH:MM)로 표시됩니다.

상태 표시 아이콘: 표시화면 상단에 전화기 동작상
태에 관련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날짜 요일 표시: 현재 날짜(MM/DD)와 요일이 표
시됩니다.

대기화면 문구 표시: 대기화면 문구가 설정되면 해
당 표시됩니다.

시스템 안내: 시스템과 관련된 기능 안내가 표시
됩니다.

소프트 메뉴 표시: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표시화면 
아래에 표시됩니다. 표시되는 각각의 메뉴를 왼쪽, 
오른쪽 소프트 버튼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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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 소리가 ‘음소거’로 설정된 것을 타냅니다.

  매너모드가 설정된 것을 나타냅니다. 진동 기능을 빠르게 설정 
  할 수 있고, 이 기능이 설정되면 전화벨 소리 대신 진동합니다.

5.  문자 메시지가 수신된 것을 나타냅니다. 

6.  메시지 대기 또는 예약 호출이 수신된 것을 나타냅니다. 

7.  알람 기능이 설정된 것을 나타냅니다.

8.  현재 사용 중인 배터리의 잔량을 나타냅니다.

  배터리가 완전하게 사용된 상태(충전 필요)를 나타냅니다.

  배터리가 거의 사용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배터리가 조금 사용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배터리가 완전하게 충전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배터리가 충전 중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1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란 전화기와 AP 간에 수신된 무
선 신호의 세기를 나타내는 값으로 전화기가 동작할 때 RSSI 아이콘이 표시 화면
에 나타납니다. 

*2 AP(Access Point)란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AP는 보통 유선네트워크에 연결되며 유선 또는 무선기기와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
대기 상태에서 왼쪽 소프트 버튼을 누르면 전화기 메뉴 화면으로 진입합
니다.

• 대기화면                                                • 메뉴 화면

예) 이 아이콘은 음량벨
소리 메뉴가 선택된 것
을 나타냅니다.

  [메뉴]를 누르고 
원하는 메뉴를 선택
합니다.



12 제 1 장 기본 사용법

메인 메뉴 아이콘
아래 표에서 설명하는 각각의 아이콘은 해당하는 메인 메뉴를 실행할 때 
사용합니다.

아이콘 아이콘 설명

이 아이콘은 연락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화번호부와 관련된 메뉴
를 나타냅니다.

이 아이콘은 원하는 음량벨소리와 관련된 메뉴를 나타냅니다.

이 아이콘은 화면설정과 관련된 메뉴를 나타냅니다.

이 아이콘은 통화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통화목록과 관련된 메뉴를 나
타냅니다.

이 아이콘은 메시지와 관련된 메뉴를 나타냅니다.

이 아이콘은 개인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편의 기능과 관련된 메뉴를 
나타냅니다.

이 아이콘은 다양한 시스템 관련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메뉴를 나타
냅니다.

이 아이콘은 주변 환경에 맞게 네트워크나 보안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폰설정과 관련된 메뉴를 나타냅니다. 

전화 상태 표시
전화가 걸려올 때 전화번호부에 번호와 이름이 저장되어 있다면 표시 화
면에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화번호만 표시됩니다.

• 수신 화면             • 발신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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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와 충전기
배터리가 완전히 사용(또는 방전)되기 전에 WIT-400HE에 설치된 리튬 
이온 (Li-Ion)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배터리 용량이 약 10% 정도 남으
면 방전 경고음과 함께 메시지가 표시되고, 통화시간이 약 4분 정도 남으
면 방전 경고음이 울리고 나서 전화기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경고: 경고: 에릭슨-LG 엔터프라이즈가 승인한 정품 배터리나 충전기 또는 여행
용 충전기를 사용하십시오. 만일 승인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면 과열이 되거나 
발화 또는 폭발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당하거
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설치 및 교체하기
배터리를 설치하나 교체하기 전에 반드시 전화기의 전원을 꺼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장된 번호 또는 메시지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설치하려면:
1. 그림과 같이 배터리 덮개를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 ) 아래 방향으로 

덮개를 밀어냅니다 ( ).

배터리 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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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화기에서 배터리 덮개를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3. 배터리의 금속 충전 접촉 부분을 전화기 배터리 터미널에 표시 부분 홈에 
맞추고 ( ) 화살표 방향으로 눌러 설치하십시오. ( ). 주의: 설치할 때 
배터리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4. 그림과 같이 배터리 덮개를 표시부분에 맞추고 ( ) 화살표 방향으로 ‘딸
각’ 소리가 나도록 밀어 닫으십시오 ( ).

배터리를 교체하려면:
1. 전화기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배터리 덮개 걸쇠(Hook)를 엄지손가락으로 눌러 해제하고 배터리 덮개
를 전화기에서 제거하십시오.

경고: 손상되거나 배터리액이 세는 배터리는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사용하거나 맨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주의: 제품 구매 때 포함된 배터리의 사용기간은 제한되어 있고 배터리의 보증기
간은 제품 구매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리튬이온(Li-Ion) 배터리

배터리 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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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충전하기
전화기를 처음 사용할 때 배터리는 충분히 충전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니 
사용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표시 화면 상단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은 배터리 충전상태를 보여줍니다. 
배터리 충전이 필요하면 빈 배터리 모양 아이콘( )이 보이고 방전 경
고음이 울립니다.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에릭슨-LG 엔터프라이즈가 승인한 정
품 충전기 또는 여행용 충전기를 사용하십시오. 

충전기를 통해 충전하려면:
1. 여행용 충전기 끝에 있는 납작한 커넥터 부분을 충전 잭에 연결하십시오 

( ). 그리고 나서 다른 한쪽을 전원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 경고: 
승인되지 않은 액세서리는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전화기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Li-Ion)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기 전에 전
화기를 충전기에 올려놓고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배터리가 충전을 시작하면 표시 화면에 ‘충전 중’  
( ) 아이콘이 나타나고, 배터리가 완전하게 충전되면, 만 충전 ( ) 
아이콘이 표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 충전기에 있는 충전 상태 표시 LED 색상은 아래 상태를 의미합니다.

 - 붉은색: 배터리가 충전 중이거나 재충전 중을 나타냅니다.

 - 초록색: 배터리가 99% 정도 충전된 것을 나타냅니다.

 • 배터리(Li-Ion 3.7V 1150mAh)의 충전 시간은 약 6시간 정도입니다.

 •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충전되지 않으면 전원을 끄고 배터리를 분리했다
가 다시 설치하고 충전하십시오.

Australia

South Korea

US

전원 콘센트

충전 LED

어댑터 연결 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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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용 충전기를 통해 충전하려면:
 ►전화기 아래에 있는 충전기 보호 덮개를 여십시오 ( ). 여행용 충전기 끝
에 있는 납작한 커넥터 부분을 전화기의 충전 잭에 연결하고 ( ) 나서 여
행용 충전기의 다른 한쪽을 전원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 ).

배터리 교체 시기
리튬 이온(Li-Ion) 배터리는 충전 횟수(충전 주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
에 일정 기간 사용하면 배터리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전화기 사용 상태에 따라 배터리 충전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터
리의 동작 시간이 갑자기 짧아지면 새 배터리로 교체하십시오.

 • 전화기와 함께 공급되는 리튬 이온(Li-Ion) 배터리만 사용하고, 새 배
터리 구매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십시오.

전화기 켜기와 끄기
전화기 켜기
 ►전화기 전원을 켜려면  누릅니다.

시작 애니메이션이 보이고 전화기가 AP를 찾기 시작합니다. 전화기가 AP
에 연결되면 초기설치 과정이 완료된 것을 알려주기 위해 화면에 안테나 
( ) 와 RSSI 레벨 ( )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화면에  아이콘이 아직 남아 있고 전화기는 자동으로 시스템을 검색해
서 등록 요청 메시지를 시스템으로 보냅니다. 시스템으로 부터 전화기가 
등록 응답을 받으면  아이콘은 표시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AP 연결과 시스템 등록 과정이 완료되면 전화기는 대기 상태가 됩니다. 
이때부터 외부로 전화를 걸거나 내선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상
적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23쪽 ‘등록’ 관련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전화기 끄기
 ►종료 애니메이션이 보일 때까지  3초 이상 누릅니다.

Australia

South Korea

US

Australia

South Korea

US

보호덮개

충전 잭

전원 콘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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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와 옵션 선택하기
WIT-400HE는 스크린 메뉴 방식으로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메뉴를 선
택할 수 있고 각 메뉴는 여러 가지 옵션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버튼을 사용 메뉴를 검색할 때 선택한 몇 가지 메뉴는 화면 
오른쪽에 스크롤 막대가 있어 현재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설정된 메뉴 스타일은 리스트 메뉴입니다. 메뉴 > 화면설정 > 메뉴 
스타일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뉴로 선택하기

전화기의 전원이 켜져 있고 대기 상태에서:
1. 메인 메뉴를 열기 위해  누릅니다.

2.   사용해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3. 원하는 메뉴가 화면에 나타날 때 해당 버튼을 누름: 

 •  선택한 옵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  이전 메뉴로 가기 위해서

 •  옵션 항목 전체를 스크롤 하기 위해서

 •  대기 상태로 가기 위해서

번호로 해당하는 메뉴 선택하기
내비게이션 버튼으로 모든 메뉴를 검색하는 대신 지정된 번호에 해당하
는 메뉴를 빠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화기의 전원이 켜져 있고 대기 상태에서:

1. 전화기 메뉴를 참고해서 선택할 메뉴를 확인하십시오. 메뉴 표는 전화기
에서 사용 가능한 메뉴와 각각의 메뉴에 해당하는 번호를 보여줍니다.

2. 메인 메뉴를 열기 위해  누릅니다.

3. 메뉴에 지정된 번호를 누릅니다. 예) ‘배경화면설정’을 선택하려면, 아래
와 같이 각 다이얼 버튼 “ , ” 눌러 해당 메뉴를 선택하십시오.

3 화면설정

3.1 배경화면설정

3.2 배경화면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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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입력하기
키패드을 사용해서 문자나 숫자 또는 기호를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습
니다. 

문자 입력 방식 선택하기
전화번호를 추가할 때나 문자 또는 메모를 작성할 때 필요한 곳에 입력할 
수 있도록 커서가 깜박거립니다.

1. 문자 입력이 필요할 때  눌러 원하는 문자 입력 방식을 한글(ㄱㄴㄷ), 
숫자(123), 영소(abc), 또는 영대(ABC)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표시 화면 오른쪽 아래에 현재 선택된 문자 입력 방식이 안내됩니다.

2. 다음 중 원하는 문자 입력 방식을 하나 선택:

 • 한글: 키패드에 인쇄된 한글(자모)을 조합해서 원하는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19쪽 ‘한글 입력 표’ 참고.)

 • 숫자: 키패드에 인쇄된 숫자를 누르면 원하는 숫자를 입력할 수 있습
니다. 

 • 영문: 키패드에 인쇄된 영문(ABC characters)을 조합해서 원하는 문
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영소(abc): 영문 소문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영대(ABC): 영문 대문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문자를 입력할 때  누르고 다음 중 하나를 선택:

 • 상용구: 상용구 미리 작성된 상용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부검색: 전화번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기호: 기호 한 칸 띄우기( ), 줄 바꾸기( ), 구두점 또는 특수문자를 입
력할 수 있습니다.

 • 이모티콘: 이모티콘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작성취소: 입력을 취소합니다.

한글 입력하기
키패드 1부터 0까지에 인쇄된 한글(자모)을 조합해서 원하는 문자를 입
력할 수 있습니다.

1. 한글 입력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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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키패드에서 각 문자를 찾아 입력할 때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 획을 추가하려면: 예) ㅋ을 입력하려면 ㄱ을 누르고  누릅니다.

 • 쌍자음을 입력하려면: 예) ㄲ을 입력하려면 ㄱ을 누르고  누릅니다.

 • 삭제하려면 커서가 있는 위치에서 앞의 문자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글
자를 한자 지우려면 짧게 , 모두 지우려면 길게  누릅니다.

한글 입력 표:

자음 버튼 모음 버튼

ㄱ  ㅏ  

ㅋ  + ㅑ  + 

ㄲ  + ㅓ  +  

ㄴ  ㅕ  +  + 

ㄷ  + ㅗ  

ㅌ  +  + ㅛ  +  

ㄸ  +  + ㅜ  +  

ㄹ  ㅠ  +  +  

ㅁ ㅡ

ㅂ  + ㅣ

ㅍ  +  + ㅐ  + 

ㅃ  +  + ㅒ  +  + 

ㅅ  ㅔ  +  + 

ㅈ  + ㅖ  +  +  + 

ㅊ  +  + ㅙ  +  + 

ㅆ  + ㅚ  + 

ㅉ  +  + ㅞ  +  +  + 

ㅇ  ㅟ  +  + 

ㅎ  + 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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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입력하기
키패드 2부터 9까지에 인쇄된 영문(ABC characters)을 조합해서 원하
는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글자를 입력하려면 한번, 두 번째 
글자를 입력하려면 두 번을 누릅니다. 세 번째나 네 번째 글자 입력 방식
도 위와 같습니다.

1. 영문 입력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문자가 나타날 때까지 해당 버튼을 반복적으로 누릅니다. 예를 들
어 good을 입력하려면  한번,  세 번,  세 번 그리고  한번 
누릅니다.

 • 현재 입력하는 버튼에 추가로 입력할 다음 글자가 있는 경우 커서가 나
타날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입력하십시오.  사용해서 마침표, 쉼
표, 물음표 등과 같은 일반적인 문장 부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삭제하려면 커서가 있는 위치에서 앞의 문자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글
자를 한자 지우려면 짧게  , 모두 지우려면 길게  누릅니다.

숫자 입력하기
숫자 입력방식에서는 메모나 문자를 입력할 때 전화번호나 숫자를 입력
할 수 있습니다.

1. 숫자 입력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2. 필요한 숫자를 입력하기 위해 해당 버튼을 누릅니다.

상용구와 기호 입력하기
문자를 입력할 때 필요한 상용구나 기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작성 중 

 누릅니다.

상용구를 입력하려면: 

상용구를 사용하면 저장된 문구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쉽게 작성할 수 있
습니다.

