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편 설치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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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i 시리즈 

본 자료는 제품의 지속적인 개발과 생산에 따라 사전 공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에릭슨-LG 엔터프라이즈는 본 자료를 통한 손해나 

실수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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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i 시리즈 간편 설치설명서 1000i 시리즈 간편 설치설명서

• 그림1 : 1000i 시리즈 전화기 연결

송수화기와 헤드셋 연결
1. 전화선 코드에 있는 모듈러 잭의 한쪽(곧고 짧은 부분)

을 송수화기에 연결하십시오.

2. 그리고 나서 모듈러 잭의 다른 한쪽(곧고 긴 부분)을 
전화기 뒷면  그림과 같이 표시된 송수화기 연결구에 
연결하십시오. 

3. (선택설치) 헤드셋 모듈러 잭을 전화기 뒷면 그림과 
같이 표시된 헤드셋 연결구에 연결하십시오.

알림: 당사 제품에 적절한 헤드셋 사용을 위해 
헤드셋을 연결하기 전에 "헤드셋 사용에 관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4. 연결된 송수화기와 헤드셋 선들이 움직여 빠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선정리 홈에 구부려 넣어 잘 
정리하십시오.

5. 1040i/1050i는 USB 헤드셋을 지원합니다. USB
헤드셋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헤드셋 기능은 USB 
헤드셋으로 작동합니다.

알림: 통화중 USB헤드셋을 연결하거나 분리 할 경우 
바로 사용 할 수 없으며, 다음 통화부터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헤드셋 사용에 관한 정보

당사 제품은 헤드셋 또는 헤드셋 증폭기를 사용해 

쉽고 편리하게 통화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이 

있지만, 최적의 통화 품질을 보장할 수 있고 당사 

사용하기 전에
이 간편 설치설명서는 1000i 시리즈를 설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ericssonlg-enterprise.c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안내문
이 기기는 가정용(B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장 내용물 확인
내용물이 모두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제품을 구매한 곳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전화기

 • 전화기 받침대

 • 송수화기, 전화선 코드

 • 1.5m CAT5 랜 케이블

 • 단축번호 라벨(1020i 전용)

 • 간편 설치설명서

설치 하려면
전화기는 전원을 연결하기 쉽고 바닥이 평평한 

책상이나 테이블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기 연결하기
 • 전화기는 AC 어댑터나 PoE를 통해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PoE Class 2: 1010i, 1020i, 1030i

 • PoE Class 3: 1040i, 1050i

네트워크와 전원 연결
AC 어댑터를 사용해서 전원을 연결하려면  

에릭슨-LG 엔터프라이즈의 승인을 받은 정품 

어댑터 (P/No: TKTN9019901/Korea)를 

구매하여 사용하십시오. 

PoE를 사용하려면 연결된 LAN은 반드시 PoE를 

지원해야 합니다.

경고: 전원을 연결할 때 PoE와 AC 어댑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품에 적합한 헤드셋 리스트를 웹 사이트에 

게시했으니 반드시 참고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그 외 제품 사용으로 인한 통화 품질 저하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규 헤드셋 추가에 따른 변경 

사항은 수시로 게시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와 전원 연결
1. 포장 내용물에 포함된 랜 케이블의 한쪽을 전화기 뒷면 

 그림과 같이 표시된 랜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2. 랜 케이블의 다른 한쪽을 이더넷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단, 랜 케이블을 건물 밖으로 확장하여 설치하지 
마십시오.)

3. 전화기를 통해 컴퓨터와 이더넷을 연결할 경우 랜 
케이블의 한쪽을 전화기 뒷면  그림과 같이 표시된 
컴퓨터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4. 랜 케이블의 다른 한쪽을 컴퓨터 뒷면에 있는 랜 
포트에 입력하십시오.

알림: PoE로 전원을 연결한 경우 다음 설치 과정 5와 
6을 생략하십시오.

5. 전화기 뒷면 어댑터 입력구에 AC 전원 어댑터(별매품)를 
연결하십시오. 연결된 전원 어댑터 선이 움직여 빠지지 
않도록 후크에 고정하십시오.

6. 벽에있는 전원 콘센트에 AC 전원 어댑터를 연결하면
전화기가 동작합니다.

전화기 받침대 설치하기

먼저 전화기 화면을 읽기 쉽고 동작하기 편리한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전화기 받침대는 2가지 다른

각도(35° 또는 50°)를 지원합니다.

1. 받침대의 양쪽 탭을 전화기 뒷면에 있는 연결 홈에 
정확하게 맞추십시오.

2. 그리고 나서 전화기 받침대를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올려 받침대가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잘 
고정하십시오.

벽걸이 설치

1000i 시리즈 전화기는 필요에 따라 벽에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전화기를 벽걸이로 설치하려면 전화기 받침대를 
제거하고, CAT5 랜 케이블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슬리브(Sleeve)를 뒤로 이동하십시오.

1. 전원 콘센트가 근처에 있는 평형하고 습기가 없는 벽을 
선택합니다.

2. 플라스틱 앵커(포함되지 않음)를 삽입하기 위한 7mm 
구멍 두 개를 세로로 8cm 또는 10cm 간격으로 
떨어지도록 표시해서 뚫습니다.

알림: 벽 뒤에 있는 물체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3. 구멍에 앵커를 삽입하고 나사를(포함되지 않음)
벽으로부터 약 2.5mm 정도 떨어지도록 단단히 
조이십시오.

4. 나사 위에 전화기 바닥에 있는 두 개의 키홀(Key hole)
을 맞추고 아래로 내려 안전하게 고정하십시오.

5. 엄지손톱을 이용해서 송수화기 걸이 탭을 홈에서 빼내 
180° 돌려서 아래 그림과 같이 끼웁니다.

• 그림2 : 1000i 시리즈 벽설치

6. 모든 선들을 연결하십시오.

프로토콜 선택
1000i 시리즈를 최초 설치 시 IPKTS, SIP 

프로토콜 중 하나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십시오. 

IPKTS를 선택 할 경우 "Global Provisioning" 

선택화면이 나옵니다.

이 경우 소프트 키를 이용하여 "NO"를 누르시면

됩니다.

알림: "Global Provisioning" 설정시간은 약 10초
이며, 이후 자동으로 "NO"로 설정됩니다.