1. 상용구를 선택하십시오.

2. 입력할 상용문구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기호를 입력하려면:
1. 기호를 선택하십시오.

2. 표시 화면에 나타나는 기호와 해당 번호를 참고해서 버튼을 눌러 선택하
고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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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폰과 마이크
이어폰의 마이크와 통합 버튼을 사용해서 쉽게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있
습니다.

이어폰 연결하기
 ►이어폰 잭 보호 덮개를 열어 뒤로 젖히고 ( ) 이어폰을 전화기의 이어폰 
잭에 연결하십시오 ( ). 

경고: 서로 안 맞는 액세서리를 사용하면 전화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 핸즈프리모드로 사용하기 위해 이어폰을 연결하
십시오. 이어폰 마이크를 통해 상대방과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어폰이 연결되어 있어도 벨 소리는 전화기의 스피커를 통해서만 들립
니다. (이어폰에서는 벨 소리가 들리지 않음) 

전화를 받거나 끊을 때 이어폰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사용하십시오.

대기 상태에서:

전화받기 마이크 버튼을 한번 누릅니다.

통화목로으로 가기 마이크 버튼을 한번 누릅니다.

통화목록에 저장된 가장 마지막에 통화
한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기

마이크 버튼을 약 2초 이상 누릅니다.

통화상태에서:

전화끊기 마이크 버튼을 약 2초 이상 누릅니다.

마이크 버튼

이어폰 잭

이어폰 플러그

보호 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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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 휴대하기
휴대용 끈 사용하기
휴대용 끈을 연결하려면:
 ►휴대용 끈 고리 부분을 연결 홈 사이로 통과시키고 ( ) 손잡이를 화살표
방향으로 빼내고 나서 힘껏 당겨 고정시키십시오 ( ).

벨트 클립 사용하기
전화기를 허리에 착용해서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벨트  
클립을 연결하십시오. 

벨트 클립을 연결하려면:
 ►벨트 클립을 전화기에 연결하려면 먼저 보호 덮개를 사무용 클립을 사용
해서 제거하고 ( ) 벨트 클립과 같이 제공되는 연결 나사를 단단하게 조
이십시오 ( ). 그림과 같이 벨트 클립을 연결나사에 맞추고 힘껏 화살표 
방향(위)으로 밀어올려 단단하게 고정하십시오 ( ). 

알림: 벨트 클립을 제거할 때 보호 덮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
관하십시오. 

휴대용 끈
연결 홈

벨트 클립

연결 나사

나사 구멍

보호 덮개

사무용 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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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 클립을 제거하려면:
 ►벨트 클립을 제거하려면 그림과 같이 벨트 클립 위에 있는 제거 버튼을 
엄지손가락을 누르고 ( ) 클립을 전화기로부터 제거하십시오 ( ).

권장 AP(Access Point)
AP는 내부 IEEE802.11b/g 프로토콜(Protocol) 구현 방식에 따라 인
접한 두 지역에서 로밍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WIT-400HE와 제조사별 AP 간 로밍 시험 결과, 시스코(Cisco) 사의 
AP 사용 시 WIT-400HE에 가장 최적화된 로밍 기능을 제공합니다. 따
라서 다음과 같은 시스코(Cisco)사의 AP를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 권장 사용 시스코(Cisco) 사 AP 모델명 :

 -  AIR-AP1262N, AIR-AP1231G: 가장 좋은 로밍 성능

 - AIR- AP1142N, AIR-AP1121G: 좋은 로밍 성능

알림: VoWLAN을 지원하는 기업용 무선 AP 아닌 저가형 AP 사용 시 
음성 지연, 통화 끊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릭슨-LG 엔터프라이즈는 
IOT(interoperability testing) 하지 않은 AP는 검증하지 않았고 상호 
운용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등록
WIT-400HE는 iPECS 시스템에서 인식되는 전화기 중 하나입니다. 따
라서 정상적인 호처리를 위해 WIT-400HE를 iPECS 시스템에 등록해
서 사용하십시오.

등록은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무선 랜(LAN) 연결 단계, 둘째 시스
템 설정 단계.

전화기가 성공적으로 iPECS 시스템에 등록되면, 미등록 표시 아이콘이 
자동으로 표시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벨트 클립

제거 버튼

벨트 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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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랜(LAN) 연결
전화기가 동작하려면 AP에 연결되어야 하고, AP는 사무실 서브넷과 연결을 
위해 스위치 또는 허브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연결할 AP의 네트워크이름을 
전화기에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87쪽 ‘프로파일 설정’참고.)

알림: 특정 무선 랜(LAN)에 접속하려는 모든 AP나 무선 장치들은 반드
시 일정한 네트워크이름(SSID*1)을 사용해야 합니다.

 *1 SSID는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 (WLAN)의 이름입니다.

네트워크 
전화기의 네트워크 설정은 폰설정 > 프로파일 설정 > 네트워크설정에서 
'고정' 또는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설정
시스템 설정 메뉴를 사용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기본 비밀
번호는 '000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3쪽 ‘시스템 설정’ 참고.) 

직접송신
시스템을 자동으로 찾게 해주는 기능으로,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설정합니다.

알림: 주장치 IP주소를 모르거나 네트워크에 하나의 iPECS 시스템만 있
고 해당 시스템이 전화기가 무조건 등록되도록 설정되어 있으면 자동으
로 전화기가 시스템에 등록되도록 이 값을 '아니오'로 설정합니다.

주장치 IP주소를 알고 있거나 하나의 네트워크에 여러 대의 iPECS 시스
템이 있다면 특정 시스템에만 등록되도록 이 값을 '예'로 설정합니다.

원격모드
전화기와 iPECS 시스템 간의 네트워크 IP 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림: iPECS 시스템과 AP 그리고 전화기가 모두 같은 IP 대역일 경우 
이 값을 '아니오' 로 설정하고, 이외는 '예'로 설정합니다.

시스템 IP 주소
전화기가 iPECS 시스템에 최초 등록 요청을 하도록 반드시 시스템의 IP 
주소와 같게 프로그래밍 돼야 합니다.

스테이션 설정
시스템에 따라 전화기의 내선 번호를 수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시작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 전화기를 다시 시작하거나 초기화하여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16쪽 ‘전화기 켜기와 끄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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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사무실 환경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고,WLAN이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은 약 15 ~ 30미터 정도입니다. 개방된 공간에서는 좀 더 넓은 
영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영역은 사무실 환경이나 특성 (벽, 금속 
물체, 문, 창문, 계단 등의 구조물)에 따라 달라지고, 다른 무선 장비 또한 
서비스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호 세기
통화 품질은 전화기 사용 지역의 무선 신호 세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
호 세기는 화면에서 안테나 아이콘 옆에 있는 막대의 개수로 표시되고, 
전화기가 AP의 영역에서 벗어나면, 알림 메시지가 보이고 연결이 끊어지
고, 다시 영역 안으로 돌아오면 전화기는 자동으로 AP와 연결됩니다.

AP 검색
AP를 검색할 수 있고, 최대 50개까지 AP의 SSID 목록이 표시됩니다.

AP 검색: 
 ►대기 상태에서  누르면 무선 랜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AP의 SSID 목록이 표시되고 네트워크 이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
습니다.

발신자 정보(Caller ID)
발신자 정보는 전화벨이 울릴 때, 표시 화면에 나타나는 전화번호를 확인
하여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전화기 청소
부드러운 천을 사용해서 오염된 부분을 부드럽게 닦아주십시오.

청소 하려면:
 ►전화를 청소하려면 이어폰이나 전원 어댑터와 같은 모든 케이블을 뽑고 

 3초 이상 눌러 전원을 끄십시오.

충전기나 배터리의 충전 접촉 부분 등 전화기의 금속 부분을 청소하려면 
연필 지우개 또는 면봉 같은 것으로 닦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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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기의 홈(마이크, 스피커)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정전기 방지용 천으로 표면을 닦아주십시오.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마른 헝겊은 사용하지마십시오.

 • 제품의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청소를 하기 위해 유리 세척제 가정용 세척
제, 가정용 광택제, 에어로졸 스프레이, 솔벤트, 알코올, 암모니아, 벤
젠, 신나 또는 연마재를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화기 메뉴
메인 메뉴와 각 메뉴에 연결된 서브 메뉴를 보려면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메뉴 표는 전화기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메뉴 항목과 각각의 메뉴에 해당
하는 번호를 보여주며 지정된 번호에 해당하는 키패드를 누르면 메뉴를 
빠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뉴를 선택하는 방법은 17쪽 '메뉴와 옵션 선택하기'를 참고하십시오.

1 전화번호부

1.1 새번호등록

1.2 전화번호부검색

1.3 그룹관리

1.4 단축번호관리

1.5 전체삭제

2 움량벨소리

2.1 벨/진동전환

2.2 벨소리설정

2.3 벨음량설정

2.4 전원켜기음

2.5 전원끄기음

2.6 버튼음설정

2.7 버튼음크기

2.8 효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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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면설정

3.1 배경화면설정

3.2 대기화면문구

3.3 대기화면시계

3.4 다이얼숫자

3.5 메뉴스타일

3.6 조명설정

3.7 글씨체변경

3.8 언어/Language

4 통화목록

4.1 통화목록

4.2 전화사용시간

5 메시지

5.1 메시지작성

5.2 받은문 자

5.3 보낸문자

5.4 작성중문자

5.5 상용구보관함

6 편의기능

6.1 일정관리

6.2 메모관리

6.3 알람/모닝콜

6.4 계산기

6.5 세계시각

6.6 타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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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스템

7.1 착신전환

7.2 회의통화

7.3  수신거부

7.4 메시지/예약

7.5 재발신

7.6 시스템단축

7.7 재다이얼

7.8 인터컴

7.9 송화차단

7.10 전환

7.11 보류/저장

7.12 프로그램

8 폰설정

8.1 프로파일설정

8.2 시스템설정

8.3 코덱설정

8.4 무선랜설정

8.5 전화기잠금

8.6 무선랜상태

8.7 네트워크정보

8.8 전화기버전

8.9 설정값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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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가 동작하는 동안 안테나( )와 RSSI 레벨( ) 아이콘이 표시화면 
위에 나타나서 사용자가 네트워크 영역에 있는지 확인하고 전화를 걸거
나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RSSI 레벨이 높을수록 신호 세기기와 
통화 품질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전화 걸기
전화번호로 전화 걸기
같은 시스템 내의 다른 사용자에게 내선 전화를 걸거나 전화번호를 입력
하고  누르면 국선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1. 대기상태에서,

2. 전화를 걸기 위해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누릅니다. 잘못 입력한 번호
는  눌러 수정하고 다시 입력하십시오.

 • 전화를 연결하는 동안 표시화면에  아이콘이 보입니다. 

 • 연결이 완료되면 연결 음이 들립니다.

 • 상대방과 통화 중에 전화기 왼쪽에 있는 사이드 볼륨 버튼을 눌러 통화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3. 통화가 끊나면  누릅니다.

 • 이어폰을 연결해서 마이크로폰과 마이크 버튼으로 전화를 받거나 끊을 
수 있습니다. (21쪽 '이어폰과 마이크' 참고.)

경고: 이어폰을 사용하면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용
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에서 헤드셋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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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검색해서 전화 걸기
특정 숫자열을 포함하는 전화번호를 전화번호부나 통화목록에서 검색해
서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1. 대기상태에서, 

2. 하나 이상의 번호를 입력합니다. 번호가 많을수록 더 구체적인 전화번호
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검색된 전화번호 목록 중 하나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전화번호부로 전화 걸기
전화번호부를 사용해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하
나의 이름에 여러 종류의 전화번호가 저장된 경우 네비게이션 버튼으로 
원하는 전화번호를 선택하십시오. (38쪽 '연락처 찾기' 참고.)

1.  > 전화번호부 > 전화번호검색을 택하거나, 대기상태에서 전화번호
부검색을 위해 검색(오른쪽 소프트 버튼)을 누릅니다.

2. 검색한 이름을 선택하고  누르면 목록에 저장된 대표번호로 연결됩니
다.

 또는

 검색한 이름에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려면 이름을 선택하고  누릅니
다. 원하는 전화번호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통화목록으로 전화 걸기
가장 마지막에 통화한 전화번호부터 최대 100개까지 검색할 수 있습니
다. 

1. 대기상태에서,

2.  누르면 바로 통화목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이콘은 통화목록에 저장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  발신된 전화번호를 나타냅니다.

 -  걸려온 전화번호를 나타냅니다.

 -  부재중 걸려온 전화번호를 나타냅니다.

3. 통화목록을 검색해서 원하는 번호를 선택합니다.

4.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려면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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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다이얼로 전화 걸기 
전화 번호부에 단축 다이얼로 지정되어 저장된 각 번호를 사용해서 해당 
번호를 누르면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1. 대기상태에서, 

2. 단축번호를 길게 누릅니다. 다이얼 되는 전화번호와 이름을 표시화면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축 다이얼이 설정되지 않은 단축번호를 누르면, 단축 번호 설정 안됨, 
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한자리 단축번호 1 - 9를 사용해서 전화를 걸려면:

 ► 약 2 초 동안 해당 단축번호를 길게 누릅니다. 

두 자리 단축번호 10 - 99를 사용해서 전화를 걸려면:

 ► 먼저 첫 번째 자리를 누르고 두 번째 자리를 약 2초 동안 길게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건 번호로 다시 전화 걸기 
이 기능을 사용해서 전화기에서 마지막으로 걸었던 전화번호로 다시 전
화를 걸 수 있습니다.

1. 대기상태에서, 

2.  길게 누릅니다. 전화기가 자동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걸었던 전화번
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 줍니다.

 • 만약 이어폰이 연결되어 있다면 약 2초 동안 이어폰의 마이크 버튼을 
누릅니다.

전화 걸기 옵션
대기상태에서 전화번호를 입력할 때 다양한 옵션이 표시화면에 나타나고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려면 해당 버튼을 누릅니다.

 • 메뉴 옵션을 표시합니다.

 • 저장 입력된 전화번호를 전화번호부에 저장할 수있습니다. 

 • 검색 저장된 번호가 포함된 숫자 또는 숫자의 열을 입력하면 전화번호
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입력한 전화번호 또는 검색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려면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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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받기
전화벨이 울리거나 진동하면  누릅니다. 만약 이어폰이 연결되어 있
다면 벨이 울릴 때 이어폰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걸려온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기상태에서,

2. 전화벨이 울리면  누릅니다. 수신방법 설정에 따라 아무 버튼이나 눌
러도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신방법은 통화버튼 누를 때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전화가 걸려오면 벨이 울리거나 진동 또는 백라이트가 켜지면서 화면에 
전화 수신 메시지가 표시되어 알려줍니다.

 •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목록의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저장된 이름
과 전화번호가 같이 표시됩니다.

 • 발신자 그룹은 서로 다른 벨 소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알림: 표시화면은 최대 16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선 
전화번호가 9자리 이상이면 통화 시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전화받기 옵션
전화가 걸려오면, 아래와 같은 옵션이 표시화면에 나타나고 원하는 옵션
을 선택하려면 해당 버튼을 누릅니다.

 • 메뉴 옵션을 표시합니다. 

 • 보류/거부 현재 걸려온 전화의 벨 소리를 들리지 않도록(묵음) 보류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화가 보류 상태일 때 현재 걸려온 전화의 착신을 
거부(무시)할 수 있습니다.

전화 끊기 
통화가 끊나면  누르고 전화를 끊습니다.

 또는

1.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2. 통화끊기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 전화를 걸거나 받고 나서 끊으면 통화목록에 자동으로 전화번호가 저장
됩니다.  누르면 저장된 통화목록을 확인 할 수 있고 원하는 번호를 
선택하고  누르면 해당 번호를 전화번호부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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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중 기능
통화 중  누르면 사용 가능한 통화 중 기능이 표시됩니다. 원하는 기
능을 선택하려면 해당 옵션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 통화끊기 전화를 끊습니다.

 • 타메뉴로 가기 전화기관리나 통화목록처럼 몇 가지 전화기의 메인메뉴
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드 변경하기
메너모드 설정하기 (진동 설정)
공공장소에서 메너모드를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너모드를 빠르게 설정하려면:
 ►대기상태에서  3초 이상 누릅니다. 매너모드가 설정되면 키패드를 눌
러도 소리가 나지 않고 전화벨은 진동으로 울립니다.

 • 표시화면 상단에  나타납니다. 

 • 전화기의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도 메너모드는 해제되지 않고 유지됩
니다. 

매너모드를 해제하려면:
 ►  일반 모드로 전환 하려면  3초 이상 누릅니다.

잠금모드 설정하기
다른 사람이 전화기를 임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잠금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잠금을 빠르게 설정하려면:
1. 대기상태에서  3초 이상 누르면 잠금 설정을 하시겠습니까? 메시자가 

나타납니다. 

2. 기능을 설정하려면 예를 선택하고  누르거나 취소하고 이전 단계로 가
려면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 기능이 설정되면 키패드는 자동으로 잠금이 설정되어 전화기를 사용하
려면 비밀번호 입력창에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대기상태일 때 표시화면 상단에  와 잠금상태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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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을 한때 해제하려면:
전화기는 전체잠금을 해제하지 않는 이상 항상 10초 후에 다시 자동으로 
잠금 상태가 되고 사용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1. 비밀번호를 해제하기 위해  누릅니다.

 •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2. 입력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누릅니다.

 • 기본 비밀번호는 '000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잠금을 해제하려면:
1. 잠금을 한때 해제한 상태에서  > 폰설정 > 전화기잠금을 선택합니

다.

2. 입력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누릅니다.

 • 기본 비밀번호는 '000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안전한 사용을 위해 95쪽 '전화기 잠금'을 참고해서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하십시오. 비밀번호 유출 때문에 발생한 피해는 제조업체가 책임지
지 않으니 특히 주의하십시오. 

3. 전체잠금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4.  잠금을 해제하려면 해제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키 잠금을 설정/해제하려면:
키가 잘못 눌리는 경우를 방지 하기 위해 비밀번호 입력없이 키 잠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기 상태에서  3초 이상 누르면 전화기 버튼을 잠그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기능이 설정되면 '키잠금'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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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부는 다른 사람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 연락처 정보를 기록하
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전화번호부에 대한 사용방법을 설
명합니다. 

전화번호부 사용하기
전화번호부 기능은 연락처나 주소 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할 수있습니다. 
새로운 주소를 추가하거나 이름이나 전화번호 또는 그룹으로 저장된 연
락처 주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부 연락처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포함:

 •  이름 - 연락처에 전화번호를 입력할 때 이름이 필요합니다. 이 이름
은 연락처에 저장된 연락처나 주소 정보에 대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  개인벨 - 각 연락처마다 개인 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 벨이 
지정되면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번호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벨 소리로 구
별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1)~(3) - 전화번호를 입력하십시오. 하나의 연락처에 전화
번호가 1개 이상 저장되면 반드시 대표번호 하나를 지정하십시오. 대표
번호로 지정된 번호는 단축 다이얼로 전화를 걸 때 사용합니다.

 -  휴대폰 - 연락처에 대한 휴대 전화번호를 입력.

 -  집전화 - 연락처에 대한 집 전화번호를 입력

 -  사무실전화 - 연락처에 대한 사무실 전화번호 입력.

 -  일반전화 - 연락처에 대한 일반 전화번호 입력.

 -  호출기 - 연락처에 대한 호출기 번호 입력.

 -  팩스 - 연락처에 대한 팩스 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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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
니다. 아래 정보는 필요한 경우 추가 입력:

 -  이메일- 연락처에 대한 이메일 주소 입력.

 -  그룹 - 연락처에 대한 그룹 지정.

 -  메모 - 연락처와 관련된 메모나 다른 정보 입력.

연락처 추가하기
이 메뉴를 사용해서 연락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
일 주소 또는 그룹 정보 등을 포함한 연락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전화번호 종류는 모든 연락처에 반드시 입력해
야 하고 그 외 정보는 필요하면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추가하려면:
1.  > 전화번호부 > 새번호등록을 선택합니다.

2. 연락처에 이름을 지정하려면:

 • 이름 입력창을 선택하고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 연락처에 지정할 이름은 최대 32자입니다. 

 - 전화번호부에 최대 500개까지 연락처를 저장할 수 있고 각 연락처는 
3개의 다른 종류의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전화번호를 입력하려면:

 • 전화번호 입력창을 선택하고 저장될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전화 번호를 
입력할 때 숫자 0부터 9까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전화번호 종류를 지정하려면:

 • 메뉴를 눌러 전화종류선택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 내비게이션 버튼을 눌러 휴대폰, 집, 사무실, 일반, 호출기 또는 팩스
를 선택합니다.

5. 연락처에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하려면 단계 6~11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
으면 단계 6~11까지 생략하십시오. 추가 입력창으로 화면을 이동해서 
원하는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하십시오.

6. 단축 다이얼를 지정하려면:

 • 메뉴를 눌러 단축다이얼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 가능한 단축번호 번지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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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려면:

 • 이메일 입력창을 선택하고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눌러 .com, 기호, ^.^, 또는 작성취소를 선
택하고  누릅니다.

8. 그룹를 지정하려면:

 • 그룹미지정 선택창을 선택하고 그룹을 선택합니다. 

 • 목록(오른쪽 소프트 버튼)을 눌러 그룹미지정, 가족, 친구, 직장 또는 
학교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9. 개인벨을 지정하려면:

 • 개인벨 선택창을 선택하고 벨소리로 상대방을 구별할 수 있도록 연락처
에 지정할 벨소리를 선택합니다. 

 • 목록(오른쪽 소프트 버튼)을 누르고 내비게이션 버튼을 눌러 벨소리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10.메모를 입력하려면 메모 입력창을 선택해서 메모나 관련된 정보를 입력
하고  누릅니다.

11.새 연락처를 저장하려면  누릅니다.

 • 전화번호가 1개 이상 저장된 경우에는 단축 다이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표번호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전화번호 빠르게 입력하기
대기상태에서 전화번호부에 번호 저장하기:

1. 키패드를 이용해서 전화번호를 입력하십시오.

2. 번호를 저장하려면  누릅니다.

3. 아래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 새이름 저장 새 연락처에 전화번호를 저장합니다.

 • 기존이름 저장 이미 저장된 연락처에 전화번호 추가.

4. 내비게이션 버튼을 눌러 전화번호 종류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5. 추가 정보를 입력하려면 36쪽 연락처 추가하기를 참고하십시오.

6. 연락처를 저장하려면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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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찾기
이 메뉴를 사용해서 연락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입력창에 이름을 입력하
면 검색기능이 실행됩니다. 

1.  > 전화번호부 > 전화번호검색을 선택하거나, 대기상태에서 검색(오
른쪽 소프트 버튼)을 눌러 전화번호부 검색을 실행하십시오.

2. 목록에서 이름을 선택하거나 입력창에 찾고자하는 이름의 초성을 입력하
면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눌러 아래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고  누릅니
다.

 • 이름검색 연락처를 이름으로 찾기.

 • 전화번호검색 연락처를 전화번호로 찾기.

 • 그룹검색 연락처를 그룹으로 찾기.

3. 전화번호가 1개 이상 저장된 경우 전화번호 종류가 표시됩니다. 내비게
이션 버튼을 눌러 연락처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검색합니다.

4. 검색된 연락처를 보려면  누르고 내비게이션 버튼으로 화면을 이동해
서 저장된 모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연락처에 새 번호 추가하기
1. 검색(오른쪽 소프트 버튼)을 눌러 전화번호부 검색을 실행하십시오.

2. 번호를 추가할 기존 연락처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3.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4. 편집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5. 화면을 아래로 이동해서 입력되지 않은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종류(오른
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6. 내비게이션 버튼을 눌러 전화번호 종류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7. 연락처를 저장하려면  누릅니다.

 또는

 메뉴 > 단축다이얼을 눌러 단축 다이얼을 지정하고 대표번호를 변경하려
면  누릅니다.

8. 대표번호로 지정할 번호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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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편집하기
1.  > 전화번호부 > 전화번호검색을 선택합니다.

2. 편집할 연락처를 선택합니다. 

3.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4. 편집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5. 연락처를 편집하려면 36쪽 '연락처 추가하기'를 참고하십시오.

연락처 삭제하기
1.  > 전화번호부 > 전화번호검색을 선택합니다.

2. 삭제할 연락처를 선택합니다. 

3.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4. 삭제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5. 삭제하려면 예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그룹 관리
이 메뉴를 사용해서 발신자 그룹 정보(기본 그룹 4개 포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룹 벨 지정하기
특정 그룹에 속한 연락처로 부터 전화가 오면 벨 소리로 구별 할 수 있도
록 발신자 그룹에 벨 소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 전화번호부 > 그룹관리를 선택합니다.

2. 그룹 벨을 지정할 그룹을 선택합니다.

3.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4. 그룹멜로디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5. 벨 소리 목록에서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6. 그룹 벨 소리를 지정하려면  누릅니다.

 • 그룹 벨이 저정되면 그룹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 만약 하나의 전화번호에 그룹 벨과 개인 벨이 동시에 지정되면 해당 연
락처에서 전화가 걸려올 때 개인 벨로 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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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소리 변경하기
1.  > 전화번호부 > 그룹관리를 선택합니다.

2. 그룹 벨이 지정된 그룹을 선택합니다.

3.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4. 멜로디변경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5. 벨 소리 목록에서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6. 변경내용을 적용하려면  누릅니다. 

그룹 벨 삭제하기
1.  > 전화번호부 > 그룹관리를 선택합니다.

2. 그룹 벨을 삭제할 그룹을 선택합니다. 

3.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4. 멜로디삭제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5. 삭제하려면 예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그룹 생성하기
발신자 그룹을 30개까지 만들 수 있고 그룹의 이름은 16자까지 입력할 
수있습니다.

1.  > 전화번호부 > 그룹관리를 선택합니다.

2.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3. 추가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4. 키패드를 이용해서 그룹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5. 그룹을 추가하려면  누릅니다.

그룹 편집하기
기본 그룹 4개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 이름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1.  > 전화번호부 > 그룹관리를 선택합니다.

2. 그룹 목록에서 발신자 그룹을 하나 선택하십시오. 

3.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 변경(오른쪽 소프트 버튼)을 누르면 바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4. 편집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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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키패드를 이용해서 그룹 이름을 편집하십시오.

6. 변경내용을 저장하려면  누릅니다.

그룹 삭제하기
기본 그룹 4개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 이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 전화번호부 > 그룹관리를 선택합니다.

2. 삭제할 그룹을 선택합니다. 

3.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4. 삭제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5. 삭제하려면 예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 그룹을 삭제하면 해당 그룹에 저장되었던 전화번호는 그룹미지정으로 
이동됩니다.

그룹원 추가하기
전화번호부에서 선택한 연락처를 발신자 그룹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 전화번호부 > 그룹관리를 선택합니다.

2. 그룹 목록에서 발신자 그룹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3. 추가(오른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해당 그룹에 하나 이상의 전화번
호가 저장돼 있다면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4. 연락처(그룹원)을 선택하고  추가(오른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 선택을 해제하려면 선택한 번호를 한 번 더 선택하고  누릅니다.

 • 선택된 각 전화번호 옆에  표시됩니다.

 •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눌러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그룹원 제외하기
발신자 그룹에서 선택한 그룹원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 전화번호부 > 그룹관리를 선택합니다.

2. 그룹 목록에서 발신자 그룹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3. 그룹원을 선택하고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4. 그룹 탈퇴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5. 제외하려면 예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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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원 삭제하기
발신자 그룹에서 선택한 그룹원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 전화번호부 > 그룹관리를 선택합니다.

2. 그룹 목록에서 발신자 그룹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3. 그룹원을 선택하고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 발신자 그룹에서 그룹원을 삭제하면 전화 번호부에서 삭제됩니다.

4. 삭제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5. 삭제하려면 예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단축번호
단축 다이얼은 하나 또는 두 개의 숫자 버튼을 눌러 단축번호에 지정된 
특정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전화번호와 결합된 단축번호
는 전화번호부 메뉴에 있는 단축번호관리에서 등록돼야 합니다.

단축번호 지정하기
최대 99개까지 단축 다이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전화번호에 단축 다이얼을 지정하려면:
1.  > 전화번호부 > 단축번호관리를 선택합니다.

2. 내비게이션 버튼을 이동해 빈 단축번지 # [비었음]을 선택하십시오.

 

3.  추가(오른쪽 소프트 버튼)를 누르면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연락처가 나
타납니다.

4.  목록에서 단축번지를 지정할 전화번호를 하나 선택하십시오. 

 • 하나의 연락처에 전화번호가 1개 이상 저장된 경우 내비게이션 버튼을 
눌러 전화번호 종류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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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번호만 단축 다이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단축 다이얼로 지정된 번호를 다시 선택하면, 이미 지정된 번호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5. 저장하려면  누릅니다. 

6. 저장된 단축 다이얼에 대한 내용을 보려면  누릅니다. 

 • 단축 다이얼로 지정되면 전화번호 옆에 아이콘과 같이  할당된 단축
번지를 보여줍니다.

새 전화번호에 단축 다이얼을 지정하려면:
이미 저장된 연락처에 전화번호를 새로 추가하거나 편집할 때 단축 다
이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된 각 기능을 참고하십
시오.

단축번호 이동하기
이미 단축 다이얼로 지정된 번호를 새 단축번호 번지로 이동할 수있습
니다.

1.  > 전화번호부 > 단축번호관리를 선택합니다.

2. 새 단축번호 번지로 지정할 단축 다이얼을 선택합니다. 

3. 옵션(왼쪽 소프트 버튼)을 누릅니다. 

4. 이동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5. 내비게이션 버튼을 이동해 이동할 단축번지를 선택하십시오. 

6. 변경내용을 저장하려면  누릅니다. 

단축번호 변경하기
이미 사용 중인 단축번호 번지를 새로운 번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 전화번호부 > 단축번호관리를 선택합니다.

2. 새 단축번호 번지로 변경할 단축 다이얼을 선택합니다.  

3. 옵션(왼쪽 소프트 버튼)을 누릅니다. 

4. 변경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5. 변경하려면 예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6. 내비게이션 버튼을 이동해 변경할 단축번지를 선택하십시오. 

7. 변경내용을 저장하려면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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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번호 해제하기
지정된 단축 다이얼을 하나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 전화번호부 > 단축번호관리를 선택합니다.

2. 해제할 단축 다이얼을 선택합니다.   

3. 옵션(왼쪽 소프트 버튼)을 누릅니다. 

4. 단축번호해제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 단축번호전체해제를 선택하면 지정된 모든 단축 다이얼을 한 번에 해
제할 수 있습니다. 

5. 삭제하려면 예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연락처 전체 삭제하기
연락처를 전체 삭제하려면:

1.  > 전화번호부 > 전체삭제를 선택합니다.

2. 전체삭제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3.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모든 연락처를 삭제하려면 예를 선택하고  누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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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뉴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전화벨 소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WIT-400HE는 벨 소리나 음량 또는 효과음을 설정하도록 다
양한 벨 소리를 제공합니다. 이 장에서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전화 수
신 알림 방식이나 소리설정을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벨/진동전환 설정하기
전화가 걸려올 때 수신 알림 방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 음량벨소리 > 벨/진동전환을 선택합니다.

2. 목록에서 수신 알림 방식을 선택하면 선택한 방식에 따라 벨이 울리거나 
진동을 합니다. 

3. 설정을 저장하려면  누릅니다.

 • 대기상태에서 설정된 알림 방식에 따라 해당 아이콘이 화면에 표시됩니
다. (10쪽 '상태 아이콘' 참고.)

 • 진동 모드로 설정되면 벨 소리 대신 진동으로 전화 수신을 알려줍니다.

벨소리 선택하기
전화가 걸려올 때 들리는 벨 소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기는 5가지 
다른 전화벨 종류를 선택할 수 있고 각 전화벨 종류는 다양한 벨소리를 
제포함하고 있습니다.

1.  > 음량벨소리 > 벨소리설정을 선택합니다.

2. 벨 종류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3.  네비게이션 버튼을 눌러 벨 소리를 선택합니다. 벨 이름을 선택하면 선택
한 벨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4. 설정을 저장하려면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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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음량 조절하기
사용자의 환경에 맞게 벨 음량을 무음을 포함 8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
니다.

1.  > 음량벨소리 > 벨음량설정을 선택합니다.

2. 벨 음량을 원하는 크기로 선택하고  누릅니다.

 • 벨 소리가 설정되었어도 벨 음량이 무음( )으로 설정되면 전화가 걸려
올 때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 대기상태일 때 표시화면 상단에  나타납니다.

전원 켜기음 선택하기
전화기가 켜질 때 들리는 효과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 음량벨소리 > 전원켜기음을 선택합니다.

2. 전원 켜기음 종류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3. 네비게이션 버튼을 눌러 전원 켜기 음을 선택합니다. 벨 이름을 선택하면 
선택한 전원 켜기 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음소거 전원 켜기 음을 들리지 않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기본음으로 설정 전원 켜기 음을 기본음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설정을 저장하려면  누릅니다. 

전원 끄기음 선택하기
전화기가 꺼질 때 들리는 효과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 음량벨소리 > 전원끄기음을 선택합니다.

2. 전원 끄기음 종류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3. 네비게이션 버튼을 눌러 전원 끄기 음을 선택합니다. 벨 이름을 선택하면 
선택한 전원 끄기 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음소거 전원 끄기 음을 들리지 않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기본음으로 설정 전원 끄기 음을 기본음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설정을 저장하려면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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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음 선택하기
키패드를 누르면 들리는 소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 음량벨소리 > 버튼음선택을 선택합니다.

2. 네비게이션 버튼을 눌러 버튼 음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 음소거 키패드를 눌러도 버튼 음을 들리지 않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버튼음 크기 조절하기
키패드를 누르면 들리는 소리의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1.  > 음량벨소리 > 버튼음크기을 선택합니다.

2. 네비게이션 버튼을 눌러 버튼음 크기를 조절하고  누릅니다.

 • 버튼 음이 설정되었어도 버튼음 크기가 무음( )으로 설정되면 키패드
를 누를 때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 알림: 대기상태에서 전화기의 왼쪽에 있는 사이드 볼륨 버튼을 사용해
서 버튼 음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효과음 설정하기
기능을 설정할 때 들리는 확인 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 음량벨소리 > 효과음을 선택합니다.

2. 기능을 설정하려면 예를 선택하고  누르거나 취소하고 이전 단계로 가
려면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 아니오를 선택하면 기능이 설정될 때 알려주는 확인 음을 들을 수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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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뉴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전화기 화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전화기의 표시화면을 변경
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배경화면 설정하기
대기상태에서 화면에 표시되는 배경화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WIT-
400HE는 아날로그 시계 모드를 포함한 20개의 배경화면을 제공합니다.

1.  > 화면설정 > 배경화면설정을 선택합니다.

2. 네비게이션 버튼을 눌러 배경화면을 선택합니다. 

 
배경화면 이름

 • 이름 항목에서 선택한 파일의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3. 설정을 저장하려면  누릅니다.

 • 배경화면을 아날로그로 선택하면 현재시각이 아날로그 시계 방식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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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화면 문구 설정하기
사용자가 원하는 문구를 입력해서 대기화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 
자기전화번호와 대기화면문구를 동시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1.  > 화면설정 > 대기화면문구를 선택합니다.

2. 아래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 설정 대기화면 문구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자 원하는 화면문구를 최대 

5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18쪽 '문자 입력하기' 참고.)

 • 해제 입력한 대기화면 문구를 표시하지 않을 때.

대기화면 시계 설정하기
대기상태에서 표시되는 시계의 종류와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 화면설정 > 대기화면시계를 선택합니다.

2. 네비게이션 버튼을 눌러 시계 종류와 색상을 선택합니다.

 • 크게 또는 작게를 선택해서 색상을 변경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려면 사용
안함을 선택하십시오.

3. 설정을 저장하려면  누릅니다.

다이얼 숫자 설정하기
전화번호를 누를 때 화면에 보이는 숫자의 크기와 컬러를 설정할 수 있
습니다.

1.  > 화면설정 > 다이얼숫자를 선택합니다.

2. 네비게이션 버튼을 눌러 폰트크기와 색상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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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스타일 선택하기
표시되는 메뉴 스타일을 그리드나 목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 화면설정 > 메뉴스타일을 선택합니다.

2. 아래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 리스트메뉴 그리드(격자)로 메뉴를 표시합니다.

 • 바둑판메뉴 목록으로 메뉴를 표시합니다. 

조명 설정하기
키패드를 누르고 나서 유지되는 화면과 키패드의 조명 시간과 화면의 밝
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 화면설정 > 조명설정을 선택합니다.

2. 아래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아래 표는 조명시간 길이와 표시화면 밝기를 보여줍니다.

항목 기본 설정값

표준모드 - LCD 조명시간: 10 초
- LCD 조명밝기: 아주밝게

절전모드 - LCD 조명시간: 5 초
- LCD 조명밝기: 밝게

초절전모드 - LCD 조명시간: 5 초
- LCD 조명밝기: 보통

사용자 설정 - LCD 조명시간: 5 초, 10 초, 20 초, 30 초, 1 분 또는 3 분
- LCD 조명밝기: 보통, 밝게 또는 아주밝게

알림: 조명을 길게, 예를 들어 3 분과 아주밝게로 설정되면 배터리 통화 
또는 대기 시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글씨체 변경하기
메뉴를 읽거나 문자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글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 화면설정 > 글씨체변경을 선택합니다.

2. 글씨체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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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Language 선택하기
화면이나 메뉴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선택할 수있습니다.

1.  > 화면설정 > 글씨체변경을 선택합니다.

2. 목록에서 사용할 언어를 선택하고 선택하고  누릅니다.

 • 현재 지원되는 언어는 6개 국어로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이탈리아
어, 독일어, 터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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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통화 관리

통화관리 메뉴는 전화기에서 사용한 모든 전화통화를 표시합니다. 이 장
에서는 통화관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통화목록
통화목록은 전화기에서 사용한 마지막 100개의 전화번호로 계속해서 새
로운 번호로 갱신됩니다. 마지막 사용 전화번호가 통화목록의 가장 첫 번
째에 있고, 오래된 목록은 맨 아래에서부터 차례대로 삭제됩니다.

통화목록의 전화번호가 전화번호부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정보가 나타남:

 • 전화번호에 지정된 이름.

 • 통화목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종류에 따른 아이콘 표시.

 -   발신 아이콘: 발신된 전화번호를 나타냅니다. 

 -   수신 아이콘: 걸려온 전화번호를 나타냅니다.

 -   부재중 아이콘: 부재중 걸려온 전화번호를 나타냅니다.

통화목록 보기
대기상태에서  누르면 바로 통화목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1.  > 통화목록 > 통화목록을 선택합니다.

2. 부재중, 수신, 발신, 전체통화목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전체통화목록을 선택하면 모든 종류의 통화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3. 선택한 통화목록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선택합니다.

4.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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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목록 옵션
원하는 통화목록을 선택하고  누르면 전화가 걸려온 날짜와 시간, 전
화번호 그리고 전화를 건 사람의 이름이(전화번호부에 이미 저장된 경우) 
표시됩니다. 이때  누르면 아래와 같은 옵션이 표시됨:

통화목록의 자세한 정보저장되지 않은 번호 통화목록의 개수

 • 새이름으로저장 전화번호부에 통화목록을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이름에저장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이름에 번호를 추가할 수 있습
니다.

 • 메시지 전송 선택한 통화목록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삭제 통화목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전체삭제 전체 통화목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버튼을 연속적으로 눌러 이전 또는 다음 통화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화목록으로 전화 걸기
통화목록을 확인하고 바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1.  > 통화목록 > 통화목록을 선택합니다. 

2. 확인할 통화목록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 부재중통화목록: 부재 중 통화목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수신통화목록: 수신된 통화목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발신통화목록: 발신된 통화목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전체통화목록: 모든 종류의 통화목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선택한 통화목록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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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사용시간
이 메뉴를 사용해서 누적된 통화시간을 확인하고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사용시간 보기
1.  > 통화목록 > 전화사용시간을 선택합니다.

2. 통화시간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 확인할 통화시간을 선택하면 화면 아래에 선택한 항목의 누적 통화시간
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시간 초기화하기
1. 통화시간을 초기화 하려면 초기화할 통화시간을 선택하고 초기화(왼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2. 통화시간을 초기화하려면 예를 선택합니다.

 •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누릅니다. 기본 비밀번호는 0000로 설정되
어 있고 원하는 비밀번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95쪽 '전화기 잠금' 
참고.)

 • 취소하고 이전 단계로 가려면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통화목록 옵션
원하는 통화목록을 선택하고  누르면 전화가 걸려온 날짜와 시간, 전
화번호 그리고 전화를 건 사람의 이름이(전화번호부에 이미 저장된 경우) 
표시됩니다. 이때  누르면 아래와 같은 옵션이 표시됨:

 • 새이름으로저장 전화번호부에 통화목록을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이름에저장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이름에 번호를 추가할 수 있습
니다.

 • 메시지 전송 선택한 통화목록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삭제 통화목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전체삭제 전체 통화목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버튼을 연속적으로 눌러 이전 또는 다음 통화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화목록으로 전화 걸기
통화목록을 확인하고 바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1.  > 통화목록 > 통화목록을 선택합니다. 

2. 확인할 통화목록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 부재중통화목록: 부재 중 통화목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수신통화목록: 수신된 통화목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발신통화목록: 발신된 통화목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전체통화목록: 모든 종류의 통화목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선택한 통화목록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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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메시지

이 메뉴를 사용해서 iPECS 시스템에 등록된 전화기간에 짧은 문자 메시
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문자 메시지 메뉴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문자 메시지 보기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표시화면 위쪽에 아이콘 이 나타나 새 문자 메시
지가 도착한 것을 알려줍니다.

대기상태에서 내비게이션 버튼을 오른쪽으로 누르면 바로 메시지 메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는

1.  > 메시지작성 > 받은문자를 선택합니다.

2. 새 문자 메지지를 선택하고 선택하고  누릅니다.

3. 메시지 확인 중 아래 옵션 중 하나를 선택:

 • 메뉴 현재 확인 중인 메시지에서 사용할 수있는 옵션을 표시합니다. 
(59쪽 '받은 문자 사용하기' 참고.)

 • 확인 대기상태로 이동합니다.

 • 삭제 현재 메시지를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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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메시지 작성하기
보낼 문자 메시지를 작성합니다. 문자 메시지는 최대 80자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 메시지 > 메시지작성을 선택합니다.

2. 문자 입력창를 선택하고 원하는 메시지를 작성하십시오. 작성 중 상용구
나 ^.^ (이모티콘)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누릅니다.

 

 • 키패드를 사용해서 문자 메시지를 입력하십시오. 오른쪽 소프트 버튼을 
누르면 문자입력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구나 이모티콘을 사용하려면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눌러 상용
구 또는 ^.^(이모티콘)을 선택하십시오. 작성 중인 문자 메시지에 선택
한 상용문구나 이모티콘을 입력하려면  누릅니다. (상용구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61쪽 '상용구 보관함 사용하기'를 참고하십시오.)

3.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메뉴(왼쪽 소프트 버
튼)를 눌러 전화번호 입력 방법 선택:

 • 최근 SMS목록 최근 메시지 수신 목록에서 선택할 때

 • 전화번호부검색 전화번호부에서 수신자를 선택할 때

4. 현재 메시지를 저장하려면 내비게이션 버튼을 아래쪽으로 눌러 저장을 
선택하거나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눌러 아래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
고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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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저장 작성 중인 문자 메시지를 임시로 저장합니다.

 • 발신함저장 저장을 위해 원하는 옵션을 선택 옵션 선택합니다.

 - 저장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면 자동으로 보낸문자함에 저장됩니다.

 - 저장 안함 문자 메시지는 발송되지만 저장은 되지 않습니다.

 • 작성취소 문자 메시지 작성을 취소합니다.

5.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려면  누릅니다.

받은 문자 사용하기
받은 문자함에 있는 문자 메시지를 모든 확인할 때까지 이 아이콘  은 
표시화면에 계속 표시됩니다.

1.  > 메시지 > 받은문자을 선택합니다.

2. 문자 메지지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  확인하지 않은 문자 메시지를 나타냅니다.

 •  확인한 문자 메시지를 나타냅니다.

 • 받은 문자함에는 수신된 모든 메시지가 저장됩니다. 문자 메시지 확인 
중 내비게이션 버튼을 눌러 다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눌러 아래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받은 문자 개수

 • 답장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게 바로 답장을 할 수 있습니다. (58쪽 '문자 
메시지 작성하기' 참고.)

 • 전달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 메시지 보관 선택한 메시지가 삭제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 송신번호 저장 메시지에 사용된 번호를 전화번호부에 저장합니다.

 • 숫자저장 메시지에 쓰인 숫자(전화번호)를 전화번호부에 저장합니다.

 • 삭제 선택한 메시지를 삭제합니다.



60 제 8 장 메시지

보낸 문자 사용하기
전화에서 발송된 모든 메시지가 보낸 문자함에 저장됩니다.

1.  > 메시지 > 보낸문자을 선택합니다.

2. 문자 메지지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3.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눌러 아래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고  누릅니
다.

 

 • 전달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 편집 메시지를 편집 할 수 있습니다.

 • 메시지보관 선택한 메시지가 삭제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 삭제 선택한 메시지를 삭제합니다.

임시 저장 사용하기
문자 메시지 작성 중 보내기 전에 임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저장된 날짜와 같이 표시됩니다.

1.  > 메시지 > 작성중문자을 선택합니다.

2. 문자 메지지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3.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눌러 아래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고  누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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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시지작성 임시 저장된 메시지를 다시 작성합니다.

 • 메시지보관 선택한 메시지가 삭제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 다중선택삭제 선택한 여러 메시지를 한 번에 삭제합니다.

 • 전체삭제 모든 메시지를 삭제합니다.

상용구 보관함 사용하기
문자 메시지를 쉽고 빠르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가지 상용구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 목
록에 자신의 메시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상용구를 편집하거나 삭제하려면:
1.  > 메시지 > 상용구 보관함을 선택합니다.

2. 편집하가나 삭제할 상용구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3.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4. 편집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 선택한 상용구를 편집하고  누릅니다. (18쪽 '문자 입력하기' 참고.)

   또는

5. 삭제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 선택한 상용구를 편집하고   누릅니다. 선택한 상용구를 삭제하려
면 예를 선택하고 누르거나 취소하고 이전 단계로 가려면 아니오를 선
택합니다.

새 상용구를 추가하려면
1.  > 메시지 > 상용구 보관함을 선택합니다.

2. 추가(오른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3. 필요한 사용구를 작성하고  누릅니다.

 • 새로 추가한 사용구는 보관함 맨 아래에 저장되고, 문자 메시지를 작성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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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편의 기능

WIT-400HE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사용자에게 도움
이 되는 이러한 기능의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일정 관리
일정 관리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일정을 저장할 수 있고 일정관리자가 약
속이나 해야 할 일 등을 상기시켜주는 알람을 울려줍니다.

달력보기 상태에서 선택한 날(일)에 일정이 저장돼 있으면 아래 설명과 
같이 각기 다른 색으로 표시됨:

선택한 날의 일정이나 
기념일

일정이 설정된 날짜

사용자 지정 휴일

 •  표시가 있는 날짜에 사용자가 지정한 휴일이 설정된 것을 나타냅니
다. (단, 국경일도 동일한색으로 표시됩니다.)

 •  표시가 있는 날짜에 일정 또는 기념일이 설정된 것을 나타냅니다. 
아래 아이콘은 일정의 종류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  일정과 설정된 일정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  기념일과 설정된 기념일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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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보기 
월별로 저장된 일정을 검색하거나 해당일을 선택하면 일정의 자세한 정
보를 볼 수 있습니다. 

1.  > 편의기능 > 일정관리를 선택합니다.

2. 달력에서 저장된 일정을 확인하고 싶은 날(일)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 설정에 따라 처음에 커서( )가 나타나는 날이 오늘 날짜입니다.

 • 붉은색은 일요일을 그리고 주홍색은 국경일 이나 사용자가 지정한 특정 
휴일을 나타냅니다.

3. 확인하고 싶은 일정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 일정이 2개 이상 저장되면 저장된 시간 순서대로 목록이 나타납니다.

 • 네비게이션 버튼을 눌러 이전 또는 다음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일정은 아래 항목을 포함:

 •  시간 - 일정에 지정된 시간.

 •  일정 - 일정에 저장된 이름.

 •  종류 - 저장된 일정의 종류.

 •  반복 - 저장된 일정의 반복.

 •  알람 - 저장된 일정의 알람 시작 시각.

 •   알람벨 - 저장된 일정을 상기시켜주기 위해 지정 된 벨 소리.

일정 추가하기
일정을 추가하기 위해 선택한 날짜에 저장할 일정은 반드시 제목을 가지
고 있어야 저장할 수 있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1.  > 편의기능 > 일정관리를 선택합니다.

2. 네비게이션 버튼을 사용해서 일정을 추가할 날짜를 선택하고 추가(오른
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3. 시간 입력창을 선택하고 추가할 일정에 필요한 시간을 입력하십시오.

 • 키패드 또는 네비게이션 버튼을 눌러 일정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입력
하십시오.

 • 입력할 시간 표시 방법은 12시간 형식입니다. 입력할 시간에 따라 오른
쪽 소프트 버튼을 눌러 am 또는 pm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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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정을 선택하고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 일정의 제목을 입력하고  누릅니다. (18쪽 '문자 입력하기' 참고.)

 • 선택한 날짜에 일정을 저장하려면 제목을 받듯이 입력해야 합니다.

5. 종류 선택창을 선택하고 일정의 종류를 선택하십시오.

 • 네비게이션 버튼 이전 또는 다음을 눌러 기념일 또는 일정을 선택합니
다.

6. 반복 선택창을 선택하고 반복의 종류를 선택하십시오.

 • 네비게이션 버튼 이전 또는 다음을 눌러 반복없음, 매일, 매주, 매달, 
매년 또는 음력매년을 선택합니다. 

7. 알람 선택창을 선택하고 알림 시점을 선택하십시오.

 • 네비게이션 버튼 이전 또는 다음을 눌러 알람없음, 정시알림, 15분전, 
매30분전, 1시간전, 하루전, 3일전 또는 일주일전을 선택합니다.

8. 알람 선택창을 선택하고 알람벨을 선택하십시오.

 • 네비게이션 버튼 이전 또는 다음을 눌러 원하는 알람벨을 선택합니다.

9. 설정을 저장하려면  누릅니다.

일정 삭제하기
달력 보기 상태에서 일정이 저장된 날짜는 다른 색깔로 표시됩니다. 

지난 일정을 삭제하려면: 
1.  > 편의기능 > 일정관리를 선택합니다.

2.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3. 삭제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4. 일정이 지난 항목을 삭제하기위해 지난일정삭제을 선택하고  누릅니
다.

5. 일정을 삭제하려면 예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또는

취소하고 이전 단계로 가려면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일정을 선택 삭제하려면: 
1.  > 편의기능 > 일정관리를 선택합니다.

2.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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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4. 일정기간의 일정을 선택해서 삭제하려면 선택삭제를 선택하고  누릅니
다.

5. 날짜 입력창을 선택하고 기간을 입력합니다.

 

6. 일정을 삭제하려면  누릅니다.

모든 일정을 삭제하려면: 
1.  > 편의기능 > 일정관리를 선택합니다.

2.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3. 삭제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4. 모든 일정을 삭제하려면 모든일정삭제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5. 기능을 설정하려면 예를 선택하고  누르거나 취소하고 이전 단계로 가
려면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휴일 설정하기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제외한 날 중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날을 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 편의기능 > 일정관리를 선택합니다.

2. 네비게이션 버튼을 사용해서 휴일을 지정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3.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4. 휴일설정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5. 휴일설정 옵션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 하루만, 정시매주, 매달, 매년 또는 사용자설정을 선택합니다.

6. 사용자설정을 선택한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휴일 지속 기간을 직접 입력
하고  누릅니다.

 • 휴일로 할당된 날짜는 달력보기 상태에서 주홍색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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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찾기 
이름을 입력해서 원하는 일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 편의기능 > 일정관리를 선택합니다.

2.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3. 일정검색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4. 검색할 일정의 이름을 입력하고 네비게이션 버튼 위 또는 아래를 눌러 종
류를 선택하고 나서  누릅니다.

날짜 이동하기
일정을 보기위해 사용자가 원하는 날짜로 바로 이동할 수있습니다 

1.  > 편의기능 > 일정관리를 선택합니다.

2.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3. 날짜이동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4. 이동할 날짜를 입력하고  누릅니다.

 

 • 커서( )가 지정된 날짜로 이동합니다.

오늘 날짜보기
일정을 검색하는 도중에 오늘 날짜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 편의기능 > 일정관리를 선택합니다.

2.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3. 오늘날짜보기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 커서( )가 지정된 날짜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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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관리
최대 180자까지 입력할 수 있는 메모를 30개까지 작성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메모 작성하기
1.  > 편의기능 > 메모관리를 선택하거나, 대기상태에서 네비게이션 버

튼을 아래로 누르면 바로 메모 메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3. 메모추가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4. 메모를 입력하고  누릅니다. 메모를 입력할 때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
를 눌러 아래 옵션 중 하나를 선택:

 • 상용구 미리 작성된 상용구, 예를 들어 전화 응답 주세요!, 약속시간에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호 원하는 기호를 찾아 작성 중인 메모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메모 확인하기
1.  > 편의기능 > 메모관리를 선택선택하거나, 대기상태에서 네비게이

션 버튼을 아래로 누르면 바로 메모 메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저장된 메모의 목록이 표시되면 하나를 선택합니다.

3. 선택한 메모를 확인하려면  누릅니다.

4. 메모를 확인하다가 다른 메모를 읽으려면 이전 단계로 가기 위해  누릅
니다.

메모 삭제하기
1.  > 편의기능 > 메모관리를 선택합니다.

2. 저장된 메모의 목록이 표시되면 하나를 선택합니다.

3.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4. 삭제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5. 선택한 메모를 저장된 목록에서 삭제하려면 예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또는

취소하고 이전 단계로 가려면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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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전체삭제하기
1.  > 편의기능 > 메모관리를 선택합니다.

2.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3. 전체삭제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4. 저장된 모든 메모를 삭제하려면 예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또는

취소하고 이전 단계로 가려면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알람/모닝콜
약속이나 해야 할 일 등을 상기시켜주는 알람/모닝콜 기능이 있어 편리하
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람 보기
1.  > 편의기능 > 알람/모닝콜을 선택하거나, 대기상태에서 네비게이션 

버튼을 왼쪽으로 누르면 바로 메모 메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저장된 메모의 목록이 표시되면 하나를 선택합니다.

3. 선택한 알람을 확인하려면  누릅니다.

4. 알람은 아래 항목을 포함:

 •  시간 - 알람이 지정된 시간.

 •  반복 - 일정에 저장된 이름.

 •  알람벨 - 저장된 알람의 반복.

 •  메모 - 알람에 지정된 제목이나 메모.

 •  설정 아이콘 - 알람 활성화 아이콘.

알람 설정하기 
제목을 포함하여 알람시간을 설정할 수있습니다.

1.  > 편의기능 > 알람/모닝콜을 선택합니다.

2. 새 알람을 추가하려면 추가(오른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3. 시간 입력창을 선택하고 추가할 알람에 필요한 시간을 입력하십시오.

 • 키패드를 눌러 알람시간을 입력하고 입력한 시간에 따라 오른쪽 소프트 
버튼을 눌러 오전 또는 오후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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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복 선택창을 선택하고 반복의 종류를 선택하십시오.

 • 네비게이션 버튼 이전 또는 다음을 눌러 한번, 월요일~수요일, 월요일
~금요일, 월요일~토요일 또는 휴일만제외를 선택합니다.

5. 알람 선택창을 선택하고 알람벨을 선택하십시오.

 • 네비게이션 버튼 이전 또는 다음을 눌러 원하는 알람벨을 선택합니다.

6. 메모를 선택하고 제목이나 메모를 입력하십시오.

 • 알람의 제목을 입력하고  누릅니다. (18쪽 '문자 입력하기' 참고.)

7. 알람 활성화창을 선택하고 설정 또는 해제를 선택하십시오.

 • 기능을 설정하려면 설정을, 또는 설정을 취소하려면 해제를 선택합니
다.

8. 설정을 저장하려면  누릅니다.

 • 음성 통화 중에 알람은 진동으로 동작합니다.

알람 수정하기
1.  > 편의기능 > 알람/모닝콜을 선택합니다.

2. 저장된 알람의 목록이 표시되면 하나를 선택합니다.

3.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4. 편집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5. 알람을 수정하려면 69쪽 '알람 설정하기'를 참고하십시오.

알람 삭제하기 
1.  > 편의기능 > 알람/모닝콜을 선택합니다.

2. 저장된 알람의 목록이 표시되면 하나를 선택합니다.

3.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4. 삭제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5. 선택한 알람을 삭제하려면 예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또는

취소하고 이전 단계로 가려면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알람 전체삭제하기 
1.  > 편의기능 > 알람/모닝콜을 선택합니다.

2.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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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체삭제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4. 설정된 모든 알람을 삭제하려면 예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또는 

취소하고 이전 단계로 가려면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계산기
제한된 정확도를 가진 계산기로 간단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1.  > 편의기능 > 계산기를 선택합니다.

2. 계산을 하려면:

 • 계산할 첫 번째 수를 입력합니다. 잘못 입력한 숫자는  눌러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왼쪽 소프트 버튼)을 눌러 소수점 입력.

 -  입력한 숫자 값을 양수에서 음수로 변경.

 • 필요한 연산 기호(+, -, × 또는 ÷)를 선택합니다. 

 • 두 번째 수를 입력하고 연산한 값을 얻기 위해  누릅니다.

세계시각
세계 주요도시 51개의 날짜와 현재시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 편의기능 > 세계시각을 선택합니다.

2. 기준(오른쪽 소프트 버튼)을 눌러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도시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3. 네비게이션 버튼 이전 또는 다음을 눌러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사용자의 현 거주지역

 • 기준으로 설정된 거주지역과 선택한 도시와의 시차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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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머
달력에 관한 다양한 계산을 할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Day 찾기 사용하기
어떤 숫자 뒤에 오는 특정 날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 편의기능 > 타이머를 선택합니다.

2. D-day 찾기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3. 기준이 되는 날짜와 일 수를 입력하고 결과를 얻기 위해  누릅니다. 

4. 초기화(왼쪽 소프트 버튼)를 누르면 결과가 초기화 됩니다.

D-Day 카운터 사용하기
입력한 날짜를 기준으로 중요한 행사의 남은 일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D-day 카운터를 설정하려면:
1.  > 편의기능 > 타이머를 선택합니다.

2. D-day 카운터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3. 추가(오른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4. 제목 입력창을 선택하고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 저장할 D-Day 카운터의 제목을 입력합니다. (18쪽 '문자 입력하기' 
참고.) 

5. 시간 입력창을 선택하고 D-day를 입력하십시오.

6. 카운터를 저장하려면  누릅니다.

D-day 카운터를 확인하려면:
1.  > 편의기능 > 타이머를 선택합니다.

2. D-day 카운터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3. 저장된 카운터의 목록이 표시되면 하나를 선택합니다.

4. 선택한 카운터 정보를 확인합니다. 

D-day 카운터를 편집하려면:
1.  > 편의기능 > 타이머를 선택합니다.

2. D-day 카운터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3. 저장된 카운터의 목록이 표시되면 하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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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5. 편집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6.  카운터를 수정하려면 72쪽 'D-day 카운터를 설정하려면'을 참고하십시
오.

D-day 카운터를 삭제하려면:
1.  > 편의기능 > 타이머를 선택합니다.

2. D-day 카운터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3. 저장된 카운터의 목록이 표시되면 하나를 선택합니다.

4.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5. 삭제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6. 선택한 카운터를 삭제하려면 예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또는 

취소하고 이전 단계로 가려면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D-day 카운터를 전체삭제하려면:
1.  > 편의기능 > 타이머를 선택합니다.

2. D-day 카운터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3.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4. 전체삭제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5. 저장된 모든 카운터를 삭제하려면 예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또는 

취소하고 이전 단계로 가려면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스톱워치 사용하기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스톱워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1.  > 편의기능 > 타이머를 선택합니다.

2. 스톱워치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3. 스톱워치를 사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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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작(OK 버튼)를 눌러 스톱워치를 시작.

 • 기록(왼쪽 소프트 버튼)을 눌러 최대 6개까지 측정시간을 만듦.

 • 정지(OK 버튼)를 눌러 스톱워치 일시 중지.

 • 초기화(오른쪽 소프트 버튼)를 눌러 스톱워치를 0으로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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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뉴는 여러 시스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장에서는 WIT-400HE가 
iPECS 시스템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기능 사용 방법을 설
명합니다.

알림: 모든 시스템 기능은 시스템별로 동작이 다를 수 있고, 이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으면 시스템 설명서의 해당 기능을 참고하거나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착신전환
착신 전환은 사용자가 전화를 받을 수 없거나 특정한 상태에 있을 때 걸
려온 전화를 미리 지정한 다른 번호로 전달하는 기능입니다. 

착신전환 설정하기
1.  > 시스템 > 착신전환을 선택합니다.

2. 전환 유형을 선택하고 키패드 버튼을 사용해서 코드값을 입력합니다.

 

 • 76쪽 '착신전환 유형 코드'를 참고 해서 착신전환 유형을 먼저 확인하
고 원하는 유형으로 설정하십시오. 

 • 알림: WIT-400HE는 전환유형 코드 5번에 해당하는 '국선 대 국선 전
환'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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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환할 번호(내선 번호, 내선 그룹 번호 등)를 입력하고  누릅니다.

 

 • 예) 내선 104로 모든 통화 전환이 설정되면 '착신전환104(U)' 시스템 
안내 창에 나타나고, 기능 앞에 ' '가 표시됩니다.

착신전환 해제하기
1.  > 시스템 > 착신전환을 선택합니다.

2. 기능을 해제하려면  누릅니다.

 

 • 기능이 해제되면 ' '가 사라집니다.

착신전환 유형 설정 코드 (iPECS 기준)
아래 전달 조건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착신전환 유형 유형 설명 코드

원격지 내선 착
신 전환

다른 전화기에서 내 전화기의 착신전환 유형을 설
정할 수 있고, 착신전환 인증이 선행됩니다.

모든 통화 전환 (U)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전환합니다.

통화 중 전환 (B) 통화 중일 때 걸려오는 전화를 전환합니다.

무응답 전환 (N) 설정된 무응답 시간이 지나면 전환합니다. 

통화 중 또는 무응
답 전환 (BN)

통화 중이거나 설정한 시간 내에 전화를 받지 않으
면 걸려오는 전화가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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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통화
통화 중 회의통화를 위해 다른 사람을 불러내어 동시에 여러 명의 상대방
과 통화하는 기능입니다. 단, 3명 이상의 상대방과 통화하려면 MCIM 보
드가 필요합니다.

회의통화 설정하기
1. 첫 번째 통화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 중 내비게이션 버튼을 왼쪽으로 눌

러 시스템 > 회의통화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 이전 통화는 보류 상태가 되고, 발신음이 들립니다.

2. 두 번째 통화자에게 전화를 걸어 응답하면 회의통화 여부를 알려주고 내
비게이션 버튼을 왼쪽으로 눌러 시스템 > 회의통화를 선택하고  누릅
니다.

 

 • 또 다른 상대방을 회의에 참여시키려면 1~2 과정을 반복합니다.

3. 3자 회의통화를 시작하려면 시스템 > 회의통화를 선택하고  누릅니
다.

회의통화 종료/취소하기
 ►  회의 통화 중 종료하거나 회의 통화 전에 취소하려면,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누르고 통화종료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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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거부
특변한 사유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일 때는 수신 거부 기
능을 설정해서 모든 걸려오는 전화를 자동으로 거부할 때 사용하는 기능
입니다.

수신거부 설정하기
1.  > 시스템 > 수신거부를 선택합니다.

2. 기능을 설정하려면  누릅니다.

 

 • 기능이 설정되면 대기상태에서 '수신 거부중' 시스템 안내 창에 나타
납니다.

수신거부 해제하기
1.  > 시스템 > 수신거부를 선택합니다.

2. 기능을 해제하려면  누릅니다.

메시지 대기
내선 사용자가 응답하지 않거나 수신을 거부하고 있으면 전화를 걸었음
을 메시지로 남겨 전화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단, 상대방이 VSF 사용 
권한이 있으면 음성메일을 남기라는 안내가 송출될 때 전화를 끊어 메시
지 대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대기 요청하기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메시지 대기를 요청합니다.

 ►내비게이션 버튼을 왼쪽으로 눌러 시스템 > 메시지/예약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 통화 중 신호음(Ring Back Tone)이 들릴 때 '메시지/예약'을 선택하
면 대기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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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대기 확인/응답하기
메시지를 받으면 표시화면 위쪽에 아이콘 이 나타나 알려줍니다.

1. 메시지를 확인하려면, 내비게이션 버튼을 왼쪽으로 눌러 시스템 > 메시
지/예약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 예) 'M: 104'는 내선 104번에서 메시지가 수신되었다는 표시입니다.

2. 응답 하려면 내비게이션 버튼을 왼쪽으로 눌러 시스템 > 메시지/예약을 

선택합니다.

3. 기능 앞에 ' '가 깜빡거릴 때  누르면 해당번호로 전화가 연결됩니다.

통화예약 
내선 사용자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통화 중이면 통화를 예약해서 상대의 
통화가 끝나면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통화예약 요청하기
1.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방이 통화중이면 통화예약을 요청합니다.

2. 내비게이션 버튼을 왼쪽으로 눌러 시스템 > 메시지/예약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 통화 중 신호음(Busy Tone)이 들릴 때 '메시지/예약'을 선택하면 대
기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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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예약 응답하기
1. 통화예약된 내선 가입자가 대기상태가 되면 통화예약을 요청한 가입자에

게 시스템이 전화를 겁니다.

2. 통화예약을 요청한 가입자가 전화를 받으면 대기상태의 통화예약된 가입
자에게도 전화벨이 울립니다.

3. 통화예약된 가입자가 전화를 받으면 서로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재발신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방이 통화 중이면 다시 전화를 걸기 위해 사용하
는 기능입니다.

1. 내비게이션 버튼을 왼쪽으로 눌러 시스템 > 재발신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2. 신호음이 들리면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시스템 단축
자주 사용하는 외부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단축 번호에 저장해 놓고 내선 
가입자가 단축 번호만 누르면 전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단, 내선 번호
는 단축 번호로 입력되지 않습니다.

단축번호 입력하기 
1.  누르고 내비게이션 버튼을 왼쪽으로 눌러 시스템 > 시스템 단축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2. '단축 입력 XX' 가 표시되면 단축 번호를 입력합니다.

 

 • 단축 번호는 아래와 같이 입력할 수 있습니다.

 - LIK 50/100: 00 ~ 19

 - LIK 300: 000 ~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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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선/번호(01)' 이 표시되면 할당된 국선코드번호를 누릅니다. 단, 국선
코드번호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할당된 국선번호는 9번이나, 국선 1번을 잡을 경우;

 - LIK 50/100: 8801

 - LIK 300: 88001

 •  예) '국선/번호01' 은 단축 번호를 01로 입력한 경우입니다.

4. '단축번호 01' 이 표시되면 단축 번호에 저장할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눌러 저장합니다.

 

5, '이름 (단축 01)' 이 표시되면 단축 번호에 저장할 이름을 입력하고  
눌러 저장합니다.

 ㄴ

 • 이름 입력은 영문 대문자, 숫자 그리고 몇 가지 기호만 가능합니다. (83
쪽 '문자 입력 표' 참고.).

6. 또 다른 단축 번호를 입력하려면 2~5 과정을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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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번호 사용하기
저장된 단축 번호를 번호나 이름으로 검색해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단축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려면:

1. 내비게이션 버튼을 왼쪽으로 눌러 시스템 > 시스템 단축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2. 아래 단축 번호를 참고해서 원하는 번호를 눌러 통화합니다. 

 • 개인 입력 단축 번호:

 - LIK 50/100: 00 ~ 19

 - LIK 300: 000 ~ 099

 • 시스템 입력 단축 번호:

 - LIK 50/100: 200 ~ 999

 - LIK 300: 2000 ~ 4999

이름을 찾아 전화를 걸려면: 

1. 앞에 있는 1~2 과정을 실행합니다.

2. 내비게이션 버튼을 왼쪽으로 눌러 시스템 > 시스템 단축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3. '이름으로 전화' 와 함께 'I:1, US:2, SS:3'가 표시됩니다.

 

 • I: 1 은 내선 이름입니다. 확인 하려면 누릅니다.

 • US: 2 는 사용자가 입력한 단축 번호로, 선택하려면 누릅니다.

 • SS: 3 은 시스템이 제공하는 단축 번호로, 선택하려면 누릅니다.

4. 내비게이션 버튼을 눌러 이름을 선택하고  눌러 통화합니다.

  누르면 선택한 이름의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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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번호 삭제하기
1.  누르고 내비게이션 버튼을 왼쪽으로 눌러 시스템 > 시스템 단축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2. '단축 입력 XX' 가 표시되면 삭제할 단축 번호를 입력합니다.

 • 예) 단축 번호'01' 을 삭제하려면 0과 1을 누릅니다. 

3. 전화번호와 삭제할 단축 번호가 표시되면 내비게이션 버튼을 왼쪽으로 
눌러 시스템 > 시스템 단축을 선택하고  눌러 삭제합니다.

문자 입력 표
아래 입력 표를 참고해서 단축 번호에 저장할 이름을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문자 버튼 문자 버튼 문자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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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다이얼
최근에 걸었던 전화번호가 기억되어있어 다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1. 내비게이션 버튼을 왼쪽으로 눌러 시스템 > 재다이얼을 선택하고  누
릅니다. 

 

2. 내비게이션 버튼을 눌러 번호을 선택하고  눌러 통화합니다.

인터컴
내선 통화 중 상대방을 잠시 보류시켜 놓고 다시 통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
능입니다.

1. 내선 통화 중 내비게이션 버튼을 왼쪽으로 눌러 시스템 > 인터컴을 누르
면 상대방은 보류상태가 됩니다.

2. 보류중인 상대방과 다시 통화하려면 내비게이션 버튼을 왼쪽으로 눌러 
시스템 > 인터컴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 보류시간이 지나도록 보류 중인 상대방과 통화하지 않으면 보류한 단말
기에서 벨이 울립니다. 보류시간은 시스템에 설정된 시간을 따릅니다. 

송화차단
통화 중 내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들리지 않도록 필요할 때 잠깐 차단할 
수 있습니다.

1. 통화 중 내비게이션 버튼을 왼쪽으로 눌러 시스템 > 송화차단을 선택하
고  누릅니다.

 • 화면에 표시되는 소프트 메뉴에 해당하는 버튼을 눌러도 송화차단을 설
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다시 통화하려면 내비게이션 버튼을 왼쪽으로 눌러 시스템 > 송화차단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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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전환
통화 중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돌려주는 기능입니다.

통화 후 통화전환 하려면:

전달받을 상대방과 통화를 하고 나서 현재 통화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1. 통화 중  누르거나 내비게이션 버튼을 왼쪽으로 눌러 시스템 > 전환
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 이전 통화는 보류 상태가 되고, 발신음이 들립니다. 

2. 전환할 전화번호를 누르고 상대방이 응답하면 통화전환을 알려줍니다.

3.   눌러 전화를 끊으면 전환됩니다.

바로 통화전환 하려면:

전달받을 상대방과 통화 없이 현재 통화를 바로 지정한 번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 통화 중  누르거나 내비게이션 버튼을 왼쪽으로 눌러 시스템 > 전환
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 이전 통화는 보류 상태가 되고, 발신음이 들립니다.

2. 전환할 전화번호를 누르고  눌러 전화를 끊으면 전환됩니다.

통화전환을 취소하려면:

 ►통화전환 중  누르면 통화전환이 종료되고 원래 통화자와 연결됩니다.

보류/저장
국선 통화 중이던 외부상대방을 잠시 기다리게 해놓고 전화를 걸거나 받
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1. 국선 통화 중  누르거나 내비게이션 버튼을 왼쪽으로 눌러 시스템 > 
보류/저장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 이전 통화는 보류 상태가 되고, 발신음이 들립니다.

2. 전화번호를 누르고 통화합니다.

3. 보류 중인 외부상대방과 다시 통화하려면 보류된 국선 재점유 코드를 누
릅니다.

 • 보류된 국선 재점유 코드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
하십시오. 국선 재점유 코드 초기값은 8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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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시스템 기능을 사용할 때 필요한 WIT-400HE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기능은 WIT-400HE 특성에 따라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1.  누르거나 내비게이션 버튼을 왼쪽으로 눌러 시스템 > 프로그램을 선
택하고  누릅니다.

2. 메뉴가 화면에 나타날 때 아래 버튼을 누릅니다.

 

 •  메뉴를 스크롤 하기 위해서

 •  ~ ,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기 위해서

 •  설정을 저장하기 위해서, (단 일부 매뉴는 다를 수 있습니다.)

 •  현재 메뉴에서 빠져나오거나 대기 상태로 가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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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400HE는 iPECS 시스템에서 인식되는 전화기 중 하나입니다. 이 
장에서는 iPECS 시스템에 WIT-400HE가 등록되도록 무선 랜(LAN)연
결과 시스템을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프로파일 설정
WIT-400HE를 사용하기 위해 무선 랜(LAN)에 연결하려면 프로파일을 
설정해야 합니다.

프로파일 생성하기
선택한 무선 랜에 연결하기 전에 먼저 프로파일 생성이 필요하고, 한번 
무선 랜을 선택하면 프로파일 리스트에 선택한 프로파일이 표시됩니다.

기본 프로파일을 사용하려면:
1.  > 폰설정 > 프로파일설정을 누릅니다.

2. SystemDefault를 선택합니다. 오직 이 SystemDefault 프로파일만이 
같은 SSID를 사용하는 서로 다른 두 AP 사이에서 핸드오버(Handover)
를 지원합니다.

3.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선택하고 편집을 선택하고 나서  누릅니다.

 

프로파일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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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 프로파일을 이름을 편집하려면:

 

 • 프로파일 이름 입력창을 선택하고 변경할 프로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5. 무선 랜 AP에 프로파일을 지정하려면:

 

 • 네트워크이름(SSID) 입력창을 선택하고 네트워크 이름을 입력하고 나
서  누릅니다.

 • 이 SSID는 사용자가 설치한 무선 랜 AP와 정확히 동일 해야 합니다.

6. 기본 프로파일에 암호화 유형을 설정하려면:

 

 • 암호화목록 선택창을 선택하고 네비게이션 버튼을 눌러 없음, WEP-
OPEN, WEP-SHARED, WPA-PSK-TKIP, WPA-PSK-CCMP, 
WPA2-PSK-TKIP 또는 WPA2-PSK-CCMP를 선택하고  누릅
니다.

 • 프로파일에서 사용하는 암호화 방식입니다. 암호화 유형은 사용자가 설
치한 무선 랜 AP와 정확히 동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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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본 프로파일에 인증을 설정하려면:

 

 • 802.1X 인증방식 선택창을 선택하고 네비게이션 버튼을 눌러 없음, 
MD5, TLS, TTLS 또는 PEAPO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8. 기본 프로파일에 네트워크를 설정하려면:

 

 • 네트워크 선택창을 선택하고 네비게이션 버튼을 눌러 자동 또는 고정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 핸드오버를 지원하기 위해 IP 주소와 모든 AP의 IP 주소들은 네트워크

와 같은 영역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자동(DHCP:Dynamic Host Control Protocol)은 호스트가 IP 주
소를 사용하지 않을 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클라이언트가 
자동으로 IP 주소를 할당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 고정(STATIC)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할당된 상설 주소입
니다. 아래 주소를 직접 입력해야합니다.

 • IP주소: 전화기에 사용될 고정 IP 주소.

 • 서브넷: 네트워크에 사용될 서브넷 마스크.

 • 주 GW주소: 네트워크에 사용될 주 게이트웨이의 IP 주소.

 • 주 DNS주소: 네트워크에 사용될 주 도메인 이름 서버의 IP 주소. 

 • 보조 DNS주소: 네트워크에 사용될 보조 도메인 이름 서버의 IP 주소.

9. IP 주소를 설정하고 나면 전화기가 시스템에 등록을 시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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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을 생성하려면:
1.  > 폰설정 > 프로파일설정을 누릅니다.

2. 추가(오른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3. 새 프로파일에 이름을 지정하려면:

 

 • 프로파일 이름 입력항을 선택하고 프로파일이름을 입력합니다.

4. 프로파일을 생성하려면 87쪽 '프로파일 생성하기'를 참고하십시오.

무선 랜을 검색하고 프로파일을 생성하려면:
1. 대기상태에서, 전화기 주변에 설치된 무선 랜을 검색하기 위해  누르

면 화면에 무선랜 검색중 문구가 잠시 보이고 전화기 주변에 설치된 무선 

랜을 검색하여 보여줍니다.

 

 • 화면의 왼쪽부분은 암호화 및 네트워크의 신호 강도를 보여줍니다. 

 -  아이콘 무선 랜의 암호화를 나타냅니다. 암호를 사용하지 않은 무
선랜은 잠금 아이콘이 없습니다.

 -  아이콘 네트워크 상태에 따를 신호 강도를 나타냅니다.

 • 화면의 왼쪽부분은 네트워크의 이름을 보여줍니다.

 • 알림: 기본적으로 무선 랜이 켜져 있어야 무선랜을 검색하여 연결할 무
선 랜 프로파일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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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색된 프로파일이 표시되면 하나를 선택합니다. 

 •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눌러 무선랜 재검색, 상세 정보 또는 프로파
일 추가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 무선랜 재검색은 모든 무선 랜의 목록을 새로고침 하는 데 사용됩니다.

3. 추가(오른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 선택한 무선 랜으로 프로파일 이름과 네트워크이름(SSID)이 자동으
로 채워집니다. 

 • 추가된 프로파일 이름 및 네트워크이름(SSID)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프로파일을 생성하려면 87쪽 '프로파일 생성하기'를 참고하십시오.

프로파일로 연결하기 
선택한 무선 랜에 연결하기 위한 프로파일을 생성하고 나서 선택한 무선 
랜에 연결할 수있습니다. 

1.  > 폰설정 > 프로파일설정을 누릅니다.

2. 연결할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파일

3. IP를 요청하고 나서 전화기가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을 시도합니다. 등
록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 전화기가 무선랜에 등록이 완료되면  표시되고 미등록아이콘이 사
라집니다. 

프로파일 관리하기
프로파일을 편집 또는 삭제하거나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을 편집하려면:
1.  > 폰설정 > 프로파일설정을 누릅니다.

2. 편집할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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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4. 편집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5. 87쪽 '프로파일 생성하기'를 참고하십시오.

프로파일을 삭제하려면:
선택한 프로파일을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 폰설정 > 프로파일설정을 누릅니다.

2. 삭제할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 기본 프로파일은 목록에서 삭제할 수 없습니다.

3.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4. 삭제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5.  프로파일을 삭제하려면 예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또는

취소하고 이전 단계로 가려면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프로파일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려면:
이 메뉴를 사용하면 프로파일의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
일 목록에서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갖고 가장 먼저 등록을 시도합니다.

1.  > 폰설정 > 프로파일설정을 누릅니다.

2. 우선순위를 변경할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3. 메뉴(왼쪽 소프트 버튼)를 누릅니다.

4. 우선순위 변경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5. 프로파일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려면 한단계 위로 또는 한단계 아래로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 선택에 따라 목록에서 프로파일 위치를 위 또는 아래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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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정
WIT-400HE가 iPECS 시스템에 등록 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해야 합니
다. 

1.  > 폰설정 > 시스템설정을 누릅니다.

2. 비밀번호(기본 비밀번호 '0000')를 입력하고  누릅니다.

3. 직접송신은 iPECS 시스템을 자동으로 찾게 해주는 기능으로,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네비게이션 버튼을 눌러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고  누릅
니다.

 

 • 주장치 IP주소를 모르거나 네트워크에 하나의 iPECS 시스템만 있고 
해당 시스템이 전화기가 무조건 등록되도록 설정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전화기가 시스템에 등록되도록 이 값을 '아니오'로 설정합니다.

 • 주장치 IP주소를 알고 있거나 하나의 네트워크에 여러 대의 iPECS 시
스템이 있다면 특정 시스템에만 등록되도록 이 값을 '예'로 설정합니다.

4. 원격모드는 전화기와 iPECS 시스템 간의 네트워크 IP 대역에 따라 네비
게이션 버튼을 눌러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 iPECS 시스템과 AP 그리고 전화기가 모두 같은 IP 대역이면 이 값을 '
아니오'로 설정합니다.

 • 이 외는 이 값을 '예'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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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스템 IP주소는 전화기가 iPECS 시스템에 최초 등록 요청을 하도록 반
드시 시스템의 IP 주소와 같게 프로그래밍 돼야 합니다.

 

6. 스테이션(내선 번호) 설정은 등록할 시스템에 따라 전화기의 내선 번호를 
수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iPECS-CM의 경우, WIT-400HE가 iPECS-CM에 등록되면 여기에 
입력해둔 번호가 내선 번호로 등록됩니다.

7. 전화기가 성공적으로 iPECS 시스템에 등록되면, 미등록 표시 아이콘이 
자동으로 표시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코덱 설정
코덱(음성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코더와 그 반대로 변환시켜 주
는 디코더)을 함께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 폰설정 > 코덱설정을 누릅니다.

2. 비밀번호(기본 비밀번호 '0000')를 입력하고  누릅니다.

3. 네비게이션 버튼 이전 또는 다음을 눌러 원하는 코덱을 선택합니다.

 • 지원 코덱: System Codec, G.711, G.729, G.722.

4. 설정을 저장하려면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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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랜 설정
장소를 이동할 때 전화기에서 가까운데 위치한 AP의 신호를 찾기 위해 
로밍 레벨을 조절할 수있습니다. 

1.  > 폰설정 > 무선랜설정을 누릅니다.

2. 비밀번호(기본 비밀번호 '0000')를 입력하고  누릅니다.

3. 네비게이션 버튼 이전 또는 다음을 눌러 원하는 로밍 레벨을 선택합니다.

 • 로밍 레벨의 값이 높을수록 AP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전화기가 네
트워크의 영역에 있을 때 설정된 값에 따라 신호를 찾으려고 시도합니
다. 

4. 설정을 저장하려면  누릅니다.

전화기 잠금
이 메뉴를 통해 권한이 없는 사용자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보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 폰설정 > 전화기잠금을 누릅니다.

2. 입력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누릅니다.

 • 기본 비밀번호는 '000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3. 다음 기능 중 하나를 선택하고 설정:

 • 전체잠금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때 사용, 전
체잠금이 설정되면 전화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암호변경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변경할 새 비빌번호를 입력합니다. 한 번 더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하
고  누르면 변경됩니다.

무선 랜 상태
무선 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1.  > 폰설정 > 무선랜상태을 누릅니다.

2. 무선 MAC, 무선랜, 신호세기, 암호화 그리고 채널이 표시됩니다.

3. 제공되는 정보를 확인하고 이전 단계로 가려면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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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정보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1.  > 폰설정 > 네트워크정보을 누릅니다.

2. IP 주소, 넷마스크, 게이트웨이, DNS1 그리고 DNS2가 표시됩니다.

 • DNS2는 보조 DNS 주소의 속성을 정의합니다.

3. 제공되는 정보를 확인하고 이전 단계로 가려면  누릅니다.

전화기 버전
전화기에 설치된 현재 소프트웨어 버전을 볼 수 있습니다.

1.  > 폰설정 > 전화기버전을 누릅니다.

2. WIT-400HE의 버전, MAC 주소 그리고 전화기의 시리얼 번호가 표시됩
니다.

3. 제공되는 정보를 확인하고 이전 단계로 가려면  누릅니다.

설정값 초기화
사용자가 설정한 메뉴를 지정한 초깃값으로 복구시켜 다시 설정할 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1.  > 폰설정 > 설정값초기화를 누릅니다.

2. 전화기를 초기화 하려면 예를 선택합니다.

 • 입력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누릅니다. 

 • 주의: 메뉴를 실행하면 사용자가 설정한 모든 입력값이 재부팅 후 원래 
값으로 초기화됩니다.

또는

취소하고 이전 단계로 가려면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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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서비스를 의뢰하기 전에
이 장에 포함된 서비스를 의뢰하기 전에와 문제 해결 안내는 전화기를 사
용하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품 사용 
중 고장 때문에 서비스가 필요하면 서비스 센터 방문 전에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지역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주의: 오직 공인된 수리기술자만 전화기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품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거나 품질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으
로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화가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 배터리가 방전되면 전화기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여행용 충전기(전원 
어댑터)를 충전기와 연결하여 전원 콘센트에 연결하고 전화기를 충전하
십시오. (15쪽 '배터리 충전하기' 참고.)

 •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되었는지 표시화면 상단에 있는 배터리 상태 아이
콘을 확인하십시오.

 • 전화기를 켜고 나서 동작이 되지 않으면 배터리를 다시 설치하고 전원
을 다시 켭니다. (13쪽 '배터리 설치 및 교체하기' 참고).

 • 전화기 전원을 껐다가 켜려면 2초 이상  누릅니다. 전화기가 AP에 
연결되고 화면에 안테나( )와 RSSI 레벨( ) 아이콘이 나타나는지 확
인하십시오.

전화기가 네트워크의 영역에 있는데 화면에 무선 랜 AP가 보이
지 않습니다.

 • AP는 숨겨진 네트워크이름(SSID)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네트
워크이름(SSID)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당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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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화기에서 해당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한 프로파일이 생성되어 있
어야 프로파일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 주의: 전화사용 중에 전파간섭(사용자 주변의 이동전화 네크워크나 다
른 AP의 영향 등 여러 요소에 따라.)으로 통화 품질이 좋지 않거나 가
끔 전화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 전화기를 사용할 때 주변에 안테나 또는 이동전화와 같은 높은 전자 인
터페이스 기기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AP와 전화기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지 않은지 확인하고 가까이 이동해
서 통화하십시오.

 • 신호 세기는 벽 또는 전자 방해(다른 기기를 방해하는 전자 제품의 잡
음; EMI)와 같은 장애에 의해 약화 될 수있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너무 약하거나 묵음입니다.

 • 벨음량이 무음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고 메뉴 > 음량벨소리 > 벨음
량설정에서 원하는 크기로 벨 소리를 조절하십시오. 

 • 통화음량이 너무 작으면 통화 중 전화기 왼쪽에 있는 사이드 볼륨 버튼
을 사용해서 원하는 음량을 조절하십시오.

전화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 메뉴 > 폰설정 > 설정값초기화에서 전화기를 초기화하면 사용자가 설
정한 모든 입력값이 지정된 초깃값으로 복구됩니다.

 • 주의: 실행 도중에 프로세스를 중지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데이터는 
별도로 보관하십시오.

전화기에서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 전화기를 오래 사용(통화)하면 약간의 열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제품의 
수명과 성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는데 배터리 아이콘이 깜박거립니다.

 • 배터리를 정확하게 설치하고 배터리나 충전기의 충전접촉부분을 깨끗
이 닦고 다시 충전하십시오.

 • 배터리의 사용기간은 제한되어 있고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6개월 
입니다. 새 배터리로 교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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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안내
정상적인 환경에서 전화기 사용 중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배터리를 
분리했다 다시 설치하고 전원 다시 켭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
면 아래 에러 메시지와 문제 해결을 확인하십시오.

에러 메시지 문제 해결

AP 검색에 실패하였습
니다. AP 상태를 재확인
하십시오.

AP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재연결을 시도하고 계속 
에러가 발생하면 AP의 동작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암호화 키를 확인하십
시오.

AP와 단말기의 암호키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단말
기 암호키와 AP에 설정된 암호키가 일치하는지 확
인하십시오.

DHCP 설정에 실패하였
습니다.

DHCP 서버로부터 IP 할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재
시도 후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 DHCP서버를 점검
하십시오.

고정 IP 설정을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단말기에서 설정한 고정 IP를 재확인하십시오.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장애로 시스템에 등록이 실패한 경우입니
다. 네트워크 설정을 재확인 하십시오.

통화권을 이탈하였습
니다.

AP 시그널 영역을 벗어났습니다. 통화권으로 이동
하십시오.

네트워크 장애로 서버와
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네트워크 장애로 서버와 연결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네트워크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다른 장치와 IP가 충돌
합니다

동일한 IP를 다른 장치에서 사용하는지 확인하십
시오.

서버에 등록할 수 없
습니다.

시스템으로부터 등록요청에 대해 에러메시지를 수신
한 상태입니다. 시스템과 단말의 SIP 등록정보(암호 
불일치 등)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번호입니다. 설정된 전화번
호가 시스템에 등록된 번호인지 확인하십시오.

시스템에 등록할 수없
습니다.

시스템으로부터 등록요청에 대해 에러메시지를 수신
한 상태입니다. 시스템과 단말의 SIP 등록정보를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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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이온(Li-Ion) 배터리 관리하기
배터리를 보호하려면 
아래 배터리 취급에 대한 주의 및 경고 사항은 배터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경고: 화재나 발열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부풀음이 발생한 배터리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즉시 구입처에 문의하십시오. (배터리의 사용기간은 제한되
어 있고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6개월 입니다. 사용기간이 지난 배터
리를 그대로 사용하면 배터리가 부풀어 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새 배
터리로 교체하십시오.) 

 • 지정된 정품 충전기만을 사용하십시오.

 • 전자레인지에 넣거나 화기에 가까이하지 마십시오.

 • 여름철 자동차 내부에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 전원을 켠 상태로 밀폐된 공간에 장시간 보관하지 마십시오.

 • 전지 단자에 목걸이, 동전, 열쇠, 시계 등 금속 제품이 닿지 않도록 주
의하십시오.

 • 반드시 제조 업체가 보증한 리튬 이온(Li-Ion) 배터리를 사용하십시오.

 • 분해, 압착, 관통 등의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등 비정상적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심한 충
격 및 찍힘 등).

 • 60℃ 이상의 고온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보관은 0℃ ~ 40℃ 사이 그
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 습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어린아이, 애완동물이 배터리
를 빨거나 물어뜯는 경우 등).

 • 습기나 물에 접촉되 배터리 침수라벨이 변색되면 무상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01부록 A 유용한 정보

제품 사양
본 사용설명서에 표기된 모든 사양(규격)은 지속적인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변경이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무선기기 사양:

무선 규격 IEEE 802.11b/g

송신 주파수(GHz): 2.412GHz ~ 2.472GHz (운영 주파수대)

수신 주파수(GHz): 2.412GHz ~ 2.472GHz (운영 주파수대)

출력 전원 Under 20dBm IEEE 802.11 b/g

작동 범위 50m (실내), 200m (실외)

전송 데이터 전송 속도 - 802.11b : 1, 2, 5.5, 11Mbps

- 802.11g : 1, 2, 5,5, 6, 9, 11, 12, 
  18, 24, 36, 48, 54 Mbps

VoIP 프로토콜 ipKTS

코덱(Codec) G.711(A/U law) / G.729 / G.722

무선 암호화 WEP : Support Disabled, 64bit, 
128bit, WPA-PSK, WPA2-CCMP

호환 시스템 iPECS-LIK(50/100/300), iPECS-CM

무선 접속 프로토콜 CSMA/CA

QoS IEEE 802.1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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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댑터 사양:

어댑터 정격 입력 AC100~240V, 50/60Hz, 0.15A

어댑터 정격 출력 5.1V 0.7A 

사용 온도 0˚C ~ 40˚C

제품 사양:

크기 (±5mm)

- WIT-400HE

- 충전기

135 x 47 x 20mm (세로 x 가로 x 높이)

78 x 88 x 92mm (세로 x 가로 x 높이)

무게 (±50g)

- WIT-400HE

- 충전기

100g (배터리 포함)

73g

배터리 사양:

연속 대기 시간 약 50시간 이상

연속 통화 시간 약 3시간 이상

예상 충전 시간 약 6시간 미만

배터리 종류 리튬 이온(Li-Ion) 3.7V 1150mAh

LCD 사양:

종류 2 인치/6만 5천 컬러 TFT 그래픽 LCD

도트(Dot) 176 x 220 dot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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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안내
이 제품에 사용된 GPL(General Public License) 라이선스 계약에 따
른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으며 GPL 라이선스 전문은 에릭슨-LG 엔터
프라이즈 제품 웹 사이트(www.ericssonlg-enterprise.co.kr)에서 확
인하실 수 있고 사전 예고 없이 변경이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GPL 소프트웨어:
 • u-boot

 • bash

 • linux

 • busybox

 • glibc

 • wpa supplicant

 • udhcpc

 • ortp

 • jpglib

 • wget

 • wireless Tools

다음 e-mail을 통해 에릭슨-LG 엔터프라이즈로 소스 코드를 요청하실 
때 매체 비용, 운반비 등 제공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받고 CD-ROM에 
담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pensource@ericssonlg.com.

이는 에릭슨-LG 엔터프라이즈로부터 이 제품을 배포 받고 나서 3년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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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
이 기호는 사용자의 전화기나 다른 전자 부속품을 가정용 쓰레기
와 함께 폐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화기 또는 배터
리를 휴지통에 버리지 마십시오.

폐가전 제품 처리 절차
제품의 수명이 다하여 폐기할 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신제품을 구매할 때
대리점에서 신제품을 구매하고 기존 제품을 버리고자 할 경우에는 신규 
제품을 배달할 때 무상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단순히 폐기할 때
가전제품, 가구 등 대형 생활폐기물을 버리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 동주민
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에릭슨-LG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안내

고객 서비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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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보기  57

메시지 작성하기  58

문자 사용하기  59

보낸 문자 사용하기  60

상용구 보관함 사용하기  61

메인 메뉴  11

무선 랜(LAN) 연결  24

네트워크  24

문자입력  18

문자입력 방식 선택하기  18

상용구와 기호 입력하기  20

숫자 입력하기  20

영문 입력하기  20

한글 입력하기  18

ㅂ
발신자 정보(Caller ID)  25

배터리 덮개  9

배터리와 충전기  13

배터리 교체 시기  16

찾아보기

Korean

ㄱ
각 부분의 이름  7

개인벨  35

권장 AP  23

기호  18

ㄴ
내비게이션/OK  8

ㄷ
대기 상태  9

등록  23

ㄹ
리시버(수화기)  8

리튬 이온(Li-Ion) 배터리  100

ㅁ
마이크(송화부)  8

메너모드 설정  33

메뉴와 옵션 선택하기  17

메시지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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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신전환  75

통화예약  79

통화전환  85

프로그램  86

회의통화  77

시스템 설정  24

스테이션 설정  24

시스템 IP 주소  24

원격모드  24

직접송신  24

신호 세기  25. See RSSI

ㅇ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103

GPL 소프트웨어  103

이모티콘  18

이어폰과 마이크  21

이어폰 연결하기

이어폰 연결하기  21

이어폰 잭  9

ㅈ
잠금모드 설정  33

전화 기능  29

모드 변경하기  33

전화 걸기  29

전화 받기  32

통화 중 기능  33

배터리 설치 및 교체하기  13

배터리 충전하기  15

범위  25

ㅅ
상용구  18

상태 아이콘  10

소리 설정  45

버튼음 선택  47

버튼음 크기  47

벨소리 선택  45

벨음량 조절  46

벨/진동전환  45

전원 끄기음  46

전원 켜기음  46

효과음 설정  47

소프트 버튼  9

스피커  9

시스템  75

메시지 대기  78

보류/저장  85

송화차단  84

수신거부  78

시스템 단축  80

인터컴  84

재다이얼  84

재발신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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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
편의 기능  63

계산기  71

메모 관리  68

세계시각  71

알람/모닝콜  69

일정 관리  63

타이머  72

폰 설정  87

네트워크 정보  96

무선 랜 상태  95

무선 랜 설정  95

설정값 초기화  96

시스템 설정  93

전화기 버전  96

전화기 잠금  95

코덱 설정  94

프로파일 설정  87

표시 화면  8

표시 화면 정보  10

날짜 요일 표시  10

대기화면 문구 표시  10

상태 표시 아이콘  10

소프트 메뉴 표시  10

시스템 안내  10

현재 시각 표시  10

전화기 메뉴  26

전화기 청소  25

전화기 켜기와 끄기  16

전화기 끄기  16

전화기 켜기  16

전화기 휴대하기  22

벨트 클립 사용하기  22

휴대용 끈 사용하기  22

전화번호부  35

그룹 관리  39

단축번호  42

사용하기  35

연락처 전체 삭제  44

연락처 찾기  38

연락처 추가하기  36

전화 상태 표시  12

ㅊ
충전기 잭  9

ㅋ
키 잠금  9

키패드  8

ㅌ
통화 관리  53

전화 사용시간  55

통화목록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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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핸즈프리모드  21

화면 설정  49

글씨체 변경  51

다이얼 숫자  50

대기화면 문구  50

대기화면 시계  50

메뉴 스타일  51

배경화면 설정  49

언어/Language 선택  52

조명 설정  51

휴대용 끈 연결 홈  9

Roman

A
AP  11

AP 검색  25

D
DHCP  89

R
RSSI  11

S
SSID  87

STATIC  89

SystemDefault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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